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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1-3. 행사구성체계

행사명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후원
장소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 두성종이, 스몰하우스빅도어, 팩토리

사업주관

문화역서울284 귀빈실, 귀빈예비실, 역장실, RTO, 홍익대학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2016. 10. 3 (월)–10. 9 (일) / 총 7일

행사기간

사업주최

스몰하우스빅도어 등

행사구성

워크숍, 오픈스튜디오 (워크숍 결과물 전시), 세미나/톡, 워크숍인워크숍

참가대상

관련 전문가, 대학(원)생, 일반인 등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안상수 위원장

1-2. 추진목표
- 타이포잔치 2017의 사전 행사로서, 타이포그래피가 ‘몸’이라는 주제를 만나 어떻게 확장, 해석될
수 있는지 실험하는 탐구의 장 마련

- 해외 디자인 전문가와 국내 디자이너가 함께 주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기획, 구성하여
차년도 행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로서의 프리비엔날레 기획

- 다양한 영역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수준 높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출 결과물을 통해 본행사와의 연결지점 마련

신은향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최정철 원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재준 회장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한세대학교 교수

최성민 2013 총감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조직위원회

추진위원회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

이병주 2011 총감독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동빈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현미 SADI 교수

박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디자인문화진흥팀 팀장

조직위원회

공동주관

서울대학교 교수

전미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97명

총 참가자 수

김경선 (추진위원장) 2015 총감독,

박우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몸과 타이포그래피 (Body and Typography)

주제

추진위원회

해외자문위원

총감독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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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운 홍익대학교 교수
정진열 국민대학교 교수
조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총감독

안병학 홍익대학교 교수
사무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미연 디자인문화진흥팀 팀장

최동원 디자인문화진흥팀 선임연구원
황효연 디자인문화진흥팀 연구원
간사

김한솔 홍익대학교 대학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사무국장

해외자문위원회

하라 켄야 (Hara Kenya, 일본)
하라 디자인 인스티튜트

라르스 뮐러 (Lars Muller, 스위스)

Lars Muller Publishers

네빌 브로디 (Nevile Brody, 영국)
영국왕립예술대학

폴라 쉐어 (Paula Scher, 미국) 펜타그램
왕쉬 (Wang Xu, 중국) wx-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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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추진경과
① 타이포잔치 2016-2017 주요 추진일정
2016년
2월

타이포잔치 2016-2017 예술감독 위촉

5-8월

사이사이 행사 실무위원 위촉 및 프로그램 구성 계획 수립

7-9월

컨텐츠 구성 및 시각 홍보물 디자인

4월

6-8월
8월

조직위/추진위 구성

해외 디자이너 초청

워크숍 인 워크숍 진행

8-9월

행사 공간 구성 세부 내용 수립

9월

온·오프라인 행사 초청장 발송

10월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행사

11-12월

워크숍·세미나 참가자 모집 및 선정

1월

타이포잔치 2001 개요
기간

2001. 10. 16-12. 4 (50일)

주제

새로운 상상

장소
구성

참여 작가.강연자
성과
관객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본전시, 특별전, 국제 디자인 포럼
25개국 100인

당시 기준으로 한국 사상 최대 국제 그래픽 디자인 행사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 전반에 관한 일반의 인식을 크게 높임
-

후원사 협의 및 확정

타이포잔치 2011 개요

조직위원회의

장소

2017년도 행사 추진계획 수립
결과보고서 제작
출판 1호 발간

2017년

② 타이포잔치 1회-4회 추진경과

기간

2011. 8. 30-9. 14 (16일)

주제

동아시아의 불꽃

구성

참여 작가.강연자
성과
관객

매거진 1호 발간

본전시, 특별전, 심포지엄, 작가 설명회
한·중·일 99인

중단된 지 10년 만에 타이포잔치 부활

격년제 국제 디자인 행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정식 사업으로 인정받음
총 8,012명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요
기간
장소
주제

2012. 8. 17 (1일)

NHN 그린팩토리 2층 커넥트 홀
타이포그래피는 문학이다

구성

강연회, 조직위원회의, 기자간담회

성과

타이포잔치 2013 비엔날레 홍보, 전시 주제 선정

참여 작가.강연자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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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하라켄야, 네빌브로디, 왕쉬
약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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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이포잔치 1회-4회 추진경과
타이포잔치 2013 개요

③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추진성과 및 리뷰

기간

2013. 8. 30-10. 11 (43일)

주제

타이포그래피는 문학이다

- 다양한 영역의 국내외 전문가 섭외를 통해 넓은 스펙트럼의 워크숍 운영

잠재문학실험실

- 프로젝트 별 기획자 선정으로 효율적인 운영 추진

장소
구성
참여 작가.강연자
성과
관객

문화역서울284

본전시, 오프닝심포지엄, 서울스퀘어 프로젝트, 리서치 프로젝트
워크숍(비평가와 전시보기, 오픈 소스 출판), 디자인 워크숍, 한글날 전야제

전 세계 작가 57팀

타이포 비엔날레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국제적 위상 마련의 계기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한 일반인의 소통의 폭 확장
총 33,013명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4/2015 개요
기간

2014. 10. 20-10. 24 (5일)

주제

도시와 타이포그래피 (City and Typography)

장소
구성

참여 작가.강연자
성과
관객

문화역서울284 및 서울 일대, NHN그린팩토리 2층 커넥트 홀
강연회, 도시문자 탐사단, 기자간담회

사이사이 토크: 고토데쓰야, 자빈모, 김형재, 박재현, 강예린, 이치훈, 구본준,
박해천 / 진행: 정재완

도시문자 탐사단: 김형재, 박재현, 강예린, 이치훈, 구본준, 박해천
참여 전문가 분야 확대와 다양한 일반인 참가 프로그램 구성으로

타이포그래피 예술에 대한 새로운 문화적 분석이 가능했고, 그에 따른 결과물
생산과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이 확장됨
490명

추진성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섭외와 적극적인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 대중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으로 타이포그래피의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줌
다양한 매체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홍보 운영

-본
 전시 주제에 대한 리서치, 사전 실험 프로젝트 및 사이사이 행사를

아카이빙하여 홍보하는 매거진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매체의 결과물 도출을
통해 주제에 대한 집중적 탐구와 홍보 진행

사업 추진 시 보완 필요사항

전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필요

-전
 시 프로젝트 아카이빙을 위한 기관 차원의 시스템 (수장고, 파일서버 등)
구축 필요

*참고

2011년 전시 일부 작품: 서예박물관 기증

2015년 전시 일부 작품: 국립한글박물관 기증
전시 공간 확보

- ‘ 몸과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하는 2017년 본전시에 더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규모있는 다수의 작업이 예상되는 만큼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타진하고 섭외할 필요가 있음

타이포잔치 2015 개요
기간

2015. 11. 11-12. 27 (47일)

주제

도시와 타이포그래피 (City and Typography)

장소
구성

참여 작가.강연자
성과
관객

문화역서울284외 서울 내 지정 장소

본전시, 특별전, 프로젝트 전시, 뉴스레터, 워크숍, 오픈토크와 토요토크

전 세계 작가 90팀

전시 규모 확대 (작가 수와 작품영역, 관람객 수, 후원 규모)를 통해서 전세계

유일의 문자디자인 비엔날레로서 자리매김, 아카이빙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
기증 진행
40,0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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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 전시장 평면도

2-1.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① 워크숍
일시

2016. 10. 3 (월) – 10. 6 (목) (3일: 오리엔테이션)

내용

다채롭고 활동적인 체험형 워크숍을 통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장소
귀빈실 VIP Lounge

귀빈예비실 VIP Lounge Auxiliary Room

역장실 Master’s Room

RTO

총 참가자 수

문화역서울284 RTO, 귀빈실, 귀빈예비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본전시의 진행에
필요한 작품 견본 혹은 예시를 제시함
45명 (워크숍3 파트x15명)

구 서울역
서울시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Former Seoul Station
1 Tongilro Junggu Seoul

워크숍2

워크숍3

모더레이터: 권민호

모더레이터: 채병록

(스튜디오 모니커)

리더: 테드 데이비스
도우미: 정유진, 정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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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1

리더: 한셔 반 할렘

도우미: 정승아, 지연희

16 – 17

리더: 로엘 우터스, 루나 마우러
모더레이터: 허민재

도우미: 이희승, 정다예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기간

2016. 10. 3 (월)

일정

10:00-10:45 / 참가자 등록, 커피타임

장소

내용

문화역서울284 RTO

10:45-11:30 / 오리엔테이션

11:40-12:30 / 팀별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참가 인원 등록. 행사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관계자 소개.
해외 초청 리더들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3일 동안 진행할 워크숍에

대한 소개. 워크숍별 진행 공간을 답사하고 워크숍 시작 전 준비사항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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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워크숍1 일정

① 워크숍

워크숍1

장소

진행

테드 데이비스 (스위스, 바젤)

10:00-11:00

장소

문화역서울284 귀빈실

12:00-13:00

공동진행
주제
목적
내용

11:00-12:00

권민호 (한국, 서울)

글자, 몸의 움직임으로 해독하다

몸과 글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몸을 자유롭게 도구화하여 조형적으로
새롭고 확장된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경험하도록 구성

다양한 공간, 상황 속 사람들의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재현해보기도
하고 특정 단어를 보고 느끼는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해보는 키네틱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0월 4일 (화)

10월 5일 (수)

10월 6일 (목)

귀빈실

귀빈실

귀빈실

워크숍 DAY1

글자, 몸의 움직임으로
해독하다 소개, 진행

워크숍 DAY2
작업 시작

문자와 몸동작 연결짓기

사용 툴 연습

중간 발표,

위해 제작된 커스텀 메이드

몸동작으로 구현해보는

키네틱 센서 (워크숍을
프로그램)

작업 심화

새로운 형태의 타입

센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터랙션디자인 워크숍. 개개인의 콘셉트에 맞게
확장된 조형의 타이포그래피를 만들고 그 과정을 음성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

워크숍1 리더

테드 데이비스 (스위스, 바젤)

테드 데이비스는 스위스 바젤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이다.

그는 시각 이미지 연구 특히, 데이터 베이스에 기반한 이미지 인터페이스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며, Academy of Art and Design HGK FHNW 인터랙션 디자인과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에러’와 ‘우연한 흔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작업 안으로 끌어 들이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왼쪽

테드 데이비스 (Ted D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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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DAY3

개인별 결과물 완성

공동 결과물 완성
최종 발표,

전시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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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2 일정

① 워크숍

워크숍2

장소

진행

한셔 반 할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0:00-11:00

장소

문화역서울284 귀빈예비실

12:00-13:00

공동진행
주제
목적
내용

11:00-12:00

채병록 (한국, 서울)

형태에서 그래픽으로: 기억이 만들어내는 매커니즘

몸에 대한 개별 사건과 주관적인 경험, 감각을 시각언어인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하여 소통함. 문자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 탐구

몸이 가진 다양한 형태를 눈이라는 신체 일부를 활용, 현미경으로 바라본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0월 4일 (화)

10월 5일 (수)

10월 6일 (목)

귀빈예비실

귀빈예비실

귀빈예비실

워크숍 DAY1

형태에서 그래픽으로: 기억이
만들어내는 매커니즘 소개,

워크숍 DAY2

1차 발표 (스케치 단계)

1차 발표 (가출력)

진행

기획의도와 표현방식에

개인별 크리틱

주제 설정 (기억에 대한

구성과 확장

대한 설계 논의, 개인별
토론)

형태와 방식의 조율, 요소의

듯 극대화하여 러프한 형태를 스케치하고 그것을 점차 발전하고 다듬어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로 만드는 작업. 최종 작업물을 엮어 책으로

제작하고 리소프린트 기법을 활용하여 아날로그적 표현을 극대화함

워크숍2 리더

한셔 반 할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한셔 반 할렘은 2003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타이포그래피, 북디자인, 시각환경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에 관심을 두고, 문자, 질감,
디지털과 아날로그 패턴 등을 만들어내며, 편집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활용한 정보의 구조화에

집중해왔다. 또한, 한셔는 시스템적 사고 방식, 가독성, (불)규칙성 간에 발생하는 긴장감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왼쪽

한셔 반 할렘 (Hansje van H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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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크리틱, 디테일 체크
최종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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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3 일정

① 워크숍

워크숍3

장소

진행

모니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0:00-11:00

장소

문화역서울284 RTO

12:00-13:00

공동진행
주제
목적
내용

11:00-12:00

허민재 (한국, 서울)

도구로서의 몸: 조건과 생성의 디자인

타이포그래피의 영역을 종이, 책 등의 2D 영역에서 벗어나 3D

퍼포먼스로 확장한 참여형 워크숍으로 몸을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언어적 가치와 의미를 심도 깊게 탐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e Living Countdown”  

14:00-15:00
15:00-16:00
16:00-17:00

10월 4일 (화)

10월 5일 (수)

10월 6일 (목)

RTO

RTO

RTO

워크숍 DAY1

도구로서의 몸: 조건과

생성의 디자인 소개, 진행

워크숍 DAY2

워크숍 외의 사람들에게
아이디어 실험해보기

그룹별 크리틱,

그룹별 크리틱, 대본과

콘셉트 도출

오디오파일 녹음, 편집

브레인스토밍 후 5가지

아이디어를 정리 후

17:00-18:00

정해진 규칙을 바탕으로 몸을 움직여 글자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퍼포먼스 작업. 퍼포먼스를 위한 콘셉트을 정한 후, 몸을 도구로

활용하여 놀이의 규칙을 만들고, 다양한 재료와 아이디어로 풍성한
영상을 제작하는 디자인 워크숍
워크숍3 리더

스튜디오 모니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튜디오 모니커는 2012년 루나 마우러, 조나단 퍼키, 로엘 우터스가 공동 설립한 암스테르담

기반의 인터랙티브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모니커는 상업적인 작업 외에도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기술의 발전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매주 컨디셔널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조건과 참여를 디자인 방법론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웹, 애니메이션, 비디오, 프린트, 퍼포먼스,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며 로비
어워드, 더치 디자인 어워드, 영국 뮤직비디오 어워드, 플레이그라운드 어워드 등에서 수상했다.

왼쪽부터

로엘 우터스 (Roel Wouters)
루나 마우러 (Luna Ma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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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DAY3

최종 오디오 파일 편집,
그룹별 테스트

퍼포먼스, 녹화된 퍼포먼스
비디오 상영

2-1.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① 워크숍

워크숍 공동진행자 이력
권민호 (한국, 서울)

이미지 생산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권민호는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와 영국

왕립예술대학교에서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으며, 드로잉과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일러스트레이션과 순수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다. 런던 Factum-Arte, Bompas
& Parr, Jotta studio, RA 등의 클라이언트와 작업을 했고, 저우드 드로잉 프라이즈, V&A
일러스트레이션 어워즈, 런던 디자인 페스트발, 서스테인 RCA 등에서 수상했다.
채병록 (한국, 서울)

채병록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2014년부터 디자인 스튜디오 CBR
graphic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타마미술대학에서 사토 고이치의 지도 아래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며 시각언어의 본질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표현법을 익혔다. 주로 포스터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개념과 표현에 중점을 둔 시각 실험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 단체,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창의적 작품 활동과 함께 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을 강의하고 있다.
허민재 (대한민국, 서울)

허민재는 뉴욕과 런던에서 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에 더블디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미국 로드 아일랜드 미술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왕립예술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홍익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시와 영리/
비영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다.

위부터

워크숍1 결과물 사례
워크숍2 결과물 사례
워크숍3 결과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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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② 오픈스튜디오

2-1.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③ 세미나/톡

일시

2016. 10. 8 (토)

일시

2016. 10. 8 (토)

내용

3일간의 워크숍 결과물을 전시 형태로 공개. 워크숍 진행자들이 직접

강연자

테드 데이비스, 한셔 반 할렘, 로엘 우터스 (모니커)

장소

전시
일정

문화역서울284 RTO, 귀빈실, 귀빈예비실, 역장실, 서측복도

프로젝트의 취지와 진행 과정을 설명하여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행사의
내용을 확산하는 역할을 함

2016. 10. 8 (토) – 10. 9 (일) 10:00–18:00
10:00-10:20
10:30-12:00

장소
패널
내용

(워크숍1: 역장실 / 워크숍2: 귀빈예비실 /
워크숍3: 귀빈실)

이마빈 (홍익대학교 교수), 박연주 (헤적프레스 대표)

강연자들의 주요 작품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소개. 타이포잔치 2017의
주제와 본인 작업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워크숍 기획자, 참가자, 학생,
디자이너 등을 초대하여 ‘몸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일정 소개와 인사말
오픈스튜디오

문화역서울284 RTO

일정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며 차년도 전시를 상상하는 자리
13:30-13:35

인사, 일정 소개

14:10-14:20

휴식

13:35-14:10
14:20-14:55
14:55-15:05
15:05-15:40
15:40-16:00
16:00-17:30
* 순차통역: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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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1 (테드 데이비스)
세미나2 (한셔 반 할렘)
휴식

세미나3 (로엘 우터스)
휴식

톡 (안병학, 테드 데이비스, 한셔 반 할렘, 로엘 우터스,
권민호, 채병록, 허민재, 박연주, 이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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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④ 워크숍인워크숍
일시

2016. 8. 8 (월) – 8. 22 (월)

진행

안병학, 권민호, 채병록, 허민재

장소
내용

홍익대학교

12개의 대학의 디자인과 학부, 대학원생 21명을 모집, 선출하여 학생들과

함께 본 워크숍 진행 전 ‘몸’ 이라는 주제를 자유롭고 실험적으로 해석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몸’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생각을 글자와 이미지로 표현하여 1인당

2점의 작품을 제출, 결과물을 10월 8일 오픈스튜디오에서 공개, 9일까지
일정

전시를 진행
8. 2 (화)

18:30-20:00

8. 10 (수)

14:00-18:00 (오후)

8. 8 (월) -

8. 11일 (목)
8. 12 (금) 8. 19 (금)

10:00-12:30 (오전)
14:00-18:00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인워크숍
초청크리틱

(조중현, 스튜디오 독스 /

이재옥, 파티 버금 / 이재용)
정리, 개별 이메일 크리틱

* 도우미: 조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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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거진

1호

본전시에 참여하게 될 작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

외부필자

크리스 로, 김해주, 김형재/홍은주,

안효진/김나무, 양아치, 오민, 임경용

결과를 홍보하고 확산하여 본전시로의 관심을 고조하는
역할

조현열

세미나/톡, 전시 행사를 아카이빙하는 목적과 함께 행사

디자인

1호는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의 워크숍,

윤율리, 이마빈

어떻게 글자로 수렴이 되는지 구체적이고 쉽게 전달하고

기획

정보전달과 홍보의 매체로써 더 많은 타겟을 위해 몸이

A

Body and Typography
B

압축하고 기억하는 몸
Body as Metaphysics(p.4)

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The 5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Volume 1
흔적을 남기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몸
Body as Anatomy (p.2)

타이포잔치 2017
Typojanchi 2017

Magazine

몸과 타이포그래피
Body and Typography
글자, 몸의 움직임으로 해독하다
Decoding Types by Gesture(p.10)

형태에서 그래픽으로: 기억이 만들어내는 매커니즘
From to Graphics: Machanism Created through Memory (p.14)

도구로서의 몸: 생성과 조건의 디자인
Living Countdown (p.18)

Workshop Issue
오픈 스튜디오, 세미나
Open Studio, Seminar (p.22)

Workshop in
Workshop (p.28)

C

매개하는 사물로서의 몸
Body as Medium (p.29)

D

강화되거나 진화한 몸
Body as reinforced or evolved (p.34)

32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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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1호 내지
매거진1호 표지

Typojanchi 2017

Body and Typography

글자,

Magazine Volume 1: Workshop Issue

W1: Decoding Types by Gesture

Typojanchi 2017

Body and Typography

Magazine Volume 1: Workshop Issue

몸의 움직임으로
Decoding Types by Gesture

해독하다
테드 데이비스와 권민호 진행
Lead by Ted Davis and Kwon Minho
Date 2016.10.4—6
Exhibition 2016.10.8—9
문화역서울284 귀빈실
Culture Station Seoul 284 VIP Lounge

문자는 소통을 위한 인간 본능이 기호화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그 형과 질에는 앞서
말한 본능의 흔적들이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이 워크숍은 암호화된 기호를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매개는
우리의 몸이다. 몸으로 하는 ‘암호해독’인
것이다. 몸으로 풀어헤친 각 글자의 의미는
‘움직임’과 그 움직임이 만들어낸 ‘흔적’으로
드러난다. 참가자들은 몸동작을 통해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은 특수 제작된 도구에 의해
디지털로 저장된다. 키네틱 센서를 사용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뼈 구조와 움직임을
읽어내고 몸의 각 지점은 글자의 구조에
맞추어 매핑된다. 의미를 품었던 글자가
몸으로 해체되어 추상적인 도상만이 남았을
때 참가자들은 그 이미지와 더불어 놀고
몸을 움직인다. 워크숍은 그들이 각자 원하는
소통을 위해 그 흥미로운 파편들을 재조합해
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권민호

Typojanchi 2017

Body and Typography

KINETYPE, optimized for the workshop, is
a combination of the XBOX kinetic sensor
that reads the movement of the bones of
human bodies and the system that calculates
the outlines of letters. Although it was
recommended for use on the Latin letter
forms, it operated surprisingly well with the
Korean letters as well. Furthermore, we got
to learn from this workshop that it functions
well with the Glyph letters as well. In the
case of Korean letters which is made up of
complicated combinations, it was easier to
use when we treated a single phoneme as a
whole word.
The toughest obstacle at the beginning was
that we had to use a Korean keyboard and
computer when designing the type into a
specialized chirography. But by the end of
the workshop, we got used to the conditions.
So we were able to focus on recording the
moving types and accordingly, we had a rich
result rather than a fixed type.
As we have seen various physical disabilities
being overcome with another trait, sense, and
ability through technology recently, I believe
it would prove to be very interesting to
employ such possibility into kinetic sensors.
Ted Davis

크리스마스보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즐겁고 기대되는 날입니다. 내년 본전시가
크리스마스라면 바로 오늘이 이브 아닐까요?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수

테드 데이비스는 스위스 바젤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이다. 그는 시각 이미지 연구 특히,
데이터 베이스에 기반한 이미지 인터페이스에
중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며, Academy
of Art and Design HGK FHNW 인터랙션
디자인과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에러’와 ‘우연한 흔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작업 안으로 끌어 들이는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 본전시의 주제 ‘몸과 타이포그래피’를
토대로 다양한 우리의 시각을 그리고, 또는
그 시각을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자는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산이며 특히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이번 타이포잔치 행사에서 바로 이런
문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연계되어
공존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떠한 예술적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탐색해보려 합니다.
최정철

이미지 생산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권민호는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와
영국 왕립예술대학교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으며, 드로잉과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일러스트레이션과
순수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하고 있다.
런던 Factum-Arte, Bompas & Parr,
Jotta studio, RA 등의 클라이언트와 작업을
했고, 저우드 드로잉 프라이즈, V&A
일러스트레이션 어워즈, 런던 디자인 페스트발,
서스테인 RCA 등에서 수상했다.
Ted Davis is an American media artist and
designer based in Basel, Switzerland. He
is interested in image research, especially
database-driven image interface, teaching
interaction design at the Academy of Art
and Design HGK FHNW. He continues his
experimental studies reflecting the concepts of
‘error’ and ‘traces of chance’ generated by the
computer system and programming languages.

워크숍에서 몸의 움직임을 점으로 나타내는
‘키넥트’라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시작으로 떠오르는
자세를 취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성격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일상과는 반대되는
일을 몸으로 표현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활동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명이
한 그룹을 이루어 워크숍을 진행했고,
한 명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면 다른 한 명이
프로그램을 작동하면서 글자를 입력하고,
또 다른 이가 프로그램을 멈춰 저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자세를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시스템 앞에서 자세를 취하며
글자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더
특별한 특성을 부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영상에 색을 더하고 디제잉을 하는
듯한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을 30초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습니다.
테드 데이비스

Kwon Minho is a Seoul-based image maker
and illustrator. He studied illustration and
visual communication at Central Saint Martins
and Royal College of Art in London. His works
range from illustration and fine art to new
media. He was awarded the Jerwood Drawing
Prize 2007 and was again shortlisted for the
Jerwood Drawing Prize in 2013. He also won
the V&A Illustration award, London Design
Festival and Sustain RCA 2013. He works with
various clients including Bompas & Parr, Jotta
studio, and RA (Royal Academy of Arts).

워크숍 진행 도움 및 통역: 정소담, 정유진
Workshop Assistant: Jung Sodam, Jung 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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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Living Coun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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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nd Typography

Open Studio, Seminar, Talk

세미나,

Magazine Volume 1: Workshop Issue

W3: Living Countdown

저는 암스테르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좋은 작업을 해내고자 노력하므로 이번
워크숍에서도 참가자들이 많은 실수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인간의 몸이
아닌 물체의 몸에 대해 생각했는데, 각자
준비한 10개의 물건을 현미경을 통해 본다고
상상하며 근접해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소 혼란스러워했지만, 이것이
예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사실 디자이너로서
아름답지 않은 형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에도 참가자들이 용감하게
여러 실수를 함께 경험해주어 감사했습니다.
이런 작업이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물체의 몸에 대해 연구했지만 실은 우리의
몸도 온종일 바쁘게 일한 것입니다. 리소
프린트는 스크린 프린트와 포토 프린트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업은
두 가지 색상을 활용했으며 각 색상의
레이어를 만들어 컬러를 겹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출판되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에서
스케치했던 내용, 실험했던 내용, 실패했던
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쁘지 않았던 것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변해가는 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셔 반 할렘

Open Studio, Seminar, Talk

토크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나는 접점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들을 디자인했습니다.
워크숍은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그 속에
사람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특정한 지시를
주고 그것에 맞추어 활동해보도록 했습니다.
‘살아있는 카운트다운’을 하기 위한 그리드를
바닥에 만들고 스크립트를 작성해 패턴들을
만들었는데, 이 경우 ‘카운트다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시를 순차적으로 내리는
과정을 통해 작업에 있어 기술적인 부분 뿐
아니라 인간적인 사고와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워크숍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개념적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컴퓨터보다 몸을 직접 많이 활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로엘 우터스 (스튜디오 모니커)

It seems like Christmas eve is more enjoyable
and expected than the Christmas day these
days. If the main exhibition scheduled
next year could be likened to Christmas,
wouldn’t today be the eve? I consider this
as an important get-together to share our
experiences.
Ahn Sangsoo
I hope this could be a chance to communicate
and examine the possibilities of taking a
look at the diverse perspectives based on
the theme of the main exhibition—“Body
and Typography”—and putting limits onto
them. Letters are imperative assets which
demonstrate a nation’s identity; notably for
Koreans, Hangeul is an irreplaceable cultural
asset. In this edition of Typojanchi, I’d like to
explore the prospect of the letters co-existing
and interacting with our bodies and to explore
what artistic values could be produced.
Choi Jeongcheol
In the workshop, I used a special equipment
called “Kinect” which shows the body’s
movement into dots.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we stroke a pose on a whim.
We expressed our characters or the postures
opposite of our daily lives. On the next day,
we looked through the activities we could
try as well as their limits. Three participants
composed a group and carried out a workshop;
a participant would show diverse movements
while another entered letters by operating a
program, with the remaining one in charge
of pausing the program and saving. In this
process, there were impromptu postures.
On the last day, we recorded how the letters
changed with the postures in front of the
system. Then there was a request for something
more special so we added more color in the
video and an eﬀect that sounded like DJing.
We wrapped up the workshop by editing the
videos that we filmed for a 30-second clip.
Ted Davis

I work as a graphic design in Amsterdam and
have my own studio. Normally I try to put my
best foot forward through several trials and
errors. In this workshop, I tried to bring out
many mistakes from the participants. I was
thinking about the body of things in place
of human bodies; I led the participants to
approach 10 objects that each one brought
along while imagining looking at it from a
microscope. The participants were confused
a bit but I tried to focus on whether there
were other possibilities rather than judging if
it looks good or not. I was grateful for their
daring attitude as designers; they pushed
themselves to go through many mistakes with
a risk of ending up with an unflattering result.
It went on far into the night. We were doing
research on the objects’ bodies but in fact, our
bodies have been working all day long. You
could think of the Risograph printing as an
intermediate stage between screen printing
and photo printing. We worked with two
colors and employed the method of making
a layer for each color and overlapping them.
The result, which consisted of two parts, was
published. You could check it out for the
sketches, experiments, and failures during the
open studio. You’ll see cases where unpretty
things transform into successful images.
Hansje Van Halem
I focused on the contact zone of the human
and technology. I designed the environments
where we could enjoy the activities. A
workshop is what produces an environment or
system and gives the participant his/her role
within them. So I gave particular directions
to the participants online and oﬄine to carry
out accordingly. I made a pattern out of a
written script, making grids on the floor to do
“Living Countdown.” I could say that we did
a “countdown” in this case. In the process of
giving directions in a sequence, I learned that
personal thinking and judgment is as necessary
as the technics in working. The workshop may
look very technical and conceptual but in
reality, we directly used our bodies more than
computers. That was the interesting part.
Roel Wouters (Studio Moniker)

강연 1
테드 데이비스
저는 테드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작업을 주로 해왔는지 얘기할까 합니다.
우선 오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인터랙션을 진행할 때 오류, 그리고
실수로부터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며칠간
서울을 돌아다니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화면의 오류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젤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논문 작업을 진행하며 디지털 이미지가
무엇인지, 아날로그 이미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발견했던 몇 가지
상황들을 언급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글자를 타이핑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가 바라보는 이미지는 겉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0과 1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비디오나
미디어, 그리고 소리조차도 0과 1로 구성된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텍스트를 면에 넣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고
재미있는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 풍경을 바라볼 때
이것이 창문을 통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망각합니다. 하지만 창문에 금이 간 것을
본다면 ‘아, 여기에 창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이처럼 ‘금이 간다’라는 것은 그
안에 데이터라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생각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변화하기 쉽고 깨지기 쉽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배운
학생들에게서는 흥미로운 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글자로 넘어가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젤의 1학년 학생들은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인터랙션 디자인
중에서 선택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바젤의 많은 학생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코딩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가르치며 이것을 타이포그래피와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리고 인터랙션과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며 고민합니다. (…) 맨 처음 센서를
접했을 때 몸이 만들어내는 뼈의 구조를
점들과 매핑하면서 일종의 놀이를 해봤는데,
타이포잔치에 초청받고 2011년 키넥트를
이용해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생각나 이를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만드는 점들을
글자의 포인트와 연결해서 매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점들을 폰트로 만들고
또 폰트를 다시 점들로 만드는 오픈소스를
이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제 방식대로의 수정된
프로그래밍이 필요했습니다. 신체의 정보들을
글자와 매핑하기 위해 프로세싱하고,
이 과정 중 키넥트가 사람의 몸을 인식해
그것을 점들의 구조로 표현합니다. 이 툴을
워크숍에 적용하여 참가자들이 자신의
움직임에 글자를 입히도록 유도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손을 올리거나 내리는 등
시작점을 잡고 나면 키넥트가 첫 시작점을
참고 삼아 몸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키넥트의
장점은 실루엣을 단독으로 아래에 나타내
준다는 것, 글자를 통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까지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글 자판과 영어 자판이
차이가 있다 보니 한글이 원했던 방식으로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것조차 좋은 오류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류의 과정들을 녹화해보자는
발상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의 언어를
만들고 이는 글자가 되었는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글자에 몸의 움직임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워크숍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학생마다 개별의 생각을 더하며
작업을 진행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며칠간 매우 즐거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에서 관람객들이 실제로
인터랙션을 진행한 순간들도 재미있었습니다.
강연 2
한셔 반 할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는
한 주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지난 몇
년간 주로 책 디자이너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때때로 지루해지는 순간에는
심심풀이로 낙서와 스케치를 했고 이것들을
따로 파일로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험했던 것들을 포스터 디자인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워크숍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평소에 시행착오를
가능한 많이 겪으려 노력하고 그 과정을
통해 디자인을 합니다. 맨 처음 아트 스쿨에
들어 갔을 때는 컴퓨터 사용법을 몰라서
컴퓨터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무서운
기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흔한 디지털 드로잉 펜을 2003년 누군가
저에게 소개해주었는데, 컴퓨터 안으로
직접 손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디자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실험하다 나오게 된 작업입니다. 다양한
드로잉을 통해 글자마다 각각 다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글자를
한 획에 그릴 수도 있지만 100번, 150번,
200번으로 그 횟수를 늘려가며 이미지를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정해진 의도 바깥에서 실험의 과정을 통해
얻어집니다. 사실 이 작업은 머리카락처럼
굉장히 세밀한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디지털 핸드 크래프트’라 부르고
싶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아웃라인으로 두고
그 위에 계속 그림을 덧입히면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문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형태로도 기하학적인 형태로도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실험한 것들을
의뢰받은 작업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기록하여 빠르게 돌린 것으로,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옵션으로 테스트를 하고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 디테일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도와
실패를 경험했고, 이런 시도가 전부 작업에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영감을 줍니다.
제가 초반에 혼란스러운 스케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드렸는데 때로 이것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몇 년간 많은 것들을 만들며
생겨난 부산물을 모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스케치로
시작해 결과적으로는 책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거절했던 사례들을
개인 프로젝트에서 다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크린 프린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포물의 경우 리소 프린팅 기계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리소 프린트는
스크린 프린트와 복사기의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저는 글자의 가독성,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가독성이 변한다는 사실에 재미를
느낍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디테일한 선으로
이루어진 추상이지만 멀리서는 하나의
글자로 보인다는 사실이 매력적입니다.
거리에 시를 전시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 350m 가량의
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글자로 인식되지 않지만 멀리서 보면 단어가
되고,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시를 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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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and Typography

Magazine Volume 1: Workshop Issue

Workshop in Workshop

C

매개하는 사물로서의 몸
Body as Medium

C1

): Workshop in Workshop

스티브 라이히의 <피아노 페이즈>는 12개 음으로 된 주제 패턴을 집요하게 반복한다.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동시에 이 패턴을 반복해서 연주하는데,
첫 번째 피아니스트는 메트로놈 같이 정확한 박자로 고르게 연주하고,
두 번째 피아니스트는 첫 번째 피아니스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속도로 연주하기 시작하여
점점 속도를 빨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한 음 씩 어긋나게 만든다.
Steve Reich’s <Piano Phase> repeats the theme pattern
made up of twelve notes with persistence.
Two pianists play the pattern simultaneously in repetition;
one pianist play it in an accurate beat like a metronome
while the other starts to play with the exact same speed
as the first one yet picks up the speed, becoming out of joint note by note.
Oh Min

기획: 안병학, 권민호, 채병록, 허민재, 김한솔
Manager: Ahn Byunghak, Kwon Minho, Chae Byungrok, Huh Minjae, Kim Hansol
기록: 이재용
Record: Lee Jaeyong

거북이의 휴일 / 서먹서먹: 박재희, 고현지, 장채원
Turtle’s Holiday / Awkward: Park Jaehee, Ko Hyunji, Jang Chaeone

Magazine Volume 1: Workshop Issue

Open Studio, Seminar, Talk

글자–이미지로 표현된, 몸에 관한 아이디어들.
Express various ideas of the body in letter–images.

이 프로젝트에서 주된 행위는 공간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마스킹 테이프라는 소재는 순간의 상호작용을 선이라는 시각적 요소로 기록하며, 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선들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The main action of the project is to divide space into two. Masking tape records the instant interaction of a moment as a visual element, and the lines become relevant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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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의 선들 / BJ(Blue Jeans): 유소율, 김민지, 최서희
55 Lines / BJ(Blue Jeans): Yoo Soyool, Kim Minji Claire, Choi Seo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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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스튜디오,

워크숍에 최적화된 키넥타입 KINECTYPE은 엑스박스 XBOX 키네틱 센서가
인간의 신체 중 뼈의 움직임과 글자의 외곽선
산출을 결합한 시스템이다. 라틴 글자체를
사용하도록 권했지만 한글에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작동했다. 나아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것이 글리프 부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소 복잡한 조합을 취하는
한글의 경우, 낱자를 묶어 단어 전체로
취급했을 때 조금 더 활용이 용이했다.
초반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활자를 특화된
서체로 디자인할 때 한국 키보드와 컴퓨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문제였다. 반면
워크숍이 끝날 무렵에는 이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움직이는 활자의 동영상을 찍는
데 집중했고, 덕분에 고정된 서체보다 더욱
풍부한 결과물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신체 장애가 기술력에 의해 또 다른 형질,
감각, 능력으로 극복되고 있는 최근, 이러한
가능성을 키네틱 센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추후 대단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다.
테드 데이비스

심아연 Sim A Yeon
나도모르게! Natural Born!

W1: Decoding Types by Gesture

Letters are symbolized results of the human’s
nature to communicate. Thus, the traces of
such nature should be inscribed in the form
and quality of letters. This workshop attempts
to return the encrypted signs into the state of
nature with our bodies as mediators. To put
it otherwise, it is a “cryptography” executed
with the bodies. The signification of each
letter unraveled by the bodies is visualized
into “movements” and the “traces” that
those movements made. The participants
leave traces with movements and such traces
are made into a chirography through a tool
specially manufactured for the workshop.
And a program using kinetic sensors reads
the bone structures and movements of the
participants. Each spot of the body is mapped
out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letters and
the participants move their bodies to realize
the letter in front of them. When the letter fits
into the form of the communication that they
want, the image is saved and materialized as
a new chirography. The resulting images were
used as material for the pre-biennale poster.
Kwon Minho

비평: 이재옥, 조중현
Critic: Lee Jaeok, Cho Joonghyeon

강다은 Kang Daeun × 김태희 Kim Tae Hee
#소통할 소 #동물의 언어 #벌 #원형의 춤

강다은 Kang Daeun × 김태희 Kim Tae Hee
#소통할 소 #동물의 언어 #벌 #원형의 춤

김하은 Kim Haeun
#body #bodyscape #야상곡 #체취 #타이포잔치

이유진 Lee Yujin
#we_see #we_listen #we_talk #we_walk #we_touch

이윤재 Lee Yoonjae
#colouring #pixel #digital-craftmanship #labor

김미리내 Kim Mirinae
#가슴 #쳐진다내가슴 #노브라 #자유 #해방

박혜민 Park Hyemin
#몸의 타자화 #황금비율 #미디어와 몸 #몸의
이상적기준 #강요되는 몸

김민지 Kim Minji
#stretchmarks #detachment #personal
#reminiscence

정연지 Jeoung Yeon-gi
#맹세 #몸과마음을 #가족 #집

유소율 Yoo Soyool
Graduate School of Arts & Design
#키보드 #자판 #손 #도구 #선

김윤겸 Kim Yoon- gyeom
#blind #glitch #spectrum #scan #panorama

유현선 You Hyunsun
#sign #discordance #기호 #불일치

조소희 Cho Sohee
#몸 #글자 #읽을수없는 #오류 #난독

윤충근 Yoon Choong-guen
#습관 #가상 #우연 #그림

한승희 Han Seung- hee
#몸의연장 #깔창 #속눈썹 #보형물

김재환 Kim Jaehwan
#타이포그라피 #기보 #목소리 #육성 #광복절

하형원 Ha Hyeongwon
#타이포그래피 #뼈대 #살집 #활자 #비계

이산하 Lee Sanha
#버릇 #루틴 #습관적 행동

이소현 Lee Sohyeon
#body #graphic #symmetry #asymmetry #2

홍태화 Hong Taehwa
#Death #Life #Dead language #Obsolete word
#Gravestone

길을 걸을 때 앞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를 바라며 작업했다.
The project was inspired by the people walking on the street wtih smartphones on their hands without looking forward.
And the project was worked on hoping to get people out of their smartphones and interact with others.

C2

‘아트 오브 구글 북스’(http://theartofgooglebooks.tumblr.com)는
구글 북스 스캐닝 과정에서 발생한 ‘의미 있는’ 오류들을 모아 놓은 사이트이다.
여기에 스캔된 악보에는 누군가 멋진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리고 이렇게 뜯겨진 페이지를 스캔한 경우도 있다. 이 자체로는 아티스트가 만든 작업처럼 보이기도 한다.
‘The Art of Google Books’(http://theartofgooglebooks.tumblr.com) is a website
that collects ‘significant’ errors from the scanning process of
Google Books. Here, in a scanned note, someone has made a nice drawing(?).
At times, a damaged page is scanned.
This alone looks like an artist’s work.
Lim Kyungyong

C3

네가 나의 붉은 발을 잡았을 때 / 3G: 이유진, 이정민, 제갈선
When You Grab My Red Socks / 3G: Lee Yujin, Lee Jungmin, Jaegal Sun

조건과 규칙 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알고리즘의 형태인 놀이에서 출발하여 서바이벌 게임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크롤러’와 ‘술래’로 나뉘어 게임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몸은 카운트되는 숫자를 구성한다.
Based on the idea of play, the form of another algorithm, survial game was set. Participants are divided into ‘Crawler’ and ‘Tagger’,
and their bodies form a group of number corresponding to the number counted down.

펑펑 / Blue Jyp: 박수연, 유새롬
Popping Popping / Blue Jyp: Park Sooyeon, Yoo Saerom

그리드 안과 밖에서 번갈아가면서 풍선을 다른 방식으로 터트린다. 카운트 다운이 진행될수록 안에서는 더 많은 숫자의 풍선이 터지며 밖에서는 더 많은 숫자의 풍선을 공급한다.
마지막에는 풍선을 카메라에 높이 던지면서 마무리된다.
The Participants pop balloons inside and outside the grid by turns. As the countdown goes on, increasing number of balloons are popped inside the grid while more are supplied from outside.
Project is finished with throwing balloons high in front of the camera.

20

28

아직까지 우리는 카메라라는 광학 장비를 통해 보는 것을 ‘실제’라고 믿는 편이다. 그랜드 캐니언처럼 스트리트 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는
사람이 직접 카메라 장비를 등에 지고 들어간다.
Until now, we are inclined to believe that seeing
through an optical devise is ‘real.’ In areas like Grand Canyon where the Street View vehicles
have no access, humans pack up the camera equipment themselves to enter.
Lim Kyungyong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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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1호 내지

매거진1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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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판
1호 (Touch Type)
타이포잔치 2017 본전시 주제 ‘몸과 타이포그래피

프로젝트 리더

(Body and Typography)’에 대한 광범위한 리서치.

박연주

몸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소재와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이

리서처

만나 본전시의 주제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김은희, 김쥬리, 오드리 유, 이예주,

공유하는 리서치 북 프로젝트

이유정, 조은비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몸의 감각이나 각

감각기관을 활용한 말하기 방식이 듣기, 쓰기, 그리기,

편집

생각하기 등의 타이포그래피적 행위와 결합하는

국문: 김린, 전유니

지점을 대략적 기준으로 삼아 관련 내용을 광범위하게

영문: 로리 M. 기브스

리서치 진행. 틀에 갇힌 해석이나 관점을 기술하기

보다는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인 내용의 객관적 전달로
독자들에게 영감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사이즈: 138x195(mm) / 페이지: 614pages

Sight

Hearing

Touch

Taste / Smell

Gender

Five Sences and
Gender
Typographic
Activities

Thinking

생각하기

말하기

Speaking

듣기

Listening

읽기

Reading

쓰기

Writing

Drawing

그리기

Behaving

행동하기

타이포그래피적
행위
몸의 감각과
젠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 후각

젠더

Touch Type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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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Type 표지 (위)와 내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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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행동이 과
거에 ‘관심종자’ 취급을 받으며 대중들의
거부감을 사고 비웃음거리가 되어 일회
성 가십으로 소비되었다면, 지난 몇 년간
은 그 양상이 달랐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여성들은 SNS를 통해 ‘겨드랑
이 털 보이기’에 동참했다. 텀블러와 인스
타그램에는 #armpithair(#겨드랑이털),
#pithairdontcare(#겨드랑이털신경안씀)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겨드랑이 털을 드
러낸 사진들이 올라왔고, 이는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이자 트렌드
가 되었다. 몇몇은 겨드랑이 털을 분홍·초
록·파란색으로 염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자도 겨드랑이 털이 있는 건 알지만 우
리 눈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
회적 압박을 비웃으며 겨드랑이 털을 더
욱 드러내어 이제까지 없던 방식의 새로
운 ‘외모 꾸미기’ 분야로 개척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2015년 H&M의 자매
브랜드 앤아더스토리즈(& Other Stories)
의 속옷 광고는 겨드랑이 털, 문신, 상처
를 포함해 평범한 여성들의 ‘있는 그대로
의 몸’을 등장시켰다. 이는 글래머러스한
모델이 등장하는 섹슈얼한 이미지의 속옷
광고에 비해 새로웠고 심지어 멋있어 보
였다. 극도로 이상화된 몸이 아닌 평범한
여성의 몸, ‘진짜 사람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멋진 시대가 되고 있다. [양민영 ]

몸 사전

언어화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의 의미망을 풍부히 하여
타이포잔치 구성원에게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영감을 제공

- ‘몸’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개념어를 한국어
표제어 100여 개, 영어 표제어 100여 개로 정리해
정의·해석함

- 소설가, 시인, 음악인 등 다양한 직군의 문화 관계자를
필자로 초청해 여러 시각이 선연하게 교차하는 ‘사전’
을 구축함

- 어휘에 대한 ‘정의’에 그치지 않고 ‘인용’, ‘발췌’ 등의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인접 장르의 개념을 끌어 들여
테마에 대한 인식을 확장함

- 국문과 영문의 특성을 반영, 각자 다른 필진을 섭외하여
단순한 번역본이 아닌 국문과 영문의 내용 구성을
다르게 함

결박
정박(碇泊)과 절박(切迫) 사이의 어디쯤
에 이것이 놓인다. 그러면, 마음이 제 손을
뒤로 돌려 묶는다. 흔들 손수건 같은 건 이
제 없이, 정박한 배처럼, 그런데 하필 이
처럼 얼 리 없는 부동항에서. 떠나지도 그
렇다고 털썩 주저앉지도 않은 채, 돛을 올
리지 않는 저 자신을 사방의 새 떼와 회청
색 물결로 알맞게 포위한 채, 망망, 그저
잦아들며 둥, 둥, 둥. 이처럼 가벼이 흔들
리는 갑판 위에서조차, 어지럼증에 비틀
거리지 않고 서 있기란 불가능하리라. 그
러나 마음은 또 분연히 일어나 싸우지는
못하리라. 무엇이 절박하다는 거지? 떠날
수 있고, 떠나고 싶을 것인데, 둥둥, 그러
지는 않고, 둥, 둥, 집요하고 조용한 부유
가 결빙을 막아 절박감은 오래도록 순탄
히 하강할 수 있고, 발목은 차츰 깊이 박혀
가는 닻. 누워 출렁이는 것들, 일어 날아가
는 것들의 한복판에서. 하필 이처럼 얼지
않는 부동항에서. 얼지 않아서. 자승자박.
[김예령 ]

에디터

국문: 김홍구

영문: 일리 박 소렌슨
디자이너

골절
외부의 충격을 받아 뼈가 부러진 상태. 일
시적인 외력에 의한 외상성 골절, 만성적
인 가압에 의한 피로골절, 병적인 조직 침
해에 의한 병적 골절로 나뉜다. 보통 X선
촬영을 통해 골절 상태를 진단한다. 치료
는 어긋난 뼈를 맞춰 접착시킨 뒤 고정하
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뼈가 피부를 뚫
고 나오는 개방성 골절과 같이 상태가 심
각한 경우엔 수술이 필요하다. 고정에는
주로 ‘깁스’라 일컫는 석고 붕대가 쓰인
다. 성인 기준으로 손가락뼈는 2주, 팔뼈
는 8-12주, 다리뼈는 12-16주, 발가락뼈는
4-6주 정도의 유합 기간이 필요하다.

구토
소화관 내의 내용물을 입 밖으로 뿜어내
는 것. 외부 자극, 대사 이상, 질환 등 원인
은 다양하다. 순간적인 통증과 불쾌감을
동반한다. “생미셸에서 돌아오는 길에 토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잠에 빠지는 질
환. 일상생활 도중에 수면 발작을 일으키

관
시신, 시체, 주검을 넣는 궤. 장례식에서
시신을 관에 넣는 과정을 입관(入棺)이라
한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장소에 있는 기
분이란 어떤 것일까? 눈을 감고 상상해보
자. “관이 열렸다 / 천장이 높은 관이 열렸
어 / 셔츠를 잘 벗어 / 다리 한 짝과 걸어두
었지 / 처음으로 생긴 내 방이야”(김소형,
‹관›, «ㅅㅜㅍ», 문학과지성사, 2015)

Fig. 6

Fig. 7

Fig.8

조현열

14

15

필진

금정연 (서평가)
김예령 (번역가)

루인 (퀴어 연구자)

박진영 (심리학 연구자)

양민영 (그래픽 디자이너, 불도저프레스)
은하선 (칼럼니스트)

이랑 (뮤지션, 영화감독)

Fig. 17

74

한유주 (소설가, 울리포프레스)

Fig. 16

황인찬 (시인)

[Fig. 47] Image of a heart. 2008 (Meul)

14

[Fig. 46] I Love New York, logo. 2009

Fig. 45

Fig. 46

Fig. 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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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Fig. 45] Police arrest a man during the Watts Riots. 1965

Fig. 4

기면증

황효진 (웹진 아이즈 기자)

[Fig. 2] 1970년대 초부터 80년대 말까지 활약했던 미국의 프로 레슬링 스타 앙드레 더 자이언트(André the Giant). 어린 시절 거인병을 앓아 고통을 겪기도 했다.
[Fig. 3] 조너선 그레이 (Jonathan Gray)의 «거인들의 잃어버린 세계(Lost World of the Giants)» 표지. [Fig. 4] 2014년 10월 애플의 CEO 팀 쿡(Tim Cook)은 «포춘(Fortune)» 선정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대외적으로
커밍아웃한 최초의 기업인이 됐다. [Fig. 5] «Der Eigene»는 세계 최초의 게이 잡지다. 독일 베를린에서 1896년부터 1932년까지 발간됐다. 테오도어 레싱(Theodor Lessing), 클라우스 만(Klaus Mann), 토마스 만(Thomas
Mann) 등 다수의 작가와 예술가가 참여했다. «Der Eigene» vol.10, 1924-25.

Fig. 2

금니
치아 보철의 일종으로, 충치 혹은 결손된
치아에 금을 입혀 형태를 보충한 것을 말
한다. 금은 강도가 높고 반응성이 낮아 부
식이 잘 일어나지 않기에 보철에 특히 적
합하다. 과거엔 유일무이했지만 금 대신
비교적 저렴하고 튼튼한 재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거리에 “금니 삽니다”
라는 표지가 심심찮게 보이는 걸로 유추
하건대 때운 금을 도로 떼어 파는 일도 흔
한 듯하다. 그만큼 보장된 가치 덕분에 대
화 도중 슬쩍 빛을 내는 금니가 부의 상징
인 시절이 있었다. 요즘 래퍼들 사이에서
인기인 ‘그릴즈’(grillz)는 입에 무는 금괴
나 다름없다. ‘스웩’(SWAG, 힙합 문화에
서 스스로의 부를 뽐내는 행위를 총칭하
는 말)에는 역시 금니다.

Fig. 18

Fig. 3

귀
청각과 평형감각을 관장하는 기관. 크게
음파를 신경 자극으로 전환하는 수용기,
움직임과 균형에 반응하는 수용기로 나누
어진다. 소리와 균형에 관련된 자극들은
안뜰달팽이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그
정보가 해석된다. 귀는 바깥귀(외이), 가
운데귀(중이), 속귀(내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바깥귀와 가운데귀는 청각을
관장하는 수용기이다. 더 깊숙한 쪽에 자
리한 속귀에는 소리를 직접 느끼는 달팽
이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관 등
이 있다. 이들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난청
이나 현기증, 어지러움 등의 평형 장애 및
심각한 정보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Fig. 18] The Flatterers by Pieter Brueghel the Younger. 1592

은 ‘몸과 타이포그래피’라는 테마의 추상성을 개념화·

김광철, 이마빈

혈구 세포를 생성하는 조직으로, 황색 골
수와 적색 골수로 이루어져 있다. 적색 골
수는 조혈 조직을 포함아여 혈구를 생산하
고, 황색 골수는 지방 세포를 포함하여 양
분을 저장한다. 태아 때부터 평생 피를 만
드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성인의
경우 몇몇 뼈를 제외하고는 적색 골수가 거
의 황색 골수로 대체되어 있다. 백혈병 환
자의 경우 골수 이식 수술을 받기도 한다.

[Fig. 17] A Colorado Tragedy by John A. Randolph. 1847

언어적으로 탐구하는 실험적 사전 프로젝트 ‘몸 사전’

골수

했다. 토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일도 없
다. 토한다는 건 몸이 부댓자루 뒤집히듯
뒤집어지는 것이다. 살가죽을 뒤집는 것
이다. 그것도 마구 흔들어대면서. 살가죽
을 뜯어내면서. 저항해봤자 뒤집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안이 밖으로 나온다. 비올
레트 아줌마가 토끼 가죽을 벗길 때와 아
주 똑같다. 살가죽의 이면(裏面). 그게 바
로 구토다. 토한다는 건 창피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이 화나는 일이다.”(다니엘 페
나크, «몸의 일기», 조현실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5)

Heart
The heart symbolizes the center of life,
the soul, the inner sanctum of personality, emotions, empathy, love,
faith and courage, happiness and sorrow. The heart is often placed in opposition to the mind, which is seen as
the seat of reason and sense (thus the
heart is perceived as warm, while the
mind is cold, e.g. ‘cold reasoning’).
The Aztecs sacrificed human hearts
on top of huge pyramids as a tribute
to the power of the sun. In Christianity, Jahve tells Samuel that humans
look upon what is in front of their
eyes, while God sees the heart (First
Book of Samuel 16:7). The heart is
probably the most common symbol
of love (often lovers cut the contours
of a heart — sometimes penetrated by an arrow — into the bark of
a tree, which may lead to the tree
dying: just one example demonstrating that love is lethal). Valentine’s
day, 14. February, is global capitalism’s official day for love — upon
which you’re supposed to give heartshaped gifts and letters to loved ones
(albeit not to the mistress or the
neighbor’s wife). According to the
rule of global capitalism, these tokens
cannot be home-made, they have to
be bought.
Hipster
‘The times they are a changin’; fashion changes, new phenomena constantly emerge, old ones disappear.
Mastering change better than most is
the figure of the hipster. The logic of
the hipster is irony — hence, no one
really wants to be labelled as a hipster (but whose recognizable characteristics — in case you want to label
the hipster anyway — include beard,
wearing sunglasses inside the house,
barefoot, bowtie, macbook at café,
sweater, blogs about organic farming
in the Andes Mountains, pipe smoking etc.). The hipster is the one who
stands out to be different, individual,
and hence to be ‘in’: in the hip community (if not, if you look average,
ordinary, you’re not welcome in this
community). In Life of Brian, Brian

[Fig. 16] Diana, Princess of Wales at the International Leonardo Prize. 1995

타이포잔치 2017의 주제인 ‘몸과 타이포그래피’를

프로젝트 기획

고갯짓
목 위, 특히 턱을 가로젓거나 끄덕이는 행
위. 특정 방향을 가리키거나 의사를 전달
할 수 있다. 간혹, 졸음이 밀려오는 때와
같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고갯짓을 한다.

[Fig. 6] 1950년대 활약했던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 (Sophia Loren). 그는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Fig. 7] 비행 중 흔들림으로 구토가 유발될 때 사용하는 멀미 봉지 (Airsickness Bag).
토사물을 담는 용도. Ansett New Zealand 항공사. [Fig. 8] 그릴즈(Grillz)는 힙합 뮤지션 넬리(Nelly)가 유행시킨 일종의 치아 보철물이다. 순금 또는 보석으로 만들어져 치아에 탈부착할 수 있다.

2-4. 사전 실험 프로젝트

enigmatically talks about the ‘dream
bird’ of experience in pre-capitalist
society. It refers to a forgotten dimension of boredom, a kind of positive
emptiness, an experience of radical
openness — as we occasionally see
when children play alone, without
parental supervision; the idle, curious, purposeless activity of loitering
around,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and, while waiting, discovering a different trace that takes the
child to an unknown destination.
Bulimia
Bulimia Nervosa is an eating disorder
that typically involves people eating
vast amounts of food after which they
try to get rid of it, either by vomiting or by taking laxatives. It is often
seen as a mental disorder of some
kind, e.g. depression or extreme selfhatred. Bulimia thus refers to an unbalanced body, and it is a condition
that the author Susan Bordo uses as
a metaphor to describe western society as a whole. In western society, we
try at one and the same time to discipline and maximize the potential
of our bodies, and enjoy, consume
and spend as much as possible. It is
frowned upon to enjoy too much (e.g.
alcohol, sex, tobacco, holiday), but
it is also frowned upon if you can’t
show that you’ve had a terrific weekend or holiday. It is difficult to find
the right balance: we constantly feel
guilty either because we enjoy too
much, or because we enjoy too little.
In particular, we feel guilty during
the great transitional periods of our
lives — when we have to discover a
new balance in life: the teenage years,
the new adult life, the midlife-crisis,
retirement. At every turn of life, we
need to restore the balance of enjoyment and discipline.

approximately two months. Most recent stories of cannibalism involve
people trapped somewhere without
food. For example, the famous flight
crash in the Andes mountains in
1972, during which members of a
rugby team survived by eating their
dead team mates. Something similar
happened to the Donner group in
Sierra Nevada in 1846-7, also known
as ‘The Donner Party’. In 1874, the
American gold digger Alfred Packer
and others were caught by the snow in
the San Juan mountains, and became
the sole survivor after having eaten
his fellow travelers, who happened to
be democrats. Afterwards, the story
goes that the judge sentenced Packer
to death by hanging — with the following words: “Stand up yah voracious man-eatin’ sonofabitch and receive
75yir sentence. When yah came to
Hinsdale County, there was siven
Dimmycrats. But you, yah et five of
‘em, goddam yah. I sintince yah t’ be
hanged by th’ neck ontil yer dead,
dead, dead, as a warnin’ ag’in reducin’ th’ Dimmycrats populayshun of
this county. Packer, you Republican
cannibal, I would sintince ya ta hell
but the statutes forbid it” [sic].
However, Packer got away with
twenty years of prison. When he
came out, many years later, he published his memoirs from the San
Juan mountains, and signed books
with food recipes. It should also be
mentioned that Packer died as peaceful vegetarian — either because his
cannibal experience had given him
an aversion for meat in general, or
simply because he felt animal meat
wasn’t as tasty as human flesh.
Carnivalesque Bodies

In the medieval age, carnival was a
celebratory event, during which the
lower class — the oppressed and poor
— was able to behave and express itself in transgressive ways otherwise
Most factual stories of cannibals renot permitted. The idea of carnival
late to an early stage in human beoriginally referred to a community
ing’s history of survival. A human
of absolute freedom and happiness
across the social boundaries. It repbeing weighing 55 kilos provides ca.
tells a crowd that “you are all 32
indiHomely
Bodies
resented an almost orgasiastic celkilos edible meat, which allegedly
viduals!” The crowd answers would
back: enable a person to survive for
ebration of liberation, a tribute to the
“Yes, we are all individuals!” And
According to Karl Marx, history is esone person shouts: “I’m not.” This
sentially the succession of socio-ecois the hipster. The hipster is always a
nomic formations of property relalittle bit more sly when it comes to extions. To Marx, the rise of capitalism
press identity and individuality than
began around the end of the fifteenth
the rest of us. If you’re good at it, you
century, when feudal production sysmight even end up winning the Nobel
tems had largely broken down and
Prize in Literature — as happened to
replaced by what Marx calls ‘petty
the über-hipster Bob Dylan in 2016.
industry’, and which in turn would
The problem is, however, that there
be replaced by more rationalized
are too many Bob Dylan-look-alikes:
modes of production, as these were
that is, it is too easy to copy hipster
developed up through the 18th and
style. Hence, today the ultimate form
19th century. Human identity itself
of hipsterism would be average look:
undergoes a process of rationalizato be normal, to look and talk as nortion, Marx argues; the title-less man,
mal as possible, to not look fashionforced to work for money, and hence
able at all. Beware: this is the hipsters
reduced to an identity as a worker,
trying to make the rest of us follow
“is at home when he is not working,
them — so that they can return to
and in his work feels outside himself.
their ironic hipster identity and claim
He is at home when he is not working,
it for themselves again.
and when he is working he is not at
home.” The implication, Marx ominously observes, is that “the external
Holocaust Victims
character of labor for the worker apIn 1942, the Nazi regime decided
pears in the fact that it is not his own,
to build extermination camps in an
but someone’s else’s, that it does not
belong to him, that in it he belongs,
attempt to eliminate the European
Jews; it was called, euphemistically,
not to himself, but to another.” But
not even when the worker is at home,
“the final solution.” Auschwitz (1942
-45) was the largest of the Nazi
when he is not working, can he fully
concentration camps. About 1.3 milenjoy the privileges of a home: “The
lion people died in Auschwitz. The
savage in his cave — a natural element which freely offers itself for his
majority were gassed; the rest died
from disease, cold, hunger, fatigue,
use and protection – feels himself no
more a stranger, or rather feels himmedical experiments, bad luck, random violence. Auschwitz was liberatself to be just as much at home as a
ed on 27 January, 1945 by the Soviet
fish in water. But the cellar-dwelling
of the poor man [i.e. the worker] is a
army. There were rumors of the horrors of Auschwitz already in 1942.
hostile dwelling … which he cannot
Yet, there was no action by the interlook upon as his own home where
national community. “The world was
he might at last exclaim, ‘Here I am
silent,” as Elie Wiesel — a Holocaust
at home’, but where instead he finds
survivor and Nobel laureate — obhimself in someone else’s house, in the
house of a stranger who daily lies in
served. In the years following the
wait for him and throws him out if he
Second World War, holocaust testimonies gradually began to emerge.
does not pay his rent. Similarly, he is
Today we have Holocaust museums,
also aware of the contrast in quality
memorials, libraries, movies, docubetween his dwelling and a human
mentaries — even deniers. In 1979,
dwelling — a residence in that other
UNESCO made Auschwitz an official
world, the heaven of wealth.”
site of world heritage. Since 1979,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Horrified Bodies
been silent on numerous occasions:
Cambodia, Rwanda, Ex-Yugoslavia,
In the essay Beyond the Pleasure PrinDarfur etc.
ciple, Sigmund Freud wonders why

32

Cannib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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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in all its imperfections and delirious forms, its desire and physicality, for example laughter. About the
latter, Mikhail Bakhtin writes: “it liberates from the fear that developed in
man during thousands of years; fear
of the sacred, of prohibitions, of the
past, of power.” Aspects repressed in
everyday life came to the surface during the carnival as a utopian, emancipatory force representing new and
alternative ways of living; conventions were broken, norms and limits
transgressed, authorities parodied,
while the people succumbed to orgies
of indecency. However, to the ruling
class the event of carnival offered a
convenient opportunity to neutralize
or defuse revolutionary tendencies by
giving people a few days of relief from
the tensions and injustices experiences in their daily lives; the brutality,
the fear, the poverty of the medieval
world. In today’s capitalist societies,
the carnivalesque has taken on an almost routine function; the ritualistic
drinking parties at the end of a hard
week, during which the boss is ridiculed — only to reappear as a fearful
authority Monday morning at work.
In a genuine revolutionary transformation, the king is not mocked but
beheaded.
Clothes
Clothes, along with jewelry, paint,
tattoos and perfume, are part of the
symbolic codes through which the
body expresses itself. In some cases,
clothes are used to cover the body
(e.g. to keep warm), or cover certain
parts of the body (e.g. to hide tattoos, private parts), or to accentuate, support or embellish body parts.
It may also be used to send certain
masculine or feminine signals. Far
from being neutral, clothes always tell
something about the person — for example taste, status, class, culture, age
and gender roles. The dress code is to
some extent determined by practical
aspects, e.g. climate. A few years ago,
a German magazine dressed homeless people like rich and success-fulindividuals, and the latter as homeless people, after which it was in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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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진/영상 프로젝트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에서 진행된 모든 행사와 워크숍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2017년도 타이포잔치와 이어질 다음 타이포잔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함. 또한, 워크숍, 세미나/톡 본행사 시작 전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한 티저영상과 본행사에 쓰인 홍보영상을 제작함.
사진/영상 프로젝트 역시 하나의 독립된 기록으로 참여 작가의 한
사람으로 역할하게 함.

사진: 이재용, 박민근, 이우재
영상기록: 정문기
티저영상: 정희연

본행사 홍보영상: 이재용

본행사 홍보영상

사진 기록

티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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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식 제작물

3-1. 공식 제작물

2016 홍보물

포스터 (594x841mm)

① 제작개요

디자이너

디자인 도움
인쇄물류

② 인쇄물류

이동영, 김한솔

최소현

포스터

A1 (594x841mm)

1,000부

프로그램북

A5 (148x210mm)

300부, 중철

발송용 초대장
수첩

배너류

A5 (148x210mm)
A5 (148x210mm)

현수막배너1

5,130x5,400mm

현수막배너3

3,650x2,300mm

현수막배너2
가로등배너

2,500x9,200mm

700부, 합지
300부, 미싱제본
1개 (귀빈실 앞)

1개 (귀빈예비실 앞)
1개 (RTO 외벽)

600x1,800mm

3종 (배너1: 8개 / 배너2: 4개 / 배너3: 4개)

웹배너

다수

7종 (문화역서울284 메인배너, 문화역서울284 서브

웹용 초대장

264x782px

온라인류

네이버 후원배너
기타 홍보물류
캔버스백
뱃지

연필세트
실내사인물
목걸이명찰

300x100px

96x123mm

58mm

배너, 문화역서울284 팝업배너, KCDF 홈페이지,
진흥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배포시기: 2016. 09. 19 (월)

기간: 2016. 09. 25 (일)-2016. 10. 09 (일)

위치: 네이버 PC메인 우하단 영역 고정

3종 / 아이보리, 회색 각 200개, 검은색 (VIP용) 50개
3종 / 각 200개

연필 (175x7.2mm) 300세트

연필통 (207x21mm)
다수
다수

전시장 내·외부

VIP, 감독, 스태프, 리더, 모더레이터, 학생, 프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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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식 제작물

3-1. 공식 제작물

발송용 초대장 (148x210mm)

프로그램 북 (148x210mm)

② 인쇄물류

② 인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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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식 제작물
③ 배너류

현수막 배너 1, 2, 3

① 귀빈실 앞

② 귀빈예비실 앞

① 귀빈실 앞: 5,130x 5,400(mm)

③ RTO 외벽

② 귀빈예비실 앞: 2,500x9,200(mm)
③ RTO 외벽: 3,650x2,300(mm)
(왼쪽부터)

The 5th Typojanchi Pre-Biennale SAISAI 2016-2017

50 – 51

3-1. 공식 제작물

3-1. 공식 제작물

가로등 배너

웹 배너 / 7종

③ 배너류

④ 온라인류

문화역서울284 웹 메인배너

문화역서울284 웹 서브배너

5회 타이포잔치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
일시. 2016년 10 월 3일(월)-9일(목)

장소 . 문화역서울 284
주제 . 몸과 타이포그래피

행사. 워크숍 /오픈 스튜디오/ 세미나/ 톡

서울역 광장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문화역서울284 웹 팝업배너

5회 타이포잔치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

블로그

Body and Typography
Workshop / Open Studio / Seminar / Talk

5회 타이포잔치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

2016년 10월 3일(월)‒9일(목)
문화역서울 284

트위터

5회 타이포잔치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
일시. 2016년 10월 3일-9일
장소. 문화역서울 284
주제. 몸과 타이포그래피
행사. 워크숍 / 오픈 스튜디오 / 세미나 / 톡

몸과 타이포그래피
워크숍 / 오픈 스튜디오 / 세미나 / 톡

KCDF 웹
5회 타이포잔치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
일시. 2016년 10월 3일(월)-9일(목)
장소. 문화역서울 284

주제. 몸과 타이포그래피
행사. 워크숍 / 오픈 스튜디오 / 세미나 / 톡

페이스북
5회 타이포잔치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
일시. 2016년 10월 3일-9일
장소. 문화역서울 284
주제. 몸과 타이포그래피
행사. 워크숍 / 오픈 스튜디오 / 세미나 / 톡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가로등 배너 3종: 각 600x 1,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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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식 제작물

3-1. 공식 제작물

네이버 배너

웹 초대장

④ 온라인류

④ 온라인류

Typojanchi
Pre-Biennale
2016-2017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

Pre-Biennale SAISAI 2016–2017

10월 3일 (월)–10월 9일 (일)

October 3 Monday–October 9 Sunday

Workshop / Open Studio / Seminar / Talk

워크숍 / 오픈스튜디오 / 세미나 / 톡
Typojanchi
Pre-Biennale
2016-2017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2017

Pre-Biennale SAISAI 2016–2017

워크숍 / 오픈스튜디오 / 세미나 / 톡

Workshop / Open Studio / Seminar / Talk

문화역서울 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Workshop Orientation

워크숍

Workshop

10:00–18:00

10:00 –18:00

오픈 스튜디오 / 세미나 / 톡

Open Studio / Seminar / Talk

10:00–18:00

10:00 –18:00

10월 3일 (월)–10월 9일 (일)

10월 3일 (월) 10:00–13:00
10월 4일 (화)–10월 6일 (목)

10월 8일 (토)

참가자 모집 기간

9월 1일 (목)–9월 18일 (일)
10월 8일 예정된 세미나, 톡 그리고 파티에 귀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회 타이포잔치: 2017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이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가 공동주관
하는 타이포잔치의 사전 행사로서 타이포잔치 사이사이는 이번

타이포잔치의 주제인 ‘몸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이사이 행사는 4일 동안의

워크숍과 워크숍의 다양한 실험적 시도와 결과를 공유하는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톡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내외에서 모인 워크숍 리더, 워크숍

참가자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학생이 함께 ‘몸’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각자의 다양한 관점을 서로 교환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자를 소재로 한 세계 유일의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그 다섯번째

실험의 장을 준비하는 ‘사이사이 2016–2017’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총감독
안병학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후원. 네이버, 두성종이, 스몰하우스빅도어, 프로파간다, 팩토리

October 3 Monday–October 9 Sunday

October 3 Monday 10:00–13:00
October 4 Tuesday–October 6 Thursday

October 8 Saturday

Application deadline

September 1 Thursday –September 18 Sunday
We a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n the upcoming
seminar, talk, and party on October 8.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Workshop Orientation

워크숍

Workshop

10:00–18:00

10:00–18:00

October 3 Monday 10:00–13:00

10월 3일 (월) 10:00–13:00

October 4 Tuesday–October 6 Thursday

10월 4일 (화)–10월 6일 (목)
오픈 스튜디오 / 세미나 / 톡

Open Studio / Seminar / Talk

10:00–18:00

10:00–18:00

As a Pre-Biennale of the 5th Typojanchi: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SAISAI 2016 –2017’ will be opened on October 3 to 9
at the Culture Station Seoul 284 (Former Seoul Station). The

SAISAI 2016-2017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jointly organized by the KCD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nd the KST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will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 and meaning within the

October 8 Saturday

10월 8일 (토)

theme of ‘Body and Typography’. The event is arranged in 4 days

workshops, open studio, seminar and talk. For the events, we will
invite not merely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also
different hierarchy people such as student, designer, professor,
and so on. Therefore, Workshop / Open Studio / Seminar / Talk
will be an inspiring place where designers can share ideas and
stimulate each other. We humbly invite you to take part in this
important event.
Director

Ahn Byung-hak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d by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Supported by Naver, Doosung Paper, Small house Big Door,
Propaganda, Pactory

264x782px

Culture Station Seoul 284

문화역서울 284

참가자 모집 기간

Application deadline

10월 8일 예정된 세미나, 톡 그리고 파티에 귀빈 여러분들의

We a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n the upcoming

5회 타이포잔치: 2017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As a Pre-Biennale of the 5th Typojanchi: International Typography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at the Culture Station Seoul 284 (Former Seoul Station). The

September 1 Thursday– September 18 Sunday

9월 1일 (목)–9월 18일 (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이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가 공동주관
하는 타이포잔치의 사전 행사로서 타이포잔치 사이사이는 이번

타이포잔치의 주제인 ‘몸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이사이 행사는 4일 동안의

워크숍과 워크숍의 다양한 실험적 시도와 결과를 공유하는 오픈스튜디오,
세미나, 톡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내외에서 모인 워크숍 리더, 워크숍
참가자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학생이 함께 ‘몸’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각자의 다양한 관점을 서로 교환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자를 소재로 한 세계 유일의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그 다섯번째

실험의 장을 준비하는 ‘사이사이 2016–2017’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총감독

Biennale, ‘SAISAI 2016 –2017’ will be opened on October 3 to 9

SAISAI 2016-2017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jointly organized by the KCD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nd the KST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will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 and meaning within the

theme of ‘Body and Typography’. The event is arranged in 4 days

workshops, open studio, seminar and talk. For the events, we will
invite not merely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also
different hierarchy people such as student, designer, professor,
and so on. Therefore, Workshop / Open Studio / Seminar / Talk

will be an inspiring place where designers can share ideas and
stimulate each other. We humbly invite you to take part in this
important event.

안병학

Director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후원. 네이버, 두성종이, 스몰하우스빅도어, 프로파간다, 팩토리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Ahn Byung-hak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5회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The 5th Typojanchi Pre-Biennale SAISAI 2016-2017

seminar, talk, and party on October 8.

Organized by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Supported by Naver, Doosung Paper, Small house Big Door,
Propaganda, P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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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백 3종

실물 사진

⑤ 기타 홍보물류

수첩(148x210mm)

⑤ 기타 홍보물류

연필세트

The 5th Typojanchi
Pre-Biennale SAISAI 2016 2017

뱃지 3종

The 5th Typojanchi Pre-Biennale SAISAI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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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홍보활동

3-2. 홍보활동

1) 온라인 신문기사 (총 8건 게재)

2) 온라인 채널 운영

① 온라인 채널

No
1
2
3
4
5
6
7
8

① 온라인 채널

헤드라인

“몸으로 풀어가는 글자 이야기...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 개최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 개최 세계 유일 문자 주제의
국제 행사,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개최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 개최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몸으로 해석되는 문자·언어 가치
‘몸’으로 풀어가는 글자 이야기, 국제행사 3일부터

세계유일 문자 주제의 국제행사,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

‘몸’으로 풀어가는 글자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가보자’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 개최

예술이 된 문자…한국의 서예부터 현대 타이포그래피까지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

매체
뉴스탭
글로벌

기자

뉴스탭
취재팀

날짜
09.29

이길희

09.29

김종삼

09.29

베리타스알파 김경화

09.30

뉴스통신
아트뉴스
뉴시스

박현주

안선정

09.30

머니투데이

김지훈

10.03

김도영

목적
콘텐츠
구성

세부 내용

2016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 KCDF 온라인 채널 및 SNS를 활용해
행사 관련 콘텐츠 기획 및 소식 전달

• 사전 :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워크숍 참여 안내 및 개최 공지

• 현장 :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워크숍, 세미나/톡 현장 소개 및 해외 연사 인터뷰 진행
• 사후 :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관련 기획기사 게재

09.30

독서신문
교통방송

개요

10.05

가. 블로그

• KCDF 블로그 내 행사 개최 고지, 행사 현장 취재, 유관기사 공유

• 콘텐츠 게재 리스트 (총 5개)
일시
2016. 10. 4
2016. 10. 5

콘텐츠명 (URL)

[타이포 비엔날레] “몸”으로 풀어가는 글자 이야기,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
개최

[타이포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워크숍 및 해외 연사 소개사이사이 워크숍
및 해외 연사 소개

2016. 10. 6 (KCDF 뉴스레터 270호)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2016 개최

2016. 10.14 [KCDF온라인기자단]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오픈스튜디오
2016. 10.14 [타이포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사이사이 오픈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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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홍보활동
① 온라인 채널
나. 페이스북

• 타이포잔치 공식 페이스북 계정 (https://www.facebook.com/typojanchi)을 통해

사이사이 관련 정보 및 사진 게재

3) 웹사이트 배너 홍보
가. KCDF 홈페이지

• 콘텐츠 게재 (총 45개) 및 좋아요 반응 유도
• 행사 관계자, 준비 과정 및 결과물 등 공유

타이포잔치 공식 페이스북 계정 (https://www.facebook.com/typojanchi)

나. 문화역서울284 홈페이지

2) 포털 사이트 온라인 배너 노출

네이버 메인 페이지 배너 노출(후원)

네이버 디자인판

The 5th Typojanchi Pre-Biennale SAISAI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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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홍보활동
② 월간지 게재

월간 디자인 11월호 (박은영 기자): 한셔 반 할렘과 채병록, 스튜디오 모니커, 허민재 인터뷰와 현장 스케치 내용

월간 CA (이주연 기자): 안병학 총감독, 테드 데이비스 인터뷰와 현장스케치 내용

The 5th Typojanchi Pre-Biennale SAISAI 2016-2017

월간 CA 내지

62 – 63

워크숍 결과물

행사 사진 아카이브

녹취록

부록

워크숍3 진행 연사

로엘 우터스

조영호

전도희

이진주

조진구

김정활

이마빈

박연주

이재용

허민재

채병록

권민호

질문자5

질문자4

질문자3

질문자2

질문자1

출판

출판

사진

워크숍3 공동 진행

워크숍2 공동 진행

워크숍1 공동 진행

워크숍2 진행 연사

워크숍1 진행 연사
한셔 반 할렘

데드 데이비스

총감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안병학

최정철

위원장,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

안상수

표현하거나 자신의 일상과는 반대되는 일을

생각합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또 다른 이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글자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더

자산입니다. 이번 타이포잔치 행사에서 바로 이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떠한

카운트다운’을 하기 위한 그리드를 바닥에 만들고

작업에 있어 기술적인 부분 뿐 아니라 인간적인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컴퓨터보다 몸을 직접

재미있었습니다.

두 가지 색상을 활용했으며 각 색상의 레이어를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고

재미있는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용, 실험했던 내용, 실패했던 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쁘지 않았던

구성된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디오나 미디어, 그리고 소리조차도 0과 1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겉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0과 1로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가 바라보는 이미지는

더 나아가 저는 텍스트를 면에 넣어보면 어떤

많이 활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 다른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글자를 타이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이미지

합니다. 저는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집중하며 발견했던 몇 가지 상황들을 언급하려

아날로그 이미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논문 작업을 진행하며 디지털 이미지가 무엇인지,

제가 바젤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화면의 오류들 속에서

실제로 저는 지난 며칠간 서울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랙션을 진행할 때 오류, 실수로부터

우선 오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작업을 주로 해왔는지 얘기드리겠습니다.

테드 저는 테드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 01. 테드 데이비스>

마무리되었습니다.

30초의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워크숍이

이펙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을

영상에 색을 더하고 디제잉을 하는 듯한

특별한 특성을 부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마지막 날은 시스템 앞에서 자세를 취하며

출판되었습니다. 오픈스튜디오에서 스케치했던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만들어 컬러를 겹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중간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업은

저희 워크숍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개념적으로
리소 프린트는 스크린 프린트와 포토 프린트의

우리의 몸도 온종일 바쁘게 일한 것입니다.

사고와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졌습니다. 물체의 몸에 대해 연구했지만 실은

어떤 지시를 순차적으로 내리는 과정을 통해
경험해주어 감사했습니다. 이런 작업이 밤늦도록

있음에도 참가자들이 용감하게 여러 실수를 함께

‘카운트다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해 패턴들을 만들었는데, 이 경우
아름답지 않은 형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사실 디자이너로서

그것에 맞추어 활동해보도록 했습니다. ‘살아있는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이것이 예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특정한 지시를 주고

사람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워크숍은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그 속에

활동할 수 있는 환경들을 디자인했습니다.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즐겁게

모니커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나는 접점에

있을 것입니다.

것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변해가는 예를 볼 수

예술적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탐색해보려 합니다.

문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연계되어 공존하며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자세를 취해보기도

멈춰 저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문화적

드러내는 중요한 자산이며 특히 한국인들에게

보이면 다른 한 명이 프로그램을 작동하면서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자는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소통의 장이

워크숍을 진행했고, 한 명이 다양한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명이 한 그룹을 이루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활동들과 그 한계점들을

몸으로 표현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시각을 그리고, 또는 그 시각을 제한함으로써

타이포그래피’를 토대로 다양한 우리의

최정철 내년 본전시의 주제 ‘몸과

떠오르는 자세를 취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성격을

사용했습니다.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시작으로

가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소 혼란스러워했지만,

현미경을 꼈다고 상상하며 근접해 바라보도록

대해 생각했는데, 각자 준비한 10개의 물건을

워크숍에서는 인간의 몸이 아닌 물체의 몸에

실수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노력하므로 이번 워크숍에서도 참가자들이 많은

평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좋은 작업을 해내고자

활동하며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셔 저는 암스테르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톡

세미나

나타내는 ‘키넥트’라는 특별한 도구를

테드 워크숍에서 몸의 움직임을 점으로

<워크숍 설명>

크리스마스라면 바로 오늘이 이브 아닐까요? 여러

더 즐겁고 기대되는 날입니다. 내년 본전시가

오픈스튜디오

안상수 크리스마스보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인사말>

녹취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 풍경을 바라볼

중 키넥트가 사람의 몸을 인식해 그것을 점들의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변화하기 쉽고 깨지기
유도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손을 올리거나

장점은 실루엣을 단독으로 아래에 나타내 준다는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녹화해보자는 발상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들고 이는 글자가 되었는데, 이를 거꾸로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타이포잔치에 초청받고 2011년 키넥트를 이용해
되었습니다. 몸이 만드는 점들을 글자의 포인트와

핸드 크래프트’라 부르고 싶습니다. 글자의

만듭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형태로도 기하학적인

아름다운지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때로 이것을
수도 있지만 100번, 150번, 200번으로 그 횟수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몇 년간 많은

제가 초반에 혼란스러운 스케치를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글자를 한 획에 그릴

통해 글자마다 각각 다른 모양을 나타내고

위한 영감을 줍니다.

작업에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 시도와 실패를 경험했고, 이런 시도가 전부

디테일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옵션으로 테스트를 하고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

실험하다 나오게 된 작업입니다. 다양한 드로잉을

순수하게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지금 보시는 것은 디자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받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컴퓨터 안으로 직접 손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것입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무엇이 더
펜을 2003년 누군가 저에게 소개해주었는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흔한 디지털 드로잉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는지 보여주는

기록하여 빠르게 돌린 것으로, 하나의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의뢰받은 작업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형태로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실험한 것들을

컴퓨터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무서운 기계라는

스쿨에 들어갔을 때는 컴퓨터 사용법을 몰라서

과정을 통해 디자인을 합니다. 맨 처음 아트

시행착오를 가능한 많이 겪으려 노력하고 그

했습니다. 워크숍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평소에

덧입히면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문자가 되도록
실험했던 것들을 포스터 디자인에 적용하기도

파일로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양을 아웃라인으로 두고 그 위에 계속 그림을

심심풀이로 낙서와 스케치를 했고 이것들을 따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디지털
벌었습니다. 때때로 지루해지는 순간에는

년간 주로 책 디자이너로 일하며 생활비를

세밀한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얻어집니다. 사실 이 작업은 머리카락처럼 굉장히

전부 정해진 의도 바깥에서 실험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은

늘려가며 이미지를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석하면 글자에 몸의 움직임이 내포되어

우리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의 언어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몇

진행하는 한 주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한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숍을

<세미나 02. 한셔 반 할렘>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생각나 이를 접목하게

점들과 매핑하면서 일종의 놀이를 해봤는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류의 과정들을

센서를 접했을 때 몸이 만들어내는 뼈의 구조를

같이 이야기 나누며 고민합니다. (…) 맨 처음

발생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것조차 좋은 오류

한글이 원했던 방식으로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한글 자판과 영어 자판이 차이가 있다 보니

것, 글자를 통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기까지

인터랙션과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타이포그래피와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리고

코딩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가르치며 이것을

바젤의 많은 학생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새로운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키넥트의

선택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타이포그래피, 인터랙션 디자인 중에서

시작점을 참고 삼아 몸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내리는 등 시작점을 잡고 나면 키넥트가 첫

해보겠습니다. 바젤의 1학년 학생들은 이미지,

글자로 넘어가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가자들이 자신의 움직임에 글자를 입히도록

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있으며 이를 배운 학생들에게서는 흥미로운

구조로 표현합니다. 이 툴을 워크숍에 적용하여

글자와 매핑하기 위해 프로세싱하고, 이 과정

쉽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구조가 있다는 것을 생각게 만드는 역할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제 방식대로의 수정된

프로그래밍이 필요했습니다. 신체의 정보들을

이처럼 ‘금이 간다’라는 것은 그 안에 데이터라는

‘아, 여기에 창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만드는 오픈소스를 이용했습니다.

점들을 폰트로 만들고 또 폰트를 다시 점들로

연결해서 매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망각합니다. 하지만 창문에 금이 간 것을 본다면

때 이것이 창문을 통한 것이라는 점을 쉽게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막상 작업을 끝내니 레이저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지 실험하고 있고, 시간은

작업을 파일로 입력했을 때 이 펜은 이것을

기계가 파일을 따라 드로잉합니다. 제가 했던

AXIDRAW라고 부릅니다. 파일을 입력하면

마지막으로 이것은 로보트 펜 같은 기계인데

작업이었습니다.

되고, 단어들이 모여 하나의 시를 구성하는

보면 글자로 인식되지 않지만 멀리서 보면 단어가

350m 가량의 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가까이서

싶다는 의뢰를 받았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

사실이 매력적입니다. 거리에 시를 전시하고

추상이지만 멀리서는 하나의 글자로 보인다는

가까이에서 보면 디테일한 선으로 이루어진

따라 가독성이 변한다는 사실에 재미를 느낍니다.

요즘 저는 글자의 가독성, 보는 사람의 위치에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리소 프린트는 스크린 프린트와 복사기의

경우 리소 프린팅 기계를 주로 사용합니다.

프린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포물의

프로젝트에서 다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크린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거절했던 사례들을 개인

스케치로 시작해 결과적으로는 책 디자인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것들을 만들며 생겨난 부산물을 모아 출판한

재미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실제로 인터랙션을 진행한 순간들도

며칠간 매우 즐거웠습니다. 오픈스튜디오에서

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학생마다 개별의 생각을 더하며 작업을 진행하는

있었지만 실제로 워크숍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우려가

디지털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디지털과

있어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상이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협소해지며 조금씩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해결책을 통해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마치 아이를 키우는 듯한 시간과 노력이

등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주파수의 지속적인

값으로 변화시키고, 이미지나 타이포그래피

규칙을 통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좀 더 쉽습니다.

이미지를 소리로 변환하는 것보다는 그 반대가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사람들은 자신의 커서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등에서 추출한 값들이 여러 가지에 연결되어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볼륨, 주파수

파동을 멈추어 소리의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프로젝트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한 모든

초대를 위한 <Puff Up Club>이라는 캠페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전시회

진행해 온 프로젝트들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과정에서는 소리가 서로 겹치면서 확대되는

소리가 가진 다양한 주파수를 다룹니다. 이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합니다. 저는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의지에 주목합니다만, 사실

종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테드 소리에 따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궁금합니다.
결과물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디지털 변환을 통해 진동을 이미지로 바꾸는

작업에서 어떤 가능성이나 한계를 보고 있는지
참여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가변성

새겨졌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사람들을 디자인 과정에

이재용 테드의 작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이포잔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리를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인상깊게 봤는데,

했다는 점입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인원을 충족시켜야 다음 풍선이 터지도록

필요했습니다. 이 캠페인 설계의 핵심은 점점 더

안병학 지금부터 패널분들과 함께 ‘몸과

<톡/Talk>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디자인을 의뢰받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희생자들의 존재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글자가 실제 광장의 바닥에

진행된 8개월 동안 약 6만 개의 돌들이 놓였고

점을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역시 앞선 경우와 동일하게 고정된

이름을 완성시키는 형식를 취했습니다. 이

교체하고 크기의 변화를 시시각각 체크해야했기

참여자들이 직접 화면에 점을 찍어 희생자의

그래서 기념비 제작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오르도록 설치했는데, 풍선이 터질 때마다 이를

스튜디오에 일정 카운트마다 풍선이 부풀어

그대로 따라합니다.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그립니다. 리더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광장에서 폭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그들은 전사자로

4명이 10초마다 돌아가며 리더가 되어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리더의 그림을 따라

다음은 암스테르담 광장에서 진행한

작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틀 뒤, 이

만들어갑니다. 다음은 <미러링> 프로젝트입니다.

작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규칙을 통해 세계를

상호작용하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모습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디자이너는 모든 개별

않고 자신의 선을 이어나가는 것이 주된

그 반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형태를 만들어 냈고, 소문자가 대문자가 되거나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한계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은 선을 넘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4개의 긴 선>

사람이 제시한 규칙에 따라 이미지를 만드는

바닥에 내려 놓는데, 가독 가능했던 알파벳

가지 색연필을 가지고 정해진 좌석에 앉아 한

앉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스티커를

암스테르담, 상파울로 등 여러 도시에서

작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샌프란시스코,

시작된 프로젝트로 타이포그래피에 관련된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책을 재료로 다양한 학교에서 강연을 했고 제법

진행되었을 때 이것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전개됩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20개 정도

과정에서 실수를 통해 예상 밖의 상황들이

저희는 매주 화요일에 루나가 디자인한 식탁에

디자이너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바랐습니다.

저희는 그간 희생자들을 위해 일해오신 분들이

점이 재미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대신해 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작업들을 좋아합니다. 또한 작업을 하는 데

노력했는데, 2016년이 되니 반대로 컴퓨터가

손으로 작업한 듯한 디지털 작업을 하기 위해

저희는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능동적인

아날로그가 교차되는 지점에 흥미를 느낍니다.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2003년의 저는

프린터는 사용할 수 없는 소재들을 이용할 수

암스테르담에 설립했습니다. 저희 모두 수작업과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일반

생각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프린트한 것보다

모니커는 저를 비롯해 루나, 조나단이 2008년

로엘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튜디오

<세미나 03. 로엘 우터스>

단계기 때문에 기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좋습니다. 아직 실험

그러나 어쨌든 이 기계가 작업하는 것을 보면

프린트보다 효과적이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과 의견의 격차를 줄이는 과정은

주목성이 강하지만 기술적, 시각적 효과만으로
고려해가며 맞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효과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특정 시각적

허민재 테드가 끊임없이 글자에 관심을 갖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어

채병록 저는 모니커의 마우스 커서를 이용한

박연주 저 또한 그 질문을 다른 세 팀 모두와

한셔 클라이언트들이 저의 포트폴리오 등을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항상 아날로그를

의구심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생각은

테드 주제를 접했을 때 왜 하필 몸일까

글자의 형태들을 상기하면서 글자와 몸이 밀접한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클라이언트나 관객들은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우리의 몸과 몸의 물리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기술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해야

이미지로 변환해 뇌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고

몸을 직접 사용해 여러 시도를 해보고, 그것을
싶습니다.

생각이 드셨나요? 박연주님의 의견을 듣고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봤습니다. 보통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몸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상상해

한셔 ‘몸과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를 통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과 글자,

안병학 몸이란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자유롭습니다.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합니다. 요구라는 것 역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발생하는 경우, 디자이너들도 클라이언트의

발전하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쏟아져 나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 결과물에서 문제가

정했고, 대부분의 작업들이 예측가능한 범위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로엘 글자는 의사소통을 위한 유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간, 규칙을

로엘 오늘 보여드린 프로젝트들의 경우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판단만을 내놓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만들어가는 과정,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받은 질문에서는 결과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질문자4(전도희) 로엘에게 묻습니다. 앞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또 각 팀의 작업이 몸과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를 다루는지에 대한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고, 디지털

나누고 싶은데요. 2016년 서울에서 왜 ‘몸과

만족스럽습니다.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붙이고 그 값을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스타일과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조율하고 해결해

클라이언트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자신의

이용해 이미지화 했습니다. 몸의 각 부위에 점을

하던 기존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몸을

질문자2(조진구) 한셔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짜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소리를 통해 이미지화

때 ‘키보드를 두드리는 행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않아서 ‘몸과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를 받았을

동시에 간결함을 유지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테드 기존에는 몸을 소재로 한 작업이 많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월한 작업

자유의지를 가능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몸의 구조를 결합하여 작업했는데 그러한 방법이

기능적인 부분에 주목하여 참여자분들의

이번 워크숍에서 사용한 툴 같은 경우에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구조 안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테드 가능성을 얼만큼 열어둘 것인가에

주제를 고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클라이언트가 저에게 무한한 자유를 줄 때

효과(이펙트)를 발견한 후에 그 효과를 풀어나갈

쫓아가기 보다는 저의 디자인적 취향 등을

어렵습니다. 다만, 클라이언트의 요구에만

때 주제를 먼저 고민한 뒤 그 위에 얹혀질

끝나는 경우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평소 작업할

이해하고 의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해 작업을 결정했다면 어느정도 제 스타일을

종종 디지털 작업들 중에서 시각적으로는

질문자1(김정활) 테드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타이포그래피가 인간이 만들어낸

연계되고 이 상상력과 창의력은 모두 몸에 의해

안상수 디자인은 창의성이라는 단어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제와 관련해 안상수 조직위원장님의 의견 또한

테드, 한셔, 모니커를 초대했습니다. 몸이라는

어떻게 워크숍으로 풀어낼지 고민했고 결국

경험, 직관, 모던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을

주제인 몸에 대해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안병학 타이포잔치는 매번 ‘( )와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가진 직관성을 활용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만들어지는지 보여줬습니다. 한셔는 몸이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어떻게 텍스트와 언어가

둘의 관계를 잘 표현했습니다. 모니커는 몸의

형상과 글자가 갖는 연관성을 연출했고 그

것 같습니다. 테드의 경우 몸이 만들어내는

각각 다른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었던

오히려 해석의 여지가 생김으로써 세 팀이

이마빈 주제가 너무 추상적일까 걱정되었지만,

생각했습니다.

‘아, 이때쯤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선택의

한셔 생각보다 쉽습니다. 마감일이 가까워오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작업의 디지털 변환 과정에서

‘최종’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은 언제인지,

실수나 연습 과정을 통해 작업을 진행할 때

질문자3(이진주) 한셔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않더라도 저희는 결과

합니다. 그런 우연에 의한 결과들이 설령

예상 밖의 결과가 더 재미있는 작업을 만들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을 어겼을 때 발생하는

놓지만 제공된 규칙을 꼭 따라야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일정한 규칙을 정해

로엘 저희 프로젝트에는 보통 3-4달 정도의

싶습니다.

못할 때 그것을 해결해가는 방식에 대해 알고

과정들로 나온 이미지들이 시각적으로 아름답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우연의

것이 인상깊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영향에 따른 우연을 조형적으로 이끌어내는

영상 작업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외부의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접하며 영감을 얻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한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학생들이 비슷한 생각과

디자인이라는 동일한 언어로 대화할 수

한셔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생각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며

학생들에게 고맙습니다. 외국 디자이너들이 어떤

허민재 우선 워크숍에 활발하게 임해준

열정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엘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뻤고, 참가자들의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학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물에도 관심을

즐거웠습니다. ‘워크숍을 위한 워크숍’이

권민호 사람들에게 테드의 작업을 소개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의 프로젝트에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그에

내년 본전시 이전에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통역자분들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생들과 많은

테드 공동진행을 맡아준 디자이너들,

업체들에게 좋은 자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디자이너, 학생,

기회를 통해 한셔라는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할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이번

채병록 워크숍 형식이 몸이라는 키워드와

실행할 수 있는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테드 단점이라면 저보다 그것을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권민호 기술을 직접 사용하면 그 과정에서

있습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을 덜어낼 수

테드 기술을 배워 사용함으로써 좀 더 많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부터 쉬운 내용까지 골고루 담아 많은

박연주 리서치북을 만들고 있는데 깊이 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병학 이번 워크숍에 대한 소감을 끝으로

<마무리>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계기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작업을 선보되고

상호작용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니커는 4인의

박연주 스튜디오 모니커의 작업이

분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개별적 특성을 드러냈는데, 저에게는 마치 세포가

작업할 때는 그 기술을 각자 다르게 해석하면서

실제로 참여자들이 기계 앞에서 몸을 움직이며

아이디어는 굉장히 직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것과 기술자를 고용해서 작업하는 것의 차이가

질문자5(조영호) 기술을 직접 배워서 사용하는

해석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테드의

주제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됩니다.

점을 고려할 때, 참여인원의 한계는 없다고

3,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움직이며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풍선 프로젝트에

말하자면 사회적인 가치를 더해 사람들이 직접

권민호 이마빈님이 말씀하셨듯 다소 추상적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병학 워크숍을 진행하며 느끼신 것들이

타이포그래피를 재조망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한다면, 컨디셔널 디자인은 상호협력

상상력으로서의 몸과 그것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그것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을 컨디셔널 디자인의

로엘 컴퓨터 코딩 대신 사람들에게 조건을 주고

저와 조직위에서는 이번 주제를 통해 원천적인

소통의 도구 정도라면 몸은 원초적인 생명입니다.

가지는 편입니다.

관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관심을

영상을 볼 때, 저는 그 기술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더 많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글을 쓰고 3D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로엘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행사 사진 아카이브

●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2016. 10. 3)

Ted Davis

Hansje van Halem
Luna Maurer
(위부터)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RTO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RTO

● 워크숍 DAY1 (2016. 10. 4)

워크숍 DAY1, 귀빈예비실, Workshop2

워크숍 오리엔테이션, 귀빈실, Workshop1

워크숍 DAY1, 귀빈예비실, Workshop2

워크숍 DAY1, 귀빈예비실, Workshop2

● 워크숍 DAY2 (2016. 10. 5)

워크숍 DAY1, 귀빈예비실, Workshop2

워크숍 DAY2, 귀빈실, Workshop1

워크숍 DAY2, 귀빈실, Workshop1

워크숍 DAY2, RTO, Workshop3

워크숍 DAY2, RTO, Workshop3

워크숍 DAY2, RTO, Workshop3

● 워크숍 DAY3 (2016. 10. 6)

워크숍 DAY3, RTO, Workshop3

워크숍 DAY3, RTO, Workshop3

워크숍 DAY3, RTO, Workshop 참여자 전체

● 오픈스튜디오 준비 (2016. 10. 7)

●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6-2017 오프닝, 오픈스튜디오 (2016. 10. 8)

● 세미나/톡 (2016. 10. 8)

워크숍 결과물

- 워크숍인워크숍
워크숍 리더: 안병학, 권민호, 채병록, 허민재
초청 크리틱: 이재옥, 조중현

참가자: 강
 다은, 김미리내, 김민지, 김윤겸, 김재환,
김태희, 김하은, 박혜민, 유소율, 유현선,
윤충근, 이산하, 이소현, 이유진, 이윤재,

정연지, 조소희, 한승희, 하형원, 홍태화 (20명)
결과물 형식: 엽서, 영상

워크숍 결과물
- Workshop1

워크숍 리더: 테드 데이비스
모더레이터: 권민호

참가자: J
 uan Coronado, 김미승, 김은지, 김현진,

김휘래, 박연진, 배민경, 백송이, 심아연 안정빈,
안채빈, 이지연, 임수경, 홍진영 (14명)

결과물 형식: 영상

워크숍 결과물
- Workshop2

워크숍 리더: 한셔 반 할렘
모더레이터: 채병록

참가자: 구
 찬회, 권진주, 김동규, 김서영, 김재영, 김정활,
박미현, 박수빈, 박혜리, 성정민, 양성우, 이유정,
조은, 지승연, 황새 (15명)
결과물 형식: 리소프린트 책

프린트 도움: 팩토리 Pactory (장성환, 최병호, 안젤라 임)

워크숍 결과물
- Workshop3

워크숍 리더: 스튜디오 모니커
모더레이터: 허민재

참가자: 고
 현지, 김민지, 박수연, 박재희, 박태석,

유새롬, 유소율, 이유진, 이정민, 이지원,
장채원, 제갈선, 최서희, 최소현 (14명)

결과물 형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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