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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포잔치 2017 개요

1-1 개요

1-2 추진목표

1-3 행사구성체계

1-4 타이포잔치 2017 추진경과

- 타이포잔치 2017 주요 추진일정

- 타이포잔치 1회-5회 추진경과

- 타이포잔치 2017 추진성과 및 리뷰

1. 타이포잔치 2017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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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를 맞는 타이포잔치가 향후 국내를 대표하는 국제문화행사로 자리잡기 위해 다양한 

연령과 층위의 관객이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장치 마련

-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제인 ‘몸과 타이포그래피’를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해보고, 디자인 전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공인

International Council of Design (ico-D)

조직위원회

안상수 위원장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PaTI)

신은향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김재원 관장 (국립한글박물관)

최봉현 원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유정미 회장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이병주2011 총감독 (한세대학교 교수)

최성민 2013 총감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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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추진목표

1-3 

행사구성체계

추진위원회 총감독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국 실무위원(큐레이터, 코디네이터)

조직위원회 해외자문위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공동주관

행사명

타이포잔치 2017: 5회 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공인

International Council of Design (ico-D)

후원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 현대자동차, 두성종이, 안그라픽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어도비 코리아, 패스트 캠퍼스, 스몰하우스빅도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즈 펀드 NL

미디어 후원

월간 <디자인>, 디자인 매거진 CA, 네오룩, IDEA 매거진, 타이포그래픽스 티

서체 후원: 산돌커뮤니케이션, 직지소프트, 현대자동차

협력

019 겐트, 서울특별시,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더북소사이어티

행사기간

2017.9.15 (금)-10.29 (일) / 총 45일 (개막식 1일, 개관 41일, 휴관 3일)

장소

문화역서울284,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150곳, 우이신설선 역사 (보문역, 성신여대역, 정릉역, 

솔샘역, 북한산우이역),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019 겐트 (벨기에), 네이버 커넥트 홀, 

더북소사이어티,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행사구성

본전시, 연계 전시, 연계 워크숍, 톡 시리즈

주제

몸과 타이포그래피 (Mohm and Typography)

참가대상: 일반 관객, 관련 전문가, 대학(원)생 등

총 관객 수

본전시: 70,774명 

1-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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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이포잔치 2017 주요 추진일정1-4 

타이포잔치 2017 

추진경과

1월 책임 큐레이터 선정

2월  조직위원회의

 본전시 일정/공간/기획/해외초청작가 확정

 후원 및 협찬 기관 유치추진

3월  5회 타이포잔치 시각아이덴티티 디자인 팀, 공간 디자인 팀, 사진/영상 팀 선정

 해외 후원 기금 지원 서류 준비

4월 협력 기관 계약 준비

5월  서울시와 협약 체결 

 프리톡 (두성톡) 진행 (5/13, 6/3, 6/24, 7/15, 8/5, 8/19)

 전시 아이덴티티 및 웹사이트 구축 논의

 한글박물관 국제심포지엄 강의에서 타이포잔치 2017 의견 공유

 공간 디스플레이 논의 

6월 출판/매거진 2호 기획 공유

 오픈톡 (네이버) 연사 확정 및 숙박 일정 점검

7월  타이포잔치 2017 티저 웹사이트 구축 및 오픈

 연계전시 (서울시 버스정류장) 중간 점검

 후원 및 협력사 (직지소프트, 현대자동차, 현대카드) 미팅

 도록 출판 안그라픽스 확정

8월  홍보업체 선정 및 홍보 범위 논의

 연계전시 (서울시 버스정류장) 최종 작업 보고 미팅 진행

 타이포잔치 2017 인쇄홍보물 감수 및 인쇄

 본전시 오프닝 프로그램 기획 및 오프닝 공연자 섭외

 출판 2호 (낫더타입) 발간

 매거진 2호 발간

 온・오프라인 행사 초청장 발송

9월  서울시 연계 전시 (우이선 경전철) 오픈

 도슨트 업체 선정, 본전시 웹사이트 1차 오픈

 네이버 오픈톡 진행 (9/8-9)

 타이포잔치 2017 작품 설치 및 개막 (9/15)

 오픈 후 매주 토요일 큐레이터/아티스트 톡 진행 (9/16, 9/23, 9/30, 10/14, 10/21, 10/28)

 현대카드 연계 전시 오픈 (9/16)

 연계 워크숍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현대카드) 진행

10월 연계 톡(현대자동차 스페셜 톡) 진행 (10/13)

 도록 진행 점검 미팅

 전시 폐막 (10/29)

11-12월 결과보고서 제작

 도록 및 땡스레터 발송

 전시참여증명서 발급

2017년

추진위원회

김경선 (추진위원장, 2015 총감독, 서울대학교 교수)

김동빈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현미 (SADI 교수)

박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우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미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디자인문화진흥팀 팀장)

전재운 (홍익대학교 교수)

정진열 (국민대학교 교수)

조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총감독

안병학 (홍익대학교 교수)

큐레이터

박지훈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전가경 (사월의눈)

문장현 (제너럴그래픽스)

김나무 (골든트리)

권민호 (모갈2호)

허민재 (더블디)

심대기 (대기앤준)

채병록 (CBR그래픽)

권준호 (일상의실천)

사무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미연 (디자인문화진흥팀 팀장)

최동원 (디자인문화진흥팀 선임연구원)

황효연 (디자인문화진흥팀 연구원)

코디네이터

김한솔 (홍익대학교) 

간사

조혜연 (홍익대학교)

도우미

박용훈, 김하은, 하시연, 서연은, 안수현, 정다예, 최현아, 지연희, 김재은, 김성령, 도예린 

(홍익대학교) / 이혜윤, 권수진, 장영진, 김민지 (국립한경대학교) / 박경민 (세종대학교), 

김도현, 이하림, 이소민, 구경원 (서울여자대학교), 리신닌 (서울대학교) / 윤성서 (PaTi) / 

김지연 (경희대학교) 



TYPOJANCHI2017: MOHM 12 13

3) 타이포잔치 2017 추진성과 및 리뷰

일반 대중과 디자인 전문 인력이 다양한 경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멀티 플랫폼 구축

— 예술, 독립잡지를 다루는 서점과 카페에 매거진 1호, 출판1호 배포로 2차 홍보 효과

—  현대카드,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 기업과의 협업 뿐만 아니라 해외 갤러리와의 협업 전시로 

타이포잔치가 국내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전시임을 대중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노출

—  대학교, 기업, 서점과 연계한 워크숍/톡으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과 직장인들 참여 

기회 마련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체를 다양화

—  관객 참여형 디자인을 전시장 곳곳에 배치하여 박제된 화이트큐브 전시가 아님을 강조

—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의 확장 가능성을 실험

전시 관람객 수 증가

— 전 회 대비 약 76% (총 30,757명) 증가 (일평균 관람객 수 P.152 참조)

타이포잔치 관련 게시물 온라인 홍보 운영

— 타이포잔치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좋아요 수 8,822개 / 팔로워 8,928명 

 (2017.10.29 기준)   

타이포잔치 전담 인력 마련 필요

타이포잔치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예술 비엔날레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이포잔치를 

전담하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함

작가 지원 한계

작업비 지원에 한계가 있어 미디어 사용과 작업 규모에 제약이 있음. 작가 지원비 증대를 

위한 방법 마련 필요

적절한 예산 증액 필요

규모면에서나 행사의 중요성 면에서 타 국제 행사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

추진성과

사업 추진 시 보완 

필요사항

2) 타이포잔치 1회-5회 추진경과

기간 장소 주제 구성 참여작가/강연자 관객수

타이포잔치

2001

-

1회

2001.10.16-

12.4 (50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 

미술관

새로운 상상 본 전시, 특별전, 

국제 디자인 포럼

25개국 100인 —

타이포잔치

2011

-

2회

2011.8.30-9.14 

(16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동아시아의

불꽃

본선시, 특별전, 심포지엄, 

작가 설명회

한・중・일 99인 8,012명

타이포잔치

2012/2013

2012.8.17 NHN 그린팩토리

커넥트홀

— 강연회, 조직위원회의, 

기자간담회

하라켄야,

네빌브로디,

왕쉬

300명

타이포잔치

2013

-

3회

2013.8.30-

10.11 (43일)

문화역서울284 타이포그래피는 

문학이다

본전시, 오프닝 심포지엄, 

서울스퀘어 프로젝트, 

리서치 프로젝트 

(잠재문학실험실), 워크숍, 

한글날 전야제

전 세계 작가 58팀 33,013명

타이포잔치

2014/2015

2014.10.20-

10.24 (5일)

문화역서울284 

및 서울 일대, 

NHN 그린팩토리 

커넥트홀

— 강연회, 도시문자탐사단, 

기자간담회

사이사이 토크 

(9명)

도시문자 탐사단 

(6명)

490명

타이포잔치

2015

-

4회

2015.11.11-

12.27 (47일)

문화역서울284 외 

서울 내 지정 장소

도시와 

타이포그래피

본전시, 특별전, 프로젝트 

전시, 뉴스레터, 워크숍, 

오픈토크 및 토요토크

전 세계 작가 90팀 40,017명

타이포잔치

2016-2017

2016.10.3-10.9 

(7일)

문화역서울 284 

귀빈실, 귀빈예비실, 

역장실, RTO, 

홍익대학교

— 워크숍, 오픈스튜디오, 

세미나/톡, 워크숍인워크숍, 

매거진 1호, 출판 1호 

(터치타입), 사전 실험 

(몸사전) 

테드 데이비스, 

한셔 반 할렘, 

스튜디오 모니커 

697명

타이포잔치

2017

-

5회

2017.9.15-

10.29 (45일)

문화역서울284 외 

국내외 지정 장소

몸과 

타이포그래피

본전시, 연계 전시 

(서울아트스테이션 

협력전시, 현대카드 

협력전시) 연계 워크숍 

(파주타이포그라피 

협력 워크숍), 톡 시리즈 

(프리톡-두성종이, 오픈톡-

네이버, 아티스트톡-

문화역서울284, 스페셜톡-

현대자동차, 테이블톡-

더북소사이어티, 스몰톡-

스몰하우스빅도어), 매거진 

2호, 출판 2호 (낫더타입)

전 세계 작가 

218팀

70,7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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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이포잔치 2017 

① 본전시

- 전시장 배치도

- 개요

 Part1. 쓰기의 시간들

 Part2. 붉게 쓰기: 몸과 타이포그래피가 맞닿는 곳

 Part3. 글자, 이미지 그리고 감각

 Part4. 새로운 행성을 위해 주민투표를 하세요

 Part5.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Part6. 플래그

 Part7. 플레이그라운드: 디자이너가 만드는 놀이

 Part8. 직관의 과정, 경험의 변주

 Part9.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Part10. 타이포노테이션

 Part11. 2016-2017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결과물

 Part12. 현대자동차 x 출판/매거진

 Part13. 두성종이

② 연계 전시

-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 행동하는 몸

- 플래그 (019 겐트)

③ 매거진

④ 출판

⑤ 공간디자인

2-2 부대행사

① 개전식

② 프리톡

③ 오픈톡

④ 큐레이터/아티스트톡

⑤ 스페셜 톡

⑥ 테이블 톡

⑦ 파티 워크숍

⑧ 현대카드 워크숍

2. 행사세부내용

A
rtist / Curator Talk 

- 
Culture Station  

Seoul 284

O
pen Talk 

- 
N

aver Connect H
all

Special Talk  
- 

Culture Station  
Seoul 284

Part.8 
- 

Connected Body and the 
Specific Places

Part.2 
- 

W
rite in Red: W

here the 
M

ohm
 (Body) Touches 

Typography

Part.1 
- 

A
 Chronicle of W

riting: 
The Present and Beyond 

Part.6 
- 

Flag and Playground:  
A

 Play from
 a D

esigner

Part.4  
- 

Inhabit a Planet 

Part.5  
- 

10
0

 D
aughters and 10

 
M

others

Part.7 
- 

The Process of Intuition 
and Variation of  

Experience

Part.3 
- 

Letter, Im
age and the 

Senses

Culture Station  
Seoul 284

Sm
all Talk 

- 
Sm

all H
ouse Big D

oor

Independent  
Publishing Project 

- 
Body D

ictionary

Research 
Project 

- 
Touch Type 

Knot the Type

A
rchive Project 

- 
M

agazine 

Table Talk 
- 

The Book Society

Related Exhibition 
- 

Perform
ing Bodies 

H
yundai Card  

D
esign Library Related Exhibition 

- 
0

19 G
hent, 

Belgium

Related Exhibition 
- 

U
i Subw

ay Line  
Project 

H
yundai Card 
W

orkshop 
- 

H
yundai Card  

D
esign Library

Related Exhibition 
- 

Seoul  
Bus Shelter Project

PaTi W
orkshop 
- 

Paju Typography 
Institute

Pre-Talk 
- 

D
oosung in the Paper 

G
allery 

다이어그램 디자인

안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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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전시

- 개요

일시

2017. 9. 15-10.29 (45일간; 개막식 1일, 개관41일, 휴관 3일)

전시 주제

몸과 타이포그래피 Mohm and Typography

전시 장소

문화역서울284

전시 구성

쓰기의 시간들 

붉게쓰기: 몸과 타이포그래피가 맞닿는 곳

글자, 이미지 그리고 감각

새로운 행성을 위해 주민투표를 하세요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플래그

플레이그라운드: 디자이너가 만드는 놀이

직관의 과정, 경험의 변주,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타이포노테이션

2016-2017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결과물

현대자동차 x 출판/매거진

두성종이

참여 작가

14개국, 218개인/팀

한국 167, 네덜란드 8, 미국 7, 이탈리아 1, 스웨덴 1, 영국 3, 체코 1, 독일 5, 우크라이나 1, 

스위스 4, 일본 13, 중국 5, 러시아 1, 브라질 1

2
5

2
6

8
4

1
2

RT
O

3
3

3
3

3
3

10
9

12
9

4

6 1

8

11
11

10
10

8

8

2

8
7

2
오
쿠
무
라

창
고

직
관
의
과
정
, 
경
험
의
 변
주

피
터
반
코
프

염
원
의
 방

로
디
나

오
프
닝
 화
면

이
리
 오
플
락

켄
 가
렌
드

레
벨
나
인

안
그
라
픽
스

안
내

레
벨
나
인

연
결
하
는
 몸
, 
구
체
적
 공
간

카
페
자
리

테
라
스

K
C
D
F
 전
시
장

이
인
수

권
민
호

전
가
경

두
성
종
이

전
가
경

문
장
현

박
지
훈

손
범
영

한
정
훈

T
h
ir
st골
든
트
리
 

서
울
로

최
유
진

테
드
 데
이
비
스

입
구

출
구

러
스
트

빠
키

상
설
전
시 상
설
전
시

현
대
자
동
차
 x
 출
판
/매
거
진

함
준
서

플
래
그
 앤
 플
레
이
그
라
운
드

배
민
기

김
형
재
/홍
은
주

모
니
커
(사
이
사
이
워
크
숍
)

테
드
(사
이
사
이
워
크
숍
)

민
병
걸

6
0
6
0
3

믿
음
x
별

7
10

6 
7

10

3
11

3
11

3
14

2
13

5
12

모
니
커
(사
이
사
이
워
크
숍
)

캐
서
린
 안
얀
고

드
라
이
드
 굳
윈

한
셔
반
할
렘
(사
이
사
이
워
크
숍
)

출
판
프
로
젝
트
5
종
 

10
0
명
의
딸
, 
10
명
의
 엄
마

① 본전시

- 전시장 배치도

2-1

타이포잔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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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쓰기의 현재

쓰기 너머

Part1.

쓰기의 시간들

A Chronicle of 

Writing: The 

Present and 

Beyond

큐레이터

박지훈 (KR), 전가경 (KR), 문장현 (KR)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문자의 탄생, 매체의 발달, 글자체의 변화, 인쇄의 발단과 전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포스터에 나타나고 있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흐름을 ‘쓰기’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인간의 염원을 표상한 길상문자와 한글 

형식의 변용을 통해 쓰기 그 너머를 실험한다. 

(위부터)

쓰기의 시간들 전경

쓰기의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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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신믿음x조별

써스트

러스트

60603

Part2.

붉게쓰기: 몸과 

타이포그래피가 

맞닿는 곳

Write in Red: 

Where Mohm 

(Body) Touches 

Typography

참여 작가 (9팀)

러스트 (NL), 

신믿음/조별 (KR), 

써스트 (US), 

서울로 (KR), 

손범영 (KR), 

한정훈 (KR), 

60603 (KR), 

골든트리 (KR), 

최유진 (KR)

큐레이터

김나무 (KR)

‘붉게 쓰기’는 몸과 타이포그래피의 접점으로서 몸(글)-쓰기를 제안한다. 타이포그래피는 

태생적으로 ‘기호성’을 갖는다. 몸 역시 마음이 육화된 ‘기호’이다. 이는 행위와 과정보다 

의미와 해석에 중점을 두는 시각이다. 이 전시는 이와 반대로 몸의 ‘현현’과 ‘실재’를 몸(글)-

쓰기를 통해 표현하고 그 ‘흔적’으로써 기호 작용에서 이탈한 타이포그래피의 접촉 경험을 

제공한다.

골든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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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서울로

최유진

한정훈

(오른쪽 페이지)

한정훈 작업 내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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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페이지)

권민호

(오른쪽 페이지)

함준서

테드 데이비스

오실로스코프

Part3.

글자, 이미지 그리고 

감각

Letter, Image and 

the Senses

참여 작가 (6팀)

테드 데이비스 (US), 

레 페티 낸 (IT), 

캐서린 안얀고 (SE), 

드라이든 굳윈 (UK), 

이인수 (KR), 

함준서 (KR)

큐레이터

권민호 (KR)

정제된 소통의 도구로서 문자를 갖기 전에도 우리는 무언가로 대화했다.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몸으로 직관의 감정을 드러냈다. 문자에 비해 효율은 높지 않지만 내밀한 감각을 

담은 이미지. 글자를 소재로한 잔치에 그 감각의 원시성을 선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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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페티 낸

(위부터)

드라이든 굳윈

캐서린 안냔고

레 페티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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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새로운 행성을 위해 

주민투표를 하세요

Inhabit a Planet

참여 작가 (1팀)

테레자 룰러 (CZ)

큐레이터

허민재 (KR)

이 작품은 참여자에게 가상의 행성을 테라포밍(terraforming) 하게 한다. ‘Member of the 

Future Society’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작품의 일부로 기획한 이 작품은 참여자가 미래의 

새로운 행성에서 거주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3D 렌더링된 가상의 행성 풍경 위에 로봇 

스티커를 부착하게 한다. 몇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 스티커는 각기 다른 노동의 역할을 

상징한다. 관객의 참여와 작가가 던지는 생각의 관계를 이용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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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화 (KR), 김혜수 (KR), 

성우진 (KR), 조은아 (KR), 

김국한 (KR), 차태현 (KR), 

김하은 (KR), 이상균 (KR), 

신인아 (KR), 홍태화 (KR), 

한승희 (KR), 한만오 (KR), 

진한솔 (KR), 이송은 (KR), 

성중만 (KR), 이경진 (KR), 

김리원 (KR), 조형석 (KR), 

류경호 (KR), 실키 (KR), 

양효정 (KR), 김미리내 (KR), 

권경림 (KR), 김한솔 (KR), 

도한결 (KR), 두루미와날치 

(KR), 유원선 (KR), 

나하나 (KR), 박찬욱 (KR), 

이규찬 (KR), 김은서 (KR), 

이동현 (KR), 주지민 (KR), 

김연미 (KR)

(왼쪽 페이지)

110명 작가 작업

(오른쪽 페이지)

도록 이미지

Part5.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Inhabit a Planet

참여 작가 (110팀)

김규호 (KR), 이건정 (KR), 

박신우 (KR), 정새우 (KR), 

송민호 (KR), 서희선 (KR), 

권기영 (KR), 양지은 (KR), 

박철희 (KR), 조중현 (KR), 

김윤겸 (KR), 황석원 (KR), 

김보휘 (KR), 함효정 (KR), 

김현진 (KR), 김성구 (KR), 

프라울 (KR/CZ), 

김정활 (KR), 이유진 (KR), 

하형원 (KR), 임원우 (KR), 

최정은 (KR), 임솔 (KR), 

박태석 (KR), 전다운 (KR), 

권진주 (KR), 양민영 (KR), 

이소현 (KR), 윤충근 (KR), 

민진아 (KR), 원성연 (KR), 

김깊은 (KR), 정세원 (KR), 

최지욱 (KR), 이일주 (KR), 

유재완 (KR), 한나은 (KR), 

이지희 (KR), 홍동오 (KR), 

도연경 (제인도, KR), 

윤현학 (KR), 백철훈 (KR), 

오연진 (KR), 윤진 (KR), 

이산하 (KR), 박윤수 (KR), 

이도희 (KR), 김재하 (KR), 

이윤서 (KR), 유지연 (KR), 

윤미원 (KR), 조화라 (KR), 

손아용 (KR), 류우영 (KR), 

김나래 (KR), 리 호 (KR), 

이수진 (KR), 김홍 (KR), 

김은하 (KR), 김승태 (KR), 

조소희 (KR), 최재훈 

(베르크, KR), 김태희 (KR), 

강세아 (KR), 이정은 (KR), 

윤지연 (KR), 멜트미러 

(KR), 김희애(KR), 김유리 

(KR), 이화영 (KR), 

이성철 (KR), 강심지 (KR), 

황정아 (KR), 임하영 (KR), 

김지하 (KR), 이희승 (KR), 

큐레이터

허민재 (KR)

인터넷 상에서 생산, 편집, 소멸, 재생산을 반복하는 움짤의 삶의 주기는 분열과 결합을 

반복하는 인간의 유전자를 닮았다. 이 전시의 작품은 1차 디자이너군의 자율적 해석에 의해 

생산된 짧은 영상이 다음 2세대 디자이너군을 거치며 분열되고, 이어 3세대 디자이너로 

이어지며 재생산되는 밈(meme)의 연작이다. 작가의 의도와 상관 없이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는 전시 속 이미지들은 현대 사회의 이미지 소비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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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6.

플래그

Flag

참여 작가 (14팀)

아이케 쾨니히 (DE), 

샤샤 로베 (DE), 

에릭 브란트 (US), 

존 수에다/크리스토퍼 

하마모토 (US), 발렌티누스 

고설스 (BE)/조보 코 

(NL), 올리버 나이트/로리 

맥그라스 (UK), 

안나 쿨라첵 (UA), 

요스트 흐로텐스 (NL), 

루쉬 클랍 (NL), 

이리 오플라텍 (CH), 

리카코 나가시마 (JP), 광유 

(CN), 심대기/심효준 (KR), 

켄 갈랜드/어소시에이츠 

(UK)

큐레이터

심대기 (KR)

깃발은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깃발에 드러난 시각언어와 

그것을 흔드는 ‘몸짓’은 하나의 적극적인 ‘미장센(mise-en-scéne)’이다. ‘몸’이라는 주제에 

대한 디자이너 14명(팀)의 다양한 생각을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이 담긴 깃발을 통해 

문화역서울284와 벨기에 소재의 019 겐트에서 동시에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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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기

김형재+홍은주

빠키

Part7.

플레이그라운드: 

디자이너가 만드는 

놀이

Playground: A Play 

from a Designer

참여 작가 (5팀)

민병걸 (KR), 

배민기 (KR), 

김형재/홍은주 (KR), 

빠키 (KR), 켄 갈랜드/

어소시에이츠 (UK)

큐레이터

심대기 (KR)

놀이는 참여 대상과 놀이 목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규칙으로 구성된다. 

디자이너는 일상의 행위에 목표와 방법을 부여하고, 참여자는 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놀이가 제공하는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을 경험한다. 전시장은 놀이터가 되고 그 안에서 

몸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장치와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경험을 통해 ‘몸’이라는 주제가 

함유하는 가치를 공유한다.

켄 갈랜드 & 어소시에이츠

민병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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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8.

직관의 과정, 경험의 

변주

The Process of 

Intuition and 

Variation of 

Experience

참여 작가 (30팀)

직관의 과정

유키마사 오쿠무라 (JP), 

한셔 반 할렘 (NL), 

리차드 니슨 (NL), 

경험의 변주

채병록 (KR), 이경수 (KR), 

김장우 (KR), 박금준 (KR), 

크리스 로 (US), 최종열 

(KR), 안삼열 (KR), 이리 

앤드 클라우디아 바젤 

(CH), 에리히 브레히뷜 

(CH), 피터 반코프 (RU), 

에릭 드 밤 (NL), 폴라 

트록슬러 (CH), 다니엘 

바이스만 (DE), 왕 유안 

(CN), 베니 아우 (CN), 

티아고 라카즈 (BR), 엘리엇 

얼스 (US), 지앙핑 헤 (DE/

CN), 이양 헤 (CN), 웬빈 한 

(CN), 히로시 사이토 (JP), 

렌 타카야 (JP), 카즈나리 

하토리 (JP), 코이치 코스기 

(JP), 테츠야 츠카다 (JP), 

히데치카 이이지마 (JP), 

타케히코 무라마츠 (JP), 

타카히로 에토 (JP), 사토시 

코노 (JP), 타카히로 야스다 

(JP), 사오리 시로시타 (JP)

큐레이터

채병록 (KR)

우리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모든 것에서 조차 지나치게 이성과 논리에 의존해 왔다. ‘직관의 

과정’은 디자이너의 직관과 감각이 어떻게 창의성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고, 

‘경험의 변주’는 직관과 감각이 개별 경험이라는 매개 변수와 만나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과의 

진열이다.

유키마사 오쿠무라 작업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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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도록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리플렛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에코백

Part9.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Connected Body 

and the Specific 

Places

참여 작가 (32팀)

김영나 (KR), 

오래오 스튜디오 (KR), 

오디너리피플 (KR), 

권아주/장윤정 (KR), 

권영찬 (KR), 김가든 (KR), 

김경림 (KR), 김동환 (KR), 

제로랩 (KR), 김소미 (KR), 

김의래와 특정다수 (KR), 

물질과 비물질 (KR), 

타불라라사 (KR), 

김한솔/조혜연 (KR), 

문민주 (KR), 

하와이안샐러드 (KR), 

3m1s (KR), 둘셋 (KR), 

석재원 (KR), 손혜인 (KR), 

오혜진 (KR), 유명상 (KR), 

유윤석 (KR), 선데이 (KR), 

TEXT (KR), 이천성 (KR), 

스팍스에디션 (KR), 

정성훈/정연지 (KR), 

정영훈/구모아 (KR), 

조예진 (KR), 코우너스 

(KR), 허민재/안진영 (KR)

큐레이터

권준호 (KR)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은 서울의 소외된 150개 지역 버스 정류장과 우이신설선 주요역 

(보문역, 성신여대, 정릉역, 솔샘역, 북한산우이역)의 환승/이동 공간을 활용하여 이들 

공간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자이너의 공간에 대한 해석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도심 속 이동 공간을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매체화 

하는 프로젝트이다.

RTO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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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0.

타이포노테이션

Typonotation

레벨나인 (KR)

관객이 구조물에 다가서면 장치가 몸의 형태를 인식해 화면으로 구현한다. 머리 위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사진이 찍히고 몸의 형태는 옆의 작은 상자 장치에서 스티커로 

출력할 수 있다. 모든 관객들의 몸 그래픽은 웹사이트 www.typojanchi.org에 자동으로 

아카이빙된다. (P.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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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2.

현대자동차 x 

출판/매거진

Research 

Publishing Project 

with Hyundai 

Motor Company

Part11.

2016-2017 

타이포잔치 

프리비엔날레 결과물

2016-2017 

Typojanchi Pre-

biennal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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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3.

두성종이

Doosu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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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 내부

서울 시내 곳곳 버스정류장

② 연계전시

-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행사명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Connected Body and the Specific Places

일시

버스정류장 프로젝트: 2017. 9. 2-10.31 

우이신설선 프로젝트: 2017. 9. 2부터 약 6개월 간

전시 장소

문화역서울284 RTO (P.40 참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150곳, 우이신설선 역사 (보문역, 

성신여대역, 정릉역, 솔샘역, 북한산우이역)

소개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은 서울의 소외된 150개 지역 버스 정류장과 우이신설선 주요역 

(보문역, 성신여대, 정릉역, 솔샘역, 북한산우이역)의 환승/이동 공간을 활용하여 이들 

공간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자이너의 공간에 대한 해석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도심 속 이동 공간을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매체화 

하는 프로젝트이다.

참여 작가 (32팀)

김영나(KR), 오래오 스튜디오(KR), 오디너리피플(KR), 권아주/장윤정(KR), 권영찬(KR), 

김가든(KR), 김경림(KR), 김동환(KR), 제로랩(KR), 김소미(KR), 김의래와 특정다수(KR), 

물질과 비물질(KR), 타불라라사(KR), 김한솔/조혜연(KR), 문민주(KR), 

하와이안샐러드(KR), 3m1s(KR), 둘셋(KR), 석재원(KR), 손혜인(KR), 오혜진(KR), 

유명상(KR), 유윤석(KR), 선데이(KR), TEXT(KR), 이천성(KR), 스팍스에디션(KR), 

정성훈/정연지(KR), 정영훈/구모아(KR), 조예진(KR), 코우너스(KR), 허민재/안진영(KR)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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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계전시

- 행동하는 몸

행사명

행동하는 몸

Acting Bodies

일시

2017. 9. 16 - 2018. 1. 7

전시 장소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소개

현대 사회의 자동화, 분업화된 시스템 속에서 몸은 점점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진행되는 《행동하는 몸》은 《타이포잔치 2017》의 

연계 전시로, 현재 그래픽 디자인의 담론 내에서 변화된 몸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전시에 

참여한 네 명의 작가는 오늘날의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몸이라는 주제를 

다채롭게 해석한다. 사진, 판화,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의 해석은 몸이 주제 

혹은 도구로서 지니는 가치를 천천히 되짚는다. 주제적 관점에서 몸은 주권을 향한 투쟁의 

장소이고, 도구적 관점에서는 디자인 행위를 이끄는 노동의 주체이자 작업을 수행하는 

창조의 주체이다. 나아가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작품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매체로 

변형된다. 몸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인식과 실천의 매개에서 나와 작업, 작업과 관객, 나와 

관객을 연결하는 중심으로 이동하며 다채롭게 활용된다. 《행동하는 몸》은 오늘날 디자인 

작업에서 새로운 몸 사용법을 발견하고 다음 세대 작가들에게 새로운 실험을 요구한다.

참여 작가 (4팀)

테레자 룰러 (CZ), 안야 카이저 (DE), 길레스 드 부록 (NL), 제임스 채 (US)

현대카드 디자인라이브러리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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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겐트 전경

② 연계전시

- 플래그  (019 겐트)

행사명

플래그

Flag

일시

2017. 9. 15 - 10. 29

전시 장소

019 겐트, 벨기에

소개

본전시 플래그 파트와 동일한 규격과 내용으로 벨기에에 소재한 019 겐트 건물 외벽에 

깃발을 전시한다. (P.32참조)

참여 작가 (14팀)

아이케 쾨니히(DE), 샤샤 로베(DE), 에릭 브란트(US), 존 수에다/크리스토퍼 하마모토(US), 

발렌티누스 고설스(BE)/조보 코(NL), 올리버 나이트/로리 맥그라스(UK), 안나 쿨라첵(UA), 

요스트 흐로텐스(NL), 루쉬 클랍(NL), 이리 오플라텍(CH), 리카코 나가시마(JP), 광유(CN), 

심대기/심효준(KR), 켄 갈랜드/어소시에이츠(UK)

019 겐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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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고긴, 그래픽 디자이너 
James Goggin, Graphic Designer

Word Worlds 

찰스 앤 레이 임스의 ‹10의 제곱수 Powers of 
Ten›는 우주의 상대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필름이다. 영상은 음식과 책들에 
둘러싸인 한 쌍의 남녀가 시카고의 어느 호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화면 속에 보이는 책들 중에는 사회과학자 
프레이저의 시간에 대한 고전적인 저술서인 
『시간의 목소리 �e Voices of Time』도 있다.) 
조금 뒤 카메라가 느리게 줌아웃되면서 우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화면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중요한 세부 정보를 놓칠 수 있다. 
낮잠을 자는 남성 옆의 여성이 책 한 권을 집어 
페이지를 넘긴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장면을 
열심히 쳐다보면 그 책이 이 영화의 바탕이 되는,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교육자인 케이스 부케가 
저술한 『코스믹 뷰: 40번의 점프로 우주보기 
Cosmic View: �e Universe in 40 Jumps』임을 알 
수 있다. 화면에서 실제 공간을 위아래로 오가는 
움직임을 통해, 그리고 영상 속 여성이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생기는 수직적 
움직임을 통해, ‹10의 제곱수›는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의 종적 경험을 보여준다. 
(우연하게도 케이스 부케의 성은 네덜란드어로 
책을 뜻하는 부큰boeken으로 발음된다.)

프랑스 소설가 조르주 페렉은 그의 시적 · 
공간적 분류학인 『공간의 종류들 Species of 
Spaces』의 첫 번째 에세이, 「더 페이지 �e 
Page」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간은 이렇게 
시작된다. (…) 오직 단어들로, 빈 종이 위에 
기호들을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먼저 당연하게도 
가장 처음으로 적은 단어들에 대해서, 그 뒤엔 
조판과 독자가 손으로 쥐고 있는 그 책에 
인쇄된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또한 
공동의 공간적 경험들에 대해 언급하며 그 
경험들이 어떻게 책에서, 화면 위에서, 그리고 
중요하게도 말들에서 가능한지 이야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간을 묘사하거나, 
그것을 말하거나, 그것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해안선들을 따라 항구들의 이름들과 곶의 
이름들, 그리고 만의 이름들을 가득 적어 
종국에는 육지와 바다를 글자들의 띠로 
구분시킨 중세시대 해도장 제작자들처럼 
해야한다. 전세계가 한눈에 동시다발적으로 
보인다는 보르헤스의 소설 속 알레프aleph는 
음소문자alphabet 이상의 것인가?” 페렉은 
장소의 이름들과 지도 제작, 단어와 세계를 
융합함으로써 타이포그래피를 공간에 
위치시킨다.

페렉은 음소문자alphabet가 그것의 한정된 
개수(영어로는 26자, 한국어로는 24자)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마치 아르헨티나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1949년 단편작 「알레프 �e 
Aleph」에서 공간의 허구적 요소가 소설 속 
다른 모든 요소들을 함축해 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각도의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을 
한 눈에 보여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구멍을 
상상해보라. 마치 단어들이나, 페렉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음소문자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보르헤스는 이 신비로운 무한함을 더 유한한, 
단 하나의 글자 א—알레프로 명명한다.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자 숫자 1을 뜻하는 
알레프는 우주의 기원과 관련이 있고,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모든 숫자들을 포함하는 가장 
태고의 것을 의미한다.

#2

#1

Powers of Ten, Charles and Ray Eames’s 
documentary film depicting the relative 
scale of the Universe, famously starts in a 
Chicago lakeside park with a picnicking 
female and male couple surrounded by food 
and books (including social scientist J.T. 
Fraser’s time studies classic The Voices of 
Time). Unless you’re paying close attention, 
you might miss an important detail in the 
moments before the camera calmly pulls us 
up and out into space. While the man lies 
down for a post-lunch nap, the woman picks 
up and leafs through one of their books. 
Squinting hard, it appears to be a copy of 
Cosmic View: The Universe in 40 Jumps, the 
book by Dutch reformist educator Kees 
Boeke upon which the Eameses based their 
film. Powers of Ten thus portrays two
simultaneous perpendicular experiences of 
time and space: our own upwards (and then
downwards) journey through actual space 
as viewers of the film, and the woman’s left-
to-right page-turning through the same 
vertical dimensions. (An aside: Boeke’s last 
name is serendipitously pronounced the 
same as ‘boeken’—‘books’ in Dutch).
 
‘This is how space begins…’ says the French 
writer Georges Perec in ‘The Page’, the 
first essay in his poetic spatial taxonomy 
Species of Spaces. ‘…with words only, signs 
traced on the blank page.’ He’s describing 
his own writing, of course—the words 
that he first wrote, and that were then 
typeset and printed onto the actual page 
of the book you’re holding in your hand 
as a reader. But he’s also talking about our 
collective experiences of space and how 
those experiences are often mediated. 
Through books, and on screens. Crucially, 
in words. He proceeds: ‘To describe space: 
to name it, to trace it, like those portolano-
makers who saturated the coastlines with 
the names of harbours, the names of capes, 
the names of inlets, until in the end the 
land was only separated from the sea by a 
continuous ribbon of texts. Is the aleph, 
that place in Borges from which the entire 
world is visible simultaneously, anything 
other than the alphabet’? Perec’s conflation 
of place names and cartography, of words 
and worlds, situates typography in space.

As for the alphabet itself, Perec imbues its 
finite set of symbols (26 in English, 24 in 
Korean) with the same infinite potential 
as the fictional point in space containing 
all other points found in The Aleph, 
Argentinian writer Jorge Luis Borges’s 
1949 short story. Imagine an aperture with 
the power of articulating everything in 
the universe from every angle at the same 
time. Like words. As Perec suggests: like the 
alphabet. In naming his mystical infinity, 
Borges was even more finite, loading just a 
single character, א, with universal capacity. 
Both the first letter of the alphabet and the 
numeral 1, the Hebrew ‘aleph’ relates to 
the origin of the universe, the ‘primordial 
one that contains all numbers’ in the Judaic 
Kabbalah.

Word Worlds

#1
Still photography from Charles and Ray Eames, Powers of Ten, IBM, 1977

#2 
Jorge Luis Borges, El Aleph, �rst edition (Buenos Aires: Editorial Losada, 1949)

이미지화되었다. 이들이 영화 ‹취화선›(2002)의 
주인공인 장승업을 롤모델로 삼았고 ‹취화선›의 
포스터 이미지를 차용해 왔기 때문이다. 웹툰 
‹폐인의 세계›(2002)에는 장승업을 캐릭터화한 
인물 승업햏자가 나온다. 웹툰 속 캐릭터의 얼굴과 
몸 비율이 1:1로 귀여운 이미지를 주는 반면, 
말풍선 안의 대사는 조선 궁중에서 쓰인 붓글씨를 
기반으로 한 궁서체가 쓰였다는 점이 이질적이다. 
해당 웹툰의 작가인 김풍이 ‘폐인 문화’의 
중심지였던 고구마언덕의 운영자임을 감안했을 
때, 궁서체의 사용은 ‹취화선› 캘리그래피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보자면, ‹폐인의 세계›의 
그림에는 두꺼운 검정색 외곽선이 두드러진다. 
굴림체나 바탕체의 획보다는 궁서체의 획이 
굵기 때문에 김풍의 그림체와 더 안정적으로 
어울려 보인다. (웹툰 ‹마음의 소리›에서도 말풍선 
안의 대사가 궁서체로 쓰이는데, 이 경우에도 
작가의 그림체에서 짙은 외곽선을 확인할 수 
있다.) - ‘편강탕’ 광고가 등장한 2010년부터는 
하위문화였던 궁서체가 광고나 대중가요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B급 코드를 전면에 내세운 크레용팝은 무대의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궁서체로 새기고 방송활동을 
했고, 대한민국 평균 이하를 표방한 무한도전의 
자막에서는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PD의 혼잣말이 
궁서체로 쓰였다. 지금은 궁서체가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궁서체 없이도 궁서체를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른 듯 하다. “나 지금 진지하다. 
궁서체다.”와 같은 일명 ‘디자인 유머’가 통하게 된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궁서체를 만나는 곳은 엽기 
문화의 다음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웃긴 짤방이나 
병맛 이모티콘에서다. 궁서체가 유독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력덩어리 궁서체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거의 유일한 이들이 바로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이다. 못생김의 대명사였던 굴림체도 최근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귀엽다는 소리를 
들으며 애정을 듬뿍 받고 있다. 반면, 궁서체를 
이용한 작업은 찾아보기도 힘들고 글꼴 자체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는 듯 하다.

궁서체는 붓글씨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꼴이기 때문에 한 획에서 두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가로획의 돌기는 두껍고 세로획의 
맺음은 가늘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즉, 
궁서체는 지금의 디지털 글자 환경에 맞게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은 이질적인 서체인 
것이다. 역으로 바로 이런 점이 궁서체가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비결은 아닐까? 누구나 
궁서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머 코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한동훈

캘리그라피의 열풍 속에서, 손글씨로 화제가 된 또 
다른 하위문화를 꼽으라면 아마 ‘새오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 슬금슬금 퍼져나가, 
새오체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분들도 
일단 들이밀면 아!, 할 만큼 대중적으로 변했다. 
새오체는 일본 작가 온다 리쿠의 소설 ‹나와 
춤을›에 등장하는 강아지 존의 ‘-하새오’로 끝나는 
어눌한 말투를 총칭한다. 일본 작가라니 당연 
일어로 쓰였을 텐데 어떻게 한국어가 됐을까? 
새오체의 직접적 탄생 계기는 이 소설을 옮긴 
권영주씨의 번역이었다. 원작자가 어미에서 특정 
글자를 의도적으로 빼 ‘충직하지만 어눌한 동물의 
심상’을 표현한 것을 어떻게 옮길까 고심하다가 
맞춤법을 틀리게 만들고 말투를 약간 변형한 것이 
‘-하새오’ 라는 말투다.

이 새오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저 
소설의 한 부분으로서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며 하나의 하위문화로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 것은 이를 응용한 다양한 시각적 
결과물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번역된 문체가 손으로 
비뚤게 쓴 글씨로 재번역되는 순간 새오체는 
문체에서 문체+글자체가 오묘하게 합쳐진 
개념으로 변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새오체를 처음 
시각화한 원작자의 신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떤 생각으로 원본을 만들었는지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원작자는 컴퓨터에 탑재된 서체를 인쇄해 
붙이는 대신 가장 직접적인 시각 언어인 
손글씨를 살렸다. 사람들의 터전에 출입하며 
공생을 원하는 벌레 가족의 심정을 표현하기에 
규칙적으로 정제된 서체는 적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른손 혹은 왼손으로 직접 썼을 
한 안내문을 붙였다. 앞선 안내문이 새오체의 
인기에 시동을 걸었다면 다음 안내문은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귀여운 고양이 가족의 온기가 
느껴진다. 이 안내문들의 공통점은 먹이사슬의 
상위 혹은 강자가 아닌 약한 개체, 뭔가 공존을 
필요로 하는 개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안내문이 담긴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딘가 눌리고 찍힌 ‘ᄋ’이나 각도, 강약이 
모두 다른 자소로 이뤄진 문장이 내게 책더미가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 같은 불안한 인상을 전해 
준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시선은 
위에서 판면을 내려다 보는 제3자인 인간의 
감각일 것이다. 정작 당사자인 벌레나 고양이에겐 
판면 그 자체가 온몸을 써서 흔적을 꼬물꼬물 남길 
수 있는, 불안이 아닌 자유로운 한 터전이었으리라. 
그런 느낌은 균형잡힌 서체로는 애초에 재현 
불가능한 요소다. 

원작자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쓴 글자 같아 

목을 길게 빼고 앉은 내 꼴을 보고 흠칫 놀랐다. 
현생에서 새 육체를 갈아끼울 수도 없는 노릇인데 
더는 안되겠다 싶어 내가 택한 특단의 조치는 
(필라테스나 플라잉 요가가 아니라) 컴퓨터와 
핸드폰 등 내가 사용하는 전자기기 화면의 
폰트 크기를 키우는 일이었다. 만약 다시 시력 
교정술을 받는다면 그 고통이 산고보다 더하다는 
라섹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너무 두려운 일이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할 바에야 내가 
화면으로 다가가지 않고 화면이 내게 다가오게끔 
‘환경설정’을 변경하는 일. 그것이 내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택한 나의 신체에 대한 
배려다. 

작은 글자는 이처럼 신체를 약간이나마 
변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시트집에만 
가면 늘 홀대를 받는다. 가끔씩 갖가지 자잘한 
시공을 위해 단골 간판집에 시트 컷팅을 맡기는데 
가늘고 작은 크기의 글자는 (게다가 명조 계열의 
서체라면) 평소 성격이 좋으신 사장님도 단번에 
낯빛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작은 글자가 담긴 
파일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듣는 첫 번째 소리는 
언제나 “한결 씨 이거 안돼요”다. 글자가 크고 
두꺼워야 능률이 오르고 작업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작고 가느다란 글자는 그만큼 비용이 
높아지거나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는다.

이런 특성을 역이용해 글자는 때로 위장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영화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2005)에서 녹슨 계단 봉에 붙어있는 
손톱만한 스파이 모집 포스터를 발견하는 장면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단에서 구르던 
주인공이 이상한 자세로 엎어져서야 발견한 
초소형 포스터는 보통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위치와 크기로 부착되어있다. 이 영화를 본 게 꽤 
오래 전의 일이고 대부분의 내용은 잊혀졌지만 
이 장면만큼은 몇 년을 두고 생각날 만큼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가끔 도통 어떻게 읽으라는 
건지 모르겠는 6개 국어로 적힌 화장품 성분표나 
전자제품 설명서, 식품 함량표 같이 빼곡하게 구겨 
넣은 글자들을 보면 나는 이 포스터가 생각난다. 
혹시 이곳에 뭔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때로 제작자의 태도로 이입하면 
고스란히 뭘 좀 숨겨놓고 싶은 마음으로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글자는 그것의 크기를 이용하여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거나 반대로 끌어당긴다. 글자 
크기가 다소 작은 본문에 대해 이걸 어떻게 읽으란 
거냐는 어른들의 푸념을 끊이지 않고 듣게 되는데, 
그게 의도이건 그렇지 않건 글자의 크기에 따라 
특정 나이 이상의 신체는 읽을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실 특정한 함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더라도 
모든 게 그렇듯 시대에 따라 본문 크기의 추이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 가끔 한 시대를 관통한 오래된 
책들을 보게 되면 글자 크기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좀 작다 
싶은 정도의 크기로 조밀하게 짜인 글 박스를 보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곤 했다는 걸 고백한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애쓰지 않아도 편히 읽히는 
본문과 대문짝만하게 써놓은 가격표 혹은 ISBN, 
조금 과장한 듯한 페이지 숫자 같은 것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원한 건 왜일까? 보이지 않는 
척 감추던 것들을 다시 일종의 장치로 과감하게 
사용하는 디자인을 종종 구경할 수 있게 된 건 요즘 
책을 감상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물리적인 크기와는 별개로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글자도 있다. - “1000/45 전용면적 
19.83m2 6P 오픈형 원룸, 6000/40 전용면적 
56.2m2 17P 투룸 역세권 2분 풀옵션.” 부동산 
유리창에 붙었다가 직방 앱으로 스캔된 이 
숫자들은 입주자의 생활에 펼쳐질 궁핍함엔 
아랑곳하지 않는다. 때문에 A4 용지 안의 미약한 
굴림체와 그 미약함이 숨기는 현실의 까마득함을 
동시에 자각하며 이 숫자를 보고 있는 나도 어쩐지 
자꾸 더 작아지는 느낌이다. 7평의 공간엔 나 
같은 XS 몸뚱아리를 몇이나 뉘일 수 있으려나, 
그때까지 내가 모아야 할 돈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같은 것을 따지다 보면 이 글자들의 용량이 그 어떤 
크고 작은 글자보다도 무겁게 느껴지는 게 나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나의 사정만큼은 
5.5pt 정도로 읽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윤충근

내가 아주 어렸을 무렵,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한국에는 엽기 신드롬이 불었다. 
엽기의 뜻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기이하고 
괴상한 것을 사냥한다’는 것이지만 한국의 엽기는 
그 뜻이 달랐다. 한국에서 엽기란 ‘비일상적인, 
괴상한’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당시 엽기는 주로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었다. 사실적인 이미지에서부터 귀여운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사람의 토사물이 
소재로 등장한 어떤 영상은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그 엽기성이 언급될 정도였다. 엽기토끼로 더 잘 
알려진 캐릭터 마시마로는 화장실, 배설물이라는 
요소를 주료 콘셉트로 이용했고, 플래시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 사업으로 진출해 억대 
매출을 누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싸이, 자두 등의 
엽기 캐릭터를 가진 가수들이 등장했으며 영화 
‹엽기적인 그녀›(2001)에서는 전지현을 등에 업고 
엽기가 매력적인 요소로까지 소비되었다. 

2002년 이후에는 텍스트 기반의 유행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햏햏’은 기쁨, 놀람, 당혹감, 
쾌감, 회의감, 깨달음 등 다양한 느낌을 모두 
나타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어이자 형용사다. 
디시인사이드의 한 유저가 댓글로 ‘아햏햏’하고 
웃는 소리를 쓴 것이 유행의 시작이라고 한다. 
아햏햏은 주로 붓으로 써진 캘리그래피로 

Body—Type

강문식

몸에 관해 기억나는 글자들을 수집해 달라고 
하셨죠? 사실 이 도판들은 제가 모으고 있는 자료 
중 하나에요. 처음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이게 생각났어요.

이 사람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손으로 만드는 
간판 작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컴퓨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손으로 간판을 만들었잖아요. 바나 카페, 
레스토랑 같은 데, 유리 위에, 암스테르담에 좀 
오래 된 가게는 한 90%는 이 사람이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네켄을 공급하는 술집이 있으면 
하이네켄 회사에서 이 사람을 지정하고, 그러면 
이 사람만이 암스테르담에서 하이네켄이란 글씨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게에. 
장인이죠 장인. 

그 아저씨 캐릭터가 참 재밌는데. 우연히 
얘길 듣고 찾아갔어요. 유지원 디자이너 
아세요? 제가 디플러스란 잡지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풀이 자리에서 만났거든요. 
저한테 암스테르담에서 만나봐도 재밌겠다고 
소개해 주셔서. 그런데 찾아가니까 이 아저씨가 
오른손을 다쳐서 은퇴한 상황인 거예요. 또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긍정적이어서 
건강하지 않아요.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긴. 맨날 기침하고 독방 같은 데서 
컴퓨터만 하고. 보통은 어느 정도 몸이 불편하면 
부정적이 되었을텐데.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저런 얘길 듣다가 그럼 왼손으로 예전 
작업을 다시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해봤죠. 그분이 자기가 했던 
작업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전봇대에 숫자를 
쓰는 일을 맨 처음 했대요. 그게 이건데. 사이즈랑 
간격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쓰던 숫자를. 
몸이 달라졌을 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까 궁금했어요. 몸이 툴인 사람이 다른 툴을 
가지게 됐을 때. 매주 가서 취재하고 과일 사가서 
나눠 먹고 술 마시고. 그 사람은 딸기를 좋아해요. 
보이죠? 지금도 딸기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딸기, 시가, 위스키 같은 걸 사가면 좋아했어요. 

처음에 붓을 가져갔는데 동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디테일이 살지 않았아요. 마카로 
하게 되면 더 움직임을 쉽게 포착할 수 있어요. 
획이 움직이는 방향이라든가 글자가 엄청 
디테일해요.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방향과 꺾임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모든 게 굉장한 
정밀함으로 계산돼 있어요. 근데 그걸 구현하는 
게 왼손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어떤 
제한에 의해서. 머릿속의 완벽한 방법과 계산이 
훈련되지 않은 몸을 통해서 현실로 나올 때 생기는 
차이들. 이건요. 하루는 창고에서 오른팔이 다치기 
직전에 완료하지 못한 간판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제가 그걸 마감해서 
직접 손으로 그렸어요. 여기까지가 원래 그 
사람이 했던 거고, 저는 여기서부터. 원래 그분이 
오른손으로 작업했던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조를 
해보기도 했어요.

아저씨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섹션이 총 세 개가 있어요 책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서술. 인터뷰. 이 사람이 반복한 
특이한 제스추어들이 있는데 그걸 인터뷰에 
포함시켜서 기록했어요. 언어도 잘 안통하고 
제가 그걸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작업들의 아카이브. 이 얼룩말이 표지에요. 
진지한 책인데 왜 표지는 그렇지 않느냐는 항의도 
있었어요. 안에는 빼곡하게 글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포트레이트라고 생각했어요. 보면 
좀 장난스럽고 다리도 웃기고. 자기 자신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 그림이 좋았거든요. 
자신감이 언제나 넘치던 아저씨에요. 노래하고 
싶을 땐 노래하고. 유쾌한 분이었죠. 누구보다도 
더치였어요.

양민영 

때는 2000년대 중반, 인터넷 패션 커뮤니티 
베스트드레서에는 매일 같이 외국 연예인들의 
파파라치 사진이 올라왔다. 지금으로 치면 
킴 카다시안이나 카일리 제너라고 할 수 있는 
패리스 힐튼, 린제이 로한 등 할리우드의 
악동들이 주로 파파라치 게시판을 채웠다. 그러던 
어느날 언뜻 크게 특별할 것 없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사진이 많은 리플과 함께 등장했는데, 
바로 그가 입은 초록색 튜브 원피스 한쪽에 
‘신흥호남향우회’라는 글자가 한글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진은 
그저 많고 많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사진 중 
하나였겠지만, 인터넷 세상의 한국어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는 2017년인 지금도 언급될 만큼 
상징적인 ‘짤’로 남았다. 

모든 글자가 그렇듯 옷에 적힌 글자 또한 
메시지이자 이미지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문구가 쓰인 옷을 입었고 또 그것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같은 글자가 메시지로 읽히는가 
하면 이미지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정 분위기를 
위한 타이포그래피나 재치있는 문구가 일상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옷 위의 글자들이라면, 사람들은 
세상에 대고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옷 위에 글자를 
적기도 한다. 이르게는 1900년대 초반 여성참정권 

운동을 했던 서프러제트들의 기록사진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가부장적 문화를 거부하고 
여성 신체의 자율성을 요구했던 그들은, 피켓 뿐 
아니라 구호를 직접 몸에 적거나 착용한 옷 전면에 
적는 등 스스로의 몸을 걸어 다니는 전광판처럼 
사용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몸 위의 옷을 
통해 발언한다. 사람들은 티셔츠를 지면 삼아 자기 
생각을 적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티셔츠를 입는다. 같은 메시지가 담긴 옷을 여러 
명이 입을수록 그 메시지의 힘은 커진다. 이때 
티셔츠는 타투보다는 몸에서 멀고 피켓보다는 
가까운 무엇이 된다. 

티셔츠를 사회적 발언의 도구로 세상에 
선보인 대표 주자는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캐서린 
햄넷이다. 캐서린은 1983년부터 ‘CHOOOS 
LIFE’, ‘STOP ACID RAIN’, ‘USE A CONDOM’ 
등 시의성 있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활동해 왔다. 
1984년 ‘58% DON’T WANT PERSHING (국민 
58%는 핵탄두 미사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당시 영국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와 악수를 나눈 사진은 아직도 
패션계의 아이코닉한 장면으로 꼽힌다.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디자이너로서 상을 받게 되어 총리 
관저에 초대된 그는 검정 재킷 안에 이 티셔츠를 
숨겼고 대처를 만나기 직전 재킷을 벗었다고 
한다. 헬베티카 서체의 글자를 인쇄 가능한 네모 
영역에 맞게 꽉 채운 ‘누구라도 읽을 수밖에 없는 
큰 글자’의 배치는 이후 슬로건 티셔츠의 대표적인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이 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2016년 
만들어진 ‘GIRLS DO NOT NEED A PRINCE 
(여자들은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티셔츠다. 
페이스북의 메갈리아 페이지 삭제 조치에 맞서 
소송을 위한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이 텀블벅은 
“한 장의 페미니즘으로 세상과 맞서다”, “일상 
속 페미니즘”을 콘셉트로 리워드 티셔츠를 
제공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기회가 되었고, 4천 명의 후원자가 목표 금액의 
10배가 넘는 모금액 약 1억 3천만 원을 후원, 
모금의 절대액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게임회사 
넥슨의 성우 김자연이 이 옷을 개인 SNS에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다가 계약이 해지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티셔츠에 쓰인 문장이나 
디자인이 과격해서라기 보다는, 이 티셔츠를 
둘러싼 외부적 요인들—예컨대 ‘이 티셔츠를 
입은 모든 사람은 메갈리아 유저다’라는 인식, 
메갈리아라는 상상적인 합집합에 대한 혐오가 
뒤섞인 사건이었던 것 같다.

최근에는 디올에서 나온 ‘WE SHOULD ALL 
BE FEMINIST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티셔츠가 유행하고 있다. 이 문구는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책 제목으로, 디올의 
여성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부임 후 첫 
컬렉션에서 내놓은 티셔츠 위에 적힌 문장이기도 
하다. 리한나, 나탈리 포트먼 등 많은 연예인이 
입었고, 한국에서는 김혜수, 현아가 입어 화제가 
되었다. (이 티셔츠는 700달러가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금방 품절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사기엔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있었다.) 요즘 
시대의 슬로건 티셔츠가 1980년대의 캐서린 
햄넷처럼 ‘저항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캠페인 티셔츠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기부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에 보탬이 되기도 한다. 
디올 티셔츠를 포함 캠페인 티셔츠의 대부분은 
후원을 위한 리워드로 제작되거나 판매 후 일부 
혹은 전액을 관련 단체에 기부해 왔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1993년부터 매년 에이즈 티셔츠를 
발매하고 있다. 원래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10만 원대의 가격을 책정한 이 티셔츠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23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매년 프랑스 비영리단체 AIDES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해 오고 있다. 마르지엘라가 
새긴 문구처럼 “세상에는 티셔츠를 입는 것보다 
에이즈와 싸우기에 적당한 많은 행동이 있다. 
그렇지만 티셔츠를 입는 것도 좋은 시작이다. 
(THERE IS MORE ACTION TO BE DONE 
TO FIGHT AIDS THAN TO WEAR THIS T 
SHIRT BUT IT’S A GOOD START.)”    

도한결

올해 초에 라식 수술을 받았다. 라식 공장과도 같은 
강남의 한 대형병원을 찾아 처음 상담을 받았을 
때 수술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해 많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최선을 찾아야만 했다. 늘어선 줄을 
따라서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며 갖가지 최첨단 
장비로 정밀 조사를 마쳤다. 다행히도 눈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 어떤 방식으로도 수술이 
가능했는데 다만 한 가지, ‘눈물 테스트’에서 
눈물이 1g도 나오지 않는 바람에 수술 후 
안구건조증이 염려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런 
이유로 절개 부위가 일반 라식의 1/10이라는 모 
라식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술 후 복원된 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하드렌즈를 낀 
채 혹시나 먼지가 들어가 길가에서 광광 울게 
될까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렌즈를 끼고 빼던 
수고가 사라져 생활이 몹시 편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수술 후 처음 시력측정을 했을 때의 
놀라움은 내가 기대한 그것이 아니었고, 때문에 
(아직이라고 믿고 싶지만) 여전히 거북목 신세는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라식만 하면 내가 화면으로 또는 
지면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모든 게 우아하게 
보일 줄만 알았다가 우연히 유리창에 비친, 

보이진 않는다. 사용하는 손의 필체는 각기 달라도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쓴 필체는 비슷하다고들 
한다. 제대로 필기구 끝에 힘을 가할 수 없기에 
다들 똑같이 흔들리고 비뚤어지기 때문인데 
새오체 원작에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라인들이 
보인다. 어쩌면 이것을 쓴 사람은 글자를 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글자쓰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적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새오체의 인기는 특유의 이미지와 
말투를 더 쉽고 편하게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 속에서, 컴퓨터를 벗어나 몸으로 
행동함으로써 파생된 새오체가 컴퓨터 안으로 
재입성하는 역전 현상을 만들어 냈다.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새오’에는 빼빼로, 에어컨, 
카카오톡 등 다양한 사물들이 말하는 새오체 관련 
콘텐츠가 게시된다. 이곳의 콘텐츠는 종이로 
써서 손으로 옮긴 게 아니라 마우스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린 것이다. 비뚤어진 글자체를 
굳이 컴퓨터 상에서 다시 ‘그린’ 이유는 작업과 
게시, 배포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손으로 쓴 감각 
특유의 어눌함을 취하고 싶기 때문이다. 새오체 
유행의 정점이 지나간 지금도 이 페이지는 유사한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며 7만 개 내외의 높은 
‘좋아요’를 유지하고 있다. 

타입페이스의 대척점 개념으로 쓰여온 
새오체지만 유행을 따라 타입페이스로 제작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민영 씨가 
타이포그래피 수업 과제의 일환으로 디자인한 
벌래체가 그것이다. 정말 벌레가 쓴 듯한 독특한 
새오체를 보고 세 벌식 탈네모꼴로 재현한 이 
서체의 특징 중 하나는 서체 파일 속 ‘ᅦ’, ‘ᅭ’ 
자소를 일부러 디자인하지 않아 실제 활용 시 
자동으로 ‘-애오’로 문장을 끝맺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새오체 결과물은 많은 사물, 많은 
상황 속에서 긴장을 녹이고 일상 속 작은 웃음을 
불러 일으키는 촉매로 지금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새오체의 본질은 무엇일까? 어느 한쪽이 문을 
닫아걸지 않고 더불어 존재하는 것. 새오체 문화가 
벌레와 인간, 고양이와 인간이 공생하기를 바라는 
원본 메시지의 차원을 넘어 몸과 컴퓨터, 손글씨와 
타입페이스가 뒤섞여 공존하는 문화로 발전해 온 
점이 흥미롭다.

김성구 

진정한 현대인-되기의 첫 출발은 불온한 헬스 
전단을 외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어 왔다. 본디 피트니스란 나에게 너무 뜨거운 
것이었다. 땀이니 노력이니 파이팅이니 하는 
것들은 촌스러운 것이자 ‘쿨’에 온난화를 야기하는 
재해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39세 두 아이의 
엄마’ 정다연 씨가 ‘몸짱 아줌마’라는 타이틀로 
한국에 몸짱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맨즈헬스가 
‘엄마 친구 아들’을 ‘쿨가이’로 재지시했을 때, 
아이폰이 상용화 되던 2010년 게이 데이팅 
어플 그라인더에서 10m 단위로 진열된 ‘이웃집 
청년’들의 수많은 근육질 토르소를 본 순간, 
나는 어느새 그 끈적하고 뜨거운 태풍의 눈에 
서있었다. 그제야 나는 쿨가이도 이웃집 청년도 
되지 못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골방에서 홀로 
구질구질하게 고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쌓였다. 불안이 내 내장을 짓누르는 
지방 무게만큼의 죄책감으로 순식간에 불어나면, 
드디어 그 요망한 헬스장 전단이 눈앞에 나타난다.

어두운 배경 속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빛나는 근육질의 육체 위로 ‘슈퍼’니, ‘메가’니, 
‘핏’ 따위의 단어들이 강렬한 컨덴스드 산세리프 
블랙으로 조판된 헬스장 전단의 불온함에 
홀린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은 죄악이 된다. 나를 
비난하는 시건방진 온갖 문구들은 망가진 삶을 
훈계하는 올곧은 프로파간다로 탈바꿈하고, 
‘쿨’이라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헬스장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이끌어 
트레이너라는 구원자를 만나게 해주는 갱생의 
등불이 된다. 당신은 죄책감으로 애써 외면해 
왔던 무거운 몸뚱이를 이끌고 헬스장으로 뛰어가 
트레이너에게 고해성사한다. 수면과 기상 
시간, 식습관, 음주량, 업무량과 강도, 심지어 
연봉까지 모든 것이 죄 덩어리다.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에서 아주 작은 영역일지라도 꿋꿋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 정진해 왔다는 얄팍한 
자긍심은 초라한 골격근량과 과도한 체지방량이 
선명하게 찍힌 형편 없는 인바디 그래프로 
대체된다. 알 수 없는 서체를 서너 가지쯤 섞어 
억지로 기울인 헬스장 전단이 문제가 아니었다. 
억지로 기울어진 것은 내 척추였던 것이다.

그래도 태풍은 언제가는 지나가는 것. 제대로 
세탁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쿰쿰한 냄새의 헬스장 
운동복과 수건에 어지러워지고, 과하게 컷팅된 
민소매 셔츠 사이로 땀방울이 영롱하게 맺혀 
있는 보디빌더들의 젖꼭지들이 신경쓰이고, 
계속 자기 가슴을 만지며 돌아다니는 한 청년의 
유난스러움이 꼴보기 싫어지고, 얼굴을 찡그리며 
덤벨을 드는 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음을 
깨닫고, 길 잃은 양을 인도하는 메시아 같던 
트레이너들이 사실 저임금에 시달리며 퍼스널 
트레이닝 영업으로 불안한 하루를 연명하는 나와 
같은 ‘인간’임을 알았을 때, 나는 비로소 헬스장을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원과 갱생의 착각은 
영원하고, 한 번 남은 희망의 발자국은 잊을 수 
없는 것.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그 불온한 전단은 
언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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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문지 크기의 이 출판물과 씨름하며, 나의 
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당신은 페이지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차원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종 우리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그렇다.) 여전히 많은 교육기관의 
그래픽 디자인 수업이 잘못 라벨링하듯, x축과 
y축을 단순히 ‘2차원’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 x축과 y축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3차원의 영역인 z축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관점은 어떠한가?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타이포그래피는 직교orthogonal하고 동시에 
정투영orthographic하는 것이다. 전자는 
타이포그래피가 다수의 다른 평면 위에 있다는 
점에서, 후자는 타이포그래피가 기호와 상징을 
통해 시간과 공간, 즉 삶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스위스의 북디자이너 요스트 요훌리는 
『책을 디자인하기: 이론과 실제 In Designing 
Books: practice and theory』에서 책의 대칭적 
속성(페이지를 넘길 때 그 축은 척추라고 할 
수 있다)과 책의 움직임(페이지들을 넘기면서 
발생하는 의미의 발전과 종이의 움직임)을 
개념화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두 페이지는 한 
페이지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한 장이 다른 
한 장을 넘어가며 생기는 두 페이지와 그것의 
대칭축 및 그것의 총체성은, 요훌리의 말을 
빌리자면, “타이포그래피의 궁극적 화합the �nal 
typographic unity”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것은 
시간의 차원을 포함한다. 그는 “북디자이너의 
임무는 넓은 의미에서 시공간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말한 시공간적 조건들을 고려할 
때, 타이포그래피는 인체의 치수와 비율에 영향 
받고, 사람들이 그것과 관계맺는 방식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인체측정학적이다. 

인체측정학의 영향력은 물리적 영역 뿐만 아니라 
디지털 영역에까지 뻗어있다. 요훌리는 “인간의 
손과 눈이 책의 사용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말한바 있으며, 2012년 애플사의 아이폰 5 
광고에는 인체측정학의 영향력이 잘 드러나 있다. 
‹엄지손가락 �umb›이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새끼손가락의 하단 부분에서 집게손가락의 
끝부분에 이르는 엄지손가락의 평균적인 
활동범위와 당시 새롭게 커진 아이폰 화면 간의 
직접적인 비례 관계를 보여준다. 비록 2014년 
애플사가 엄지손가락을 거부하는 듯한 아이폰 
6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이전에 배우 제프 
대니얼스의 목소리로 말한, 바로 그 ‘공통감각’을 
부정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커다랗고 
두꺼운 양장본을 읽을 때보다 페이퍼백을 집어서 
읽을 때 느끼는 상대적인 안도감, 혹은 아이폰 
플러스에서 당신의 손가락이 가장 왼쪽-위의 
어플리케이션에 닿지 않을 때 느끼는 일종의 
실망감과 같다.

오랫동안 인간의 몸은 건축의 가장 기초적인 측정 
기준이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약 1490년 
경 그의 유명한 글 「비트루비우스에 따른 신체 
비율」에서 로마 시대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기술한 이상적인 신체 비율과 기하학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으로 더 잘 알려진 다빈치의 드로잉과 
노트들은 르네상스 시대 건축과 미술에서 
비율이론의 토대가 되었으며, 황금비의 순차적인 
수학적 수치들과 자연 속 패턴들에서의 등장은 
동등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황금비율의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 
신전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것은 
스위스-프랑스 건축가인 르코르뷔지에의 
‘모듈러modular’의 핵심이 된다. 모듈러는 
수학, 인간 형상과 건축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까지 하나의 범세계적인 시스템으로 
아우르기 위해 그가 고안한 인체측정학적 
척도이다.

모듈러에서 단위의 기본은 한 인간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75미터의 프랑스 
남성이다. 이것은 차후에 1.83미터(5피트 
9인치)의 영국인으로 수정되었는데, 
코르뷔지에의 메모에 따르면 경찰관과 같은 
영국 추리소설물에 등장하는 남성의 키가 
언제나 6피트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수치는 
작년 가을학기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나의 선택과목을 수강한 브랜든이라는 학생의 
키와 정확히 일치한다. 현장학습차 방문한 
하버드대학교의 ‘코르뷔지에 시각예술 카펜터 
센터 Corbusier’s Carpenter Center for Visual 
Arts’에서 나와 학생들은 브랜든을 바닥에 
눕히고 벽에 기대어 서게 함으로써 그 공간을 
측정해 보았다. 종종 코르뷔지에의 건축물의 
콘크리트 입구면에 새겨 있는 모듈러는 인간을 
약 1.61:1이라는 황금비로 분할한 것이다. 즉, 배꼽 
아래로 발끝까지의 길이가 (a), 배꼽부터 머리 
위로 뻗은 팔과 손끝까지의 길이가 (b)라고 할 때, 
팔을 뻗은 상태의 총 길이(a+b)와 배꼽 아래의 
길이의 비율도 1.61:1, a:b 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1.61:1이다. 피보나치 수열을 사용하여 그 비율을 
무한히 확대/축소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르뷔지에는 모듈러가 문손잡이에서부터 도시 
전체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했다.

독일의 미술사학자 프랑크 죌너는 모듈러 
시스템에 내재된 야망과 그로 인한 허점을 
모두 인식한 사람이다. 그는 모듈러가 모든 
건축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을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 대범한 시도라고 말할 
수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접근이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20세기 후반에 건축가들, 
산업 디자이너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을 위한 
한층 포괄적인 인체공학적 기준들이 세워졌다. 
그 예로 헨리 드레이퍼스 연합의 디자이너 
닐스 디프리언트와  앨빈 틸리가 도식화한 
‘1974 휴먼스케일’이라는 정교하면서 직관적인 
템플릿들이 있다. 원판 카드 선택지들은, 예컨대 
앉거나 서기에서부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들과 공적 공간들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기준으로 측정한 6만여 개 이상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해준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은 
시대를 앞서간 움직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유사-범세계적인 인체측정학적 
시스템은 지나친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는’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거나,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영역들 아래 묶어버렸다. 분명히 
코르뷔지에의 모듈러에서 한 걸음 나아 갔지만, 
여전히 ‘인체의 시스템화the systematisation of 
humankind’는 문제적이다.

한편 그래픽 디자인과 활자의 역사에서 역시 
수학적 조화와 인체측정학적 비율anthropometric 
proportion의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구텐베르크, 그의 동료인 페터 쇠퍼, 프린터/활자 
디자이너인 니콜라스 젠슨이 제작한 책의 화면 
비율에서 황금비를 발견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후 독일 디자이너 얀 치홀트와 같은 다른 활자 
제작자들에 의해 확장 및 계승되었다. 치홀트의 
동료인 파울 레너는 인간중심적 디자인에 흔히 
따라오는 실용주의에 대해 말했다. 예를 들어, 
“보통 책을 읽을 때 책의 하단부 가장자리를 잡기 
때문에” 2:3 비율의 화면에서 가장 큰 여백은 
화면의 하단부에 할당된다. 레너가 암시하듯 
복잡한 세계의 시스템들을 뛰어 넘는 공통감각이 
존재하며, 역사적으로 디자이너든 다자이너가 
아니든 간에 인간은 신체를 타고난 측정장치로 
이용해왔다. 예컨대 ‘푸트’(야드-파운드법에서의 
길이 단위)는 발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치’는(많은 
언어권에서 인치는 엄지손가락을 뜻한다) 사람의 
엄지손가락 너비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측정해 왔고, 
신체를 그 기준으로 표기함에 따라 점차 직관적 
스케일의 단위가 발전했다.

Having wrestled with the large newsprint 
format of this very publication and managed 
to find your way to my essay here, I’m sure 
you’ll agree that the page is inherently 
multidimensional (to the point of being 
awkward at times). Rather than the basic ‘two-
dimensional’ description that still mislabels 
graphic design programmes at various 
academic institutions, the X and Y axes that
we operate within on any computer screen 
are subject to the three-dimensional vertical 
Z axis we encounter in everyday life. With 
reading, typography is both orthogonal (it 
operates on multiple, divergent planes) and 
orthographic (it communicates space and 
time—life—through signs and symbols). In 
Designing books: practice and theory, Swiss 
book designer Jost Hochuli outlines the book’s 
symmetrical codex properties (‘Its axis is the 
spine, around which the pages are turned’) 
and its kinesis (‘…the sense of movement and 
development, which comes with the turning 
of the pages’). By Hochuli’s description, the 
double-page spread is of greater importance 
than the single page. This axis of symmetry 
and the totality that comes from the movement 
of the double-pages, turned over one another, 
can be understood as what he calls ‘the 
final typographic unity’, one that includes 
the dimension of time. The job of the book 
designer, he concludes, ‘is in the widest sense 
a space-time problem.’ Given these spatial and 
temporal conditions, typography is necessarily 
anthropometric: informed by measurements 
and proportions of the human body and 
conditioned by our interactions with it.

This anthropometry extends across both 
physical and digital space. Hochuli observes 
that the book ‘as a usable object is determined 
by the human hand and the human eye.’ Apple 
Inc. summed up the manual aspect of this 
relationship with a television commercial 
that introduced the iPhone 5 in 2012. 
Titled ‘Thumb’, the ad illustrates the direct 
proportional connection between the average 
span of a thumb from the base of a pinky to 
the tip of an index finger (‘Your thumb: it 
goes from here to here.’) and the size of their 
then-newly increased screen size (‘This bigger 
screen: goes from here to here.’). Even though 
Apple soon contradicted the ‘common sense’ 
cited in actor Jeff Daniels’s voiceover with the 
release of the thumb-defying iPhone 6 Plus
in 2014, the point remains. It’s why you might 
internally feel a sigh of relief when picking up 
a trade paperback to read, compared with an 
oversized hardcover coffee table book. Or a 
sense of frustration when you can’t reach the 
top left app on an iPhone Plus. 

The human figure has long been a principal 
source of measurement in architecture. Ideal 
human proportions and their correlation with 
geometry described by the Roman architect 
Vitruvius were elaborated by Leonardo da 
Vinci in his iconic The proportions of the 
human body according to Vitruvius, circa 
1490. Better-known as Vitruvian Man, Da 
Vinci’s drawing and notes formed the basis of 
Renaissance proportion theories in art and 
architecture. The sequential mathematical
quantities of the golden ratio and its 
appearance in patterns found in nature 
were equally influential. In evidence as far 
back as ancient Greek temples, the so-called 
divine section was a key factor in Swiss-
French architect Le Corbusier’s Modulor 
anthropometric scale, which he devised to 
reconcile not only maths, the human form, and 
architecture, but also beauty itself into
a single universal system. 

Modulor’s fundamental unit was simply 
one human: more specifically, an average 
1.75-metre-tall Frenchman. This was later 
amended to a 1.83 m (5 ft 9 in) Englishman, 
apparently because, as Corbusier noted, ‘in 
English detective novels, the good-looking 
men, such as policemen, are always six feet 
tall’. This also happens to be the exact height 
of Brandon, a male graduate student in my 
‘X, Y, and Z’ elective class at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last autumn. On a field 
trip to Corbusier’s Carpenter Center for the 
Visual Arts at Harvard University, we made 
him lie on the floor and stand against walls 
so we could measure the space in ‘Brandons’. 
The famous figure of Modulor Man, often cast 
directly into the concrete façades of Corb’s 
buildings, is segmented with a golden ratio 
of approximately 1.61: the total height of the 
figure with arm outstretched (a+b) is to the 
height up to the figure’s navel (a), as (a) is to 
the distance from head to raised fingertip (b). 
The proportions are infinitely scalable up or 
down using a Fibonacci progression, which, as 
Corbusier boldly claimed, could thus provide 
measurements for all aspects of design, from 
door handles to entire cities.

German art historian Frank Zöllner recognised 
both the ambition and hubris of the Modulor
system: ‘In one sense it represents a final brave 
attempt to provide a unifying rule for all
architecture—in another it records the failure 
and limits of such an approach.’ In the late 20th 
century, more inclusive ergonomic standards 
for architects, industrial designers, and 
engineers were established with schemes like 
Henry Dreyfuss Associates’s 1974 Humanscale, 
a set of elaborate yet intuitive templates by 
HDA designers Niels Diffrient and Alvin R. 
Tilley. The circular card selectors provided 
access to over 60,000 human parameter data 
points from standing and sitting, to legibility 
principles and public space (all of which 
naturally apply to the act of reading, too). In 
a progressive move for the time, wheelchair 
users, disabled, and elderly were included. Yet 
within the parameters of a pseudo-universal 
anthropometric system, broad generalisations 
were still made: people were categorised as 
‘handicapped’, and widely differentiated and 
heterogeneous demographics were invariably 
grouped under oversimplified rubrics. 
Progress had been made from Modulor 
Man, certainly, but the systematisation of 
humankind remained problematic. 

Mathematical harmony and anthropometric 
proportion have precedent in graphic design 
and type history too, of course. The golden 
ratio is evident in the page structure of 
books produced by Gutenberg, fellow printer 
Peter Schöffer, and printer/type designer 
Nicolas Jenson, later taken up and expanded 
upon by the likes of German typographer 
Jan Tschichold. His friend, type designer 
Paul Renner reminded us of the common 
pragmatism that follows human-centred 
design: with a 2:3 divine page-size ratio, 
the largest margin conveniently falls at the 
base of a page, ‘because we hold the book 
by the lower margin when we take it in the 
hand and read it.’ As Renner implies, there’s 
an element of sheer common sense that can 
often upstage convoluted universal systems. 
Humans—designers and non-designers alike—
have historically used the body as a natural 
measuring tool. The foot (the imperial unit 
of measure) is based on the foot (that thing at 
the end of your leg); inches on the width of the 
human thumb (the word for ‘inch’ is the same 
as ‘thumb’ in many languages). As designers 
(and as people) we constantly measure things. 
By gauging and indexing units based on 
body proportions, an intuitive sense of scale 
is developed. A kind of dimensional rule of 
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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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네. 어쩌다 보니 씨오엠하고도… 
제가 초대한 작가님들은 주변 

환경이 가진 맥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세요. 
그래선지 오히려 그걸 활용하려 애쓰시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기찻길이 있다면 기차 
소리가 들리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기차 
소리를 이용하고 싶다는 거죠. 바깥의 풍경을 
작업과 실시간으로 반응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이야기들. 그게 흥미로웠어요. 

윤율리: 원래 가안으로 잡은 타이틀은 ‹글자, 
이미지 그리고 감각›이었죠. 그건 그대로 
가나요? 어떤 의미를 담은 제목인가요?

권민호: 그게 글자에 대한 제 
생각과 연결되는데요. 표면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그래픽 
디자인계에서는 이미지 작업을 퉁쳐 부르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그걸 얘기하거나 
연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디자인계에서 
통용되는 일러스트레이션이란 결국 장르화된 
그림들, 웹툰, 게임 그래픽, 캐릭터 디자인, 
그것도 아니면 뭐 유럽 여행가서 비뚤비뚤하게 
그린 손그림들? 학생들과 수업하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감독님께서 처음 큐레이터직을 
제안하셨을 때 좀 의아하면서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바로 그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좀 두서없지만 최근 추사 
김정희의 서화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 
작품 중에 네 개의 글자로 구성된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세 번째 글자를 
대신해서 갑자기 코끼리가 그려져 있어요. 
왜 글자를 쓰다 말고 코끼리를 그려 놨지? 
코끼리가 여기서 행하는 바가 뭘까? 저는 제 
역할을 그렇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윤율리: 이야기를 잠깐 돌려 볼까요? 아까 
문장현 님 이야기에서 한글에 대한 언급이 
등장했어요. 이건 그냥 제 궁금증인데 
타이포잔치가 꼭 한글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하나요?

문장현: 의무감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은 그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 급히 참여하게 됐는데… 의도한 것들은 
그 의도만큼의 부자연스러움이 생기잖아요. 
일부러 중요도를 부여하는 느낌은 아니었음 
좋겠단 게 저희 팀 방침이에요. 고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초에 이게 의도된 면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 어떻게 더 나아보이게 할 수 
있을지.

채병록: 균형인 것 같아요. 초기 타이포잔치는 
동아시아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던 
행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비엔날레에 
참여해 첫 미팅을 가졌을 땐 정작 아시아 
작가들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모든 디자이너가 
작업을 워낙 잘 하고 있는, 흔히 말해 
슈퍼스타들로만 구성된 느낌이었어요. 권민호 
님이 아까 역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 역시 
제 입장에선 비슷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작가들을 모아 놓고 
보니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자연스레 한글 작업으로 풀리는 면도 있었어요.

문장현: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주어진 
역할이라면 사실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채병록: 그런데 이 타이포잔치라는 것이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중심이 되는 
행사잖아요? ‘문자’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한글에 대한 의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이곳, 그러니까 로컬의 생기가 
묻어나지 않을까요? 

윤율리: 지금 김나무 큐레이터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그쪽 파트 근황을 간단히 들어볼게요. 
타이틀이 ‹붉게 쓰기›였죠? 저한테는 얼핏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뉘앙스로 들렸는데요.

김나무: 초반에 큐레이터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할 때 조금씩 관심사가 달랐어요. 
감독님이 그 부분을 염두해서 제 파트를 
안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관심있는 걸 잘 해야겠다는 마음, 그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체에 제약을 두지 
않고 ‘붉게 쓰기’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포집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느낌이 있죠. 스케치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일 것 같다는 감이 잘 
안오거든요. 또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들이 
많아서 큐레토리얼이 부각되는 면은 적을 듯 
합니다. 저 역시 작업을 출품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이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율리: ‘붉게 쓰기’, 부제는 ‘몸과 
타이포그래피가 맞닿은 곳’이네요. 
이 모티브는 어디서 온 건가요? 

Curator Small Talk: D-57 5th Typojanchi

Curator Small Talk

김나무: 누가 복음에 나오는 두 구절*을 
인트로로 삼았습니다. 타이포잔치 아이덴티티 
컬러인 붉은색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요. 
붉은색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되잖아요, 피, 
정열, 움직임, 노동…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으려 합니다. 
*이것은 진정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19-21). 편집 주.

윤율리: 원래 기독교인이신가요? 

김나무: 아뇨. 종교는 없습니다. ( ). 

윤율리: 이번에는 허민재 큐레이터께 질문할 
차례에요. 앞서 소개해 주신 클래식한 주제들 
틈에서 가장 ‘아방’한 전선에 계신 듯 해요. 
‹10명의 어머니와 100명의 딸들›은 움직이는 
이미지, 밈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이런 주제를 
선택하셨는지 쭉 궁금했습니다. 

허민재: 어… 맨 처음은 ‘글자가 움직이는 
것’부터였나?

채병록: 사실 처음에는 허민재 님과 문장현 
님의 접근방식이 대단히 비슷했거든요.
이미지로서의 무언가를 상상해 보자는 것. 

윤율리: 그럼 작년 사전워크숍을 거치면서 
발전된 기획인가요?

채병록: 젊은이들의 요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다 시작됐어요. 김래원의 콧구멍이 
문자로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현상.

윤율리: 아… 김래원 콧구멍이요.

허민재: 이모티콘의 경우처럼 단순히 사람들이
글과 이미지를 혼재해 대화한다, 이게 커뮤니티 
안의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짤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짤에게도 삶과 
죽음이 있더라고요. 그네들은 누군가에 의해 
생성되지만 마음대로 죽지는 못해요. 

진행: 윤율리
Moderater: Yoon Juli
기록: 김하은, 하시연
Record: Kim Ha-eun, Ha Si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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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원래 그 공간을 제가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직 뚜렷한 기획이 잡히기 
전이었는데, “타이포잔치에 한글이 너무 없다”, 
“진지한 연구가 들어가서 전시에 무게를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안병학 감독님 말씀이 
있었고요, 문장현 님 파트에 그 공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에 제가 동의하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제 공간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됐지만. (ㅋ). 

허민재: 맞아요. 그곳이 특히 중요한 
공간이라는 판단 하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권민호: 그런 현실적인 배려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타이포잔치에 한글이 없다는 
문제를 어떻게 세련되게 개선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냥 무작정 작업을 가져와 
채우기보단 확실한 기획을 원하셨던 감독님의 
고민이 반영된 공간 배치입니다. 

문장현: 이제야 이유를 알게 됐네요. 
감독님이 속시원히 얘기를 안해주셔서 
저는 이걸 처음 듣어요. 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 ). 

권민호: 문화역서울이 그렇다 해서 특별한 
개성이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또 1층에 비해 
2층은 평범한 사무실 같은 방들의 나열이에요. 
배치에 있어선 저희에게 각각 부여된 공간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질 주로 토의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면 구 서울역사 
자체랄까? 서울역이 어떤 곳인지, 서울역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뒤에 어떤 
풍경이 있는지, 왜 그렇게 예배들을 열심히 
드리는지, 뭐 그런…

문장현: 오늘도 어마어마하던데요?

권민호: 저희 첫 미팅에서 그런 얘길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그룹전은 아니잖아요? 작가들이 가진 
뾰족뾰족한 개성이 있고, 그것들을 좀 느슨하게 
모아야 한다고 봤거든요. 그게 비엔날레의 
역할이고 대형 그룹전과 다른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톤을 맞추려는 
노력은 자제하고 있어요. 음, 저는 감독님께서 
작업에 대해 디테일하게 언급하시면 좀 
도망가고 그래요. 최대한 작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맞추어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공간의 
제한들, 그러니까 뭘 붙이기 어렵다든가 뚫기 
어렵다든가 하는 문제들도 작가들 스스로가 
방법을 고안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율리: 큐레이터의 롤을 일정 부분 작가들과 
공유하시는 거군요. 

윤율리: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써 타이포잔치 
본전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현재 
진행상황과 함께 각각의 현황을 들어보고자 
큐레이터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받은 파일을 기준으로 해보면요, 문장현 
큐레이터께서 참여하시는 ‹글자와 책의 
해부학›이 첫 번째 코너로 소개되어 있거든요. 
시작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문장현: 네. 안녕하세요. 첫 이야기를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만, 저희 팀, 그러니까 저와 
박지훈, 전가경 님이 전체 기획에는 제일 늦게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주제도 실은 저희가 
먼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이다보니 별도로 작가를 섭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큐레이터들끼리 팀을 짜 협업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쓰기의 시간들›로 
바뀌었어요. ‘책’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글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 도출된 핵심 개념은 동아시아의 
문자, 즉, 한자로 ‘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세웠을 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단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쓰기’라는 말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율리: 한자어 ‘서’를 ‘쓰기’라는 우리말로 
옮기신 거군요? 

문장현: 그렇죠.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타이포잔치에 소위 막차를 타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그것은 여전히 궁금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한글과 한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한 거죠. 특히 한글에 대해서요. 한글을 
이야기하다 보면 한자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박지훈 님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관련 분야에 조예가 깊으십니다. 전가경 
님은 연구자시다 보니 어떤 작업을 생산하는 
것, 시각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도, 
콘텐츠를 꾸리는 것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여겨 합류하시게 됐습니다. 실제로 큰 줄기에 
대해서는 전가경 님이 많이 애써주셨고 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박지훈 님이 많이 내주셨어요. 

윤율리: 동아시아권에는 쓰기에 대한 독특한 
정신문화가 많은데요, 그런 것과 연관되는 
기획인가요? 

문장현: 그렇기는 하나 이야기가 깊고 방대해서 
모든 부분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전가경 님은 
2000년대 이후 한글을 다루는 디자이너들이 
작업과 태도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쓰기의 현재›라는 이름으로 
분석합니다. 박지훈 님 파트는 ‹쓰기의 
연대기›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초기 인쇄물에는 명필들의 글자와 다시 
그것을 모각해 인쇄한 결과물들이 등장해요. 
우리 문화에도 그런 흔적이 있는데 이것들은 
인쇄물과 육필의 묘한 경계에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보여주는 것이 박지훈 님 파트입니다. 
저는 두 분의 아이디어를 그래픽 작업으로 
구현합니다. 우선은 ‹쓰기 너머›라는 제목을 
붙여 두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선 글자를 
사방에 새겼잖아요? 옷, 침구, 집, 그릇… 주로 
수복강녕의 바람을 담아 엄청난 정성, 상당한 
솜씨를 들여서 글자를 디자인했습니다. 또 
그 당시의 유행보다도 더 과거의 형식을 
채용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해서를 쓰던 
시대라면 전서나 예서로 된 그래픽을 가구에 
새긴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반복되는 행위가 
형태로 드러나면서 극한의 밀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보면서 이를 
한글에 적용해서 작업해 보려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취하기보다는 컴퓨터 코딩을 
통해 반복되는 밀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윤율리: 공간 문제는 많이 해결되셨나요?

문장현: 오늘 씨오엠과 이야기를 나눈 참인데 
저희가 가장 늦게 합류한 팀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방에 떡하니 기둥 네 개가 놓여 
있어요. 그 기둥을 피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결국 이걸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문화역서울이 오래된 건물이어서인지 
대칭적이고 제의적인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당집 같은 콘셉트도 생각했는데요, 공간에 
그런 의미를 심되 너무 노골적이지는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의적 성격을 띈 디자인을 
이야기하면 그런 작업을 많이 선보이신 채병록 
큐레이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전가경 
님께서도 특히 채병록 님 작업을 레퍼런스로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괜히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실지…

채병록: 아, 저 말입니까? (ㅎㅎ). 

윤율리: 기둥 얘기가 재미있는데요. 문화역서울 
전시가 늘 힘들거든요. 공간 때문에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지만 그래봐야 선택지는 별로 
없고, 구멍 뚫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데 
비상등이나 소화전을 가릴 수도 없어요. 
작업을 보여주는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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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Body: Interview about the Body of Designers

  Q
  1
  당신의 시력은 몇입니까?

권혜은  좌 0.1 우 0.3
황규선  원래 시력은 -3정도  
   되는데, 렌즈 삽입을 하여 

지금은 1.0입니다. 
김장우  0.2 / 0.2
심대기  양쪽 모두 1.0입니다.
전가경   평균 1.2 (좌우 편차 있으나 

스트레스에 따라 시력 
저하되기도).

윤성서  0.1에서 0.2 사이.
루쉬 클랍   무지무지 예리한 시력을 
  가졌답니다. 독수리처럼요. 
선주연    좋아하는 것은 잘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보입니다. 특히 점점 
호불호가 강해져 원하는 
대로 혹은 편한 대로 
인지해 버리는 불편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의 
시력 상태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물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심하는 부분입니다.

줄리아 가빈 꽤 좋습니다.
미구엘 발디비아 좋은 질문이네요!
최유진  크게 나쁘지 않은 난시.
에릭 브란트  평생 시력이 20/20 

이었는데, 지금은 안경을 
써야 해서 마음아파요. 

한웬빈  엄청 좋습니다.
한정훈  0.8.
테드 데이비스 20/20 = ‘완벽’. 
   저는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하루 온종일 
화면을 쳐다봐요. 제 눈이 
무사하다는 건 기적에 
가깝죠!

왕유안  ‘시계 제로’.
다니엘 비스만  안과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안경을 쓸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네요.

빠키  양쪽 눈 마이너스 4.5.
베니 아우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테츠야 츠카다  눈꺼풀만 겨우 보이는 

정도. 
함준서   교정 전 0.3 정도, 안경을 

쓰면 1.0 정도입니다.
크리스 로    시력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더 멀리 
보기 위해 안경을 쓰죠.

테레자 룰러  20/15입니다. 이 숫자는 
시력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20/15는 
평균보다 예리하다는 걸 
의미해요. 안경을 끼지 
않습니다.  

Shim Daeki: The title of the workshop is 
Fieldwork: Observation and Recording. It starts 
from the perspective of Nick Sousanis which 
states that the act of seeing is a continuous 
conversation which occurs from two different 
sources. Such an act of ‘seeing differently’ is 
the basis of an observational record-keeping of 
anthropologists. How would this be applied to 
projects of designers and artists: I ask something 
like this. To tell you some materials for the 
workshop: Giorgia Lupi and Stephanie Posavec’s 
Dear Data which recorded their daily life on 
postcards in the form of information sketching, 
Everything Sings by Dennis Wood, a geographer 
who recorded on a small village into a map of 
ideas, and 100 Days by designer Michael Bierut 
who repeatedly performed a single rule for over 
100 days and recorded on it. In the workshop, 
the audience would converse with their body 
by using all possible senses by walking around, 
seeing and listening, and share the outcome 
with others. They would find joy coming 
from the continuum of discovery-recording-
interpretation in the process of specifying what 
is obscure through the body conversation. But 
the target audience might be likely to be non-
experts. I and James Chae had originally thought 
that students as design majors would attend the 
workshop. We need to complement it to befit the 
circumstance. 

Yoon Juli: Besides Shim Daeki, is there anyone 
who prepares for other events or programs?  

Chae Byungrok: Hyundai Motors wants to use 
the long corridor in the space of Culture Station 
Seoul. It would be a space to sit down for a while 
and look at books and materials – a resting 
spot. When my staff went to Taipojanchi, they 
used to take souvenirs of partner companies 
like Doosung Paper or Ahn Graphics. It looked 
very cool to me. I wish there could by such fun 
elements this year, too. 

Yoon Juli: A big crowd will come, so it won’t be 
so easy. 

Chae Byungrok: I know that about 34,000 came 
to the third one, and 40,000 came to the fourth 
one. The goal is 50,000 this time, but there 
will be more to come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Seoul-ro 7017. So, if you are to making 
something, it should be 50,000 pieces, no matter 
what. 

Huh Minjae: Hyundai Card Library on my part 
presents an aligned exhibition, and their artist 
line-up seems interesting - James Chae, Anja 
Kaiser and Gilles de Brock. The title is ‘Acting 
Bodies’ where roles of the body will be presented 
via various media including photography, 
lithograph, installation, video and performance 
amid discourses on design. Please come and 
watch them. The exhibition opens on September, 
and closes on January 7 next year. 

  Q
  3
  당신의 몸은 어떤 문자를 
  닮았습니까?

권혜은   
황규선  D를 닮은 것 같습니다. 
  (등이 굽어서).
김장우   
심대기                    W
전가경    (딸에 의하면) 
윤성서   i
루쉬 클랍  대문자 R
아이케 쾨니히  ¥
줄리아 가빈  f
미구엘 발디비아 아마도 알파벳 Z 
최유진  R
에릭 브란트 K
한웬빈  H
한정훈   f
빠키  
베니 아우   b
테드 데이비스  i
왕유안                    W
다니엘 비스만  i
테츠야 츠카다 て(일본어 히라가나)
함준서    한자의 옛 형태들이 

그림문자 같고 재미있는 
형태가 많던데, 그 중 
귀신 귀鬼 자의 옛 형태가 
떠오릅니다.

폴라 트록슬러 PK
크리스 로   젊을 때 말인가요? 아니면 

지금? 아마 문자  또는 B? 
혹은 R을 닮지 않았을까요?

테레자 룰러 소문자 a
안나 쿨라첵 S
캐서린 안냔고  큰 점을 가진 소문자 i가 제 

아프로 스타일을 상징해요. 
히데치카 이이지마 Q (대문자)
리차드 니슨 X 또는 L, 슬플 때는 f.
엘리엇 얼스  X. 지난 25년간 매주 

6-7일씩 러닝을 했어요. 
이 심근강화 운동이 저를 
X로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존 & 크리스토퍼  마른 다리를 가진 b
에릭 드 밤 6
타카히로 야스다  l (L의 소문자) 

Shim Daeki: How did you invite the artists? 

Huh Minjae: Many of them were recommended 
by Rodina. She recommended artists she met in 
other biennales. This time, it is somewhat hard 
to communicate with four artists from abroad. 
What about you, Byungrok? 

Chae Byungrok: The available time for contact 
varies by country. 

Shim Daeki: I communicate with artists from 
the U.S., U.K, Netherlands, Germany, Belgium, 
Switerland, Ukraine, China and Japan. Time 
differences by continent are so big. 

Yoon Juli: You would have to be all awake when 
you need to urgently contact them. 

Shim Daeki: The biggest challenge was to 
communicate with Ken Garland, who is about 
87 years old. I found his email address on his 
website and contacted him, but he doesn’t 
read it. He has not read it for months. So, I got 
another one from a British artist I know and 
not again. I could not contact him for almost 
six months. So, I found his phone number and 
address through a local acquaintance of mine, 
and it was successful, which was yesterday. 
I contacted him on the phone for the first time, 
and he said he could not talk long because he 
was doing something, and asked me to call him 
again at 7:00 pm U.K. time. I definitely waited 
because he was on my top invitee list. I called 
him at 3:00am Korea time, and he said he would 
love to participate as an artist. I was so thrilled. 

Yoon Juli: True, communication in any planning 
is the most complicated variable. Were there 
any other difficulties for curators? Let’s exclude 
the budget issue. I know what you would say. 
(laughter).  

Chae Byungrok: We tend to contact the artists 
we know of, right? But things inevitably do not 
work out well as we contact them. It is like saying 
yes, and no, and yes, and no, repeatedly due to 
reasons which are either personal or business-
related – hard to distinguish the two, though. 
If they fail to keep the promise, unpleasant 
feelings linger on. When I use my personal 
network, there might be side effects or hurtful 
feelings despite a good intent. 

Shim Daeki: By contrast, some foreign artists 
I know of contacted me to participate – excellent 
designers. It happened twice, but casting was 
already over. I felt so sorry, and true, they would 
find it regrettable. It is a sensitive issue. 

Huh Minjae: Taipojanchi seems like a renowned 
event. You know how there are lots of Korean 
students in Europe? Since the artists are lecturers 
in any of these countries, it is said that they ask 
various questions to their students once they 
get an offer. Then, the Korean students cheered 
them up in participating in the highly acclaimed 
event. It was so nice to hear that.

안나 쿨라첵 좋아요.
리카코 나가시마  맨눈으로는 0.01. 렌즈를 

끼면 0.8 안경 착용시 0.7.
캐서린 안냔고 양쪽 눈이 -4.50입니다.
히데치카 이이지마 맨눈이에요.
리차드 니슨  정말 시력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요즘 
포장지에 써있는 작은 
영양성분표가 잘 읽히지 
않아서요.  

엘리엇 얼스   40살이 될 때까지 20/20 
시력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독서용 안경을 
씁니다.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강한데 저는 
‘게으른’ 눈이라 불러요.  

  이중으로, 
  흐릿하게 보입니다. 
에릭 드 밤  왼쪽 마이너스 2. 
  오른쪽은 마이너스 1.75.
타카히로 야스다  맨눈으로는 0.1도 

안됩니다. 안경을 끼면 
1.0이에요.

  Q
  2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검지파와 
약지파. 당신은 

  어느 쪽이 더 깁니까?

권혜은  약지.
황규선  약지파입니다. 
김장우  검지.
심대기  약지.
전가경  약지.
윤성서  길이가 똑같습니다.
루쉬 클랍  어, 정말 모르겠어요.
아이케 쾨니히 중지파.
줄리아 가빈 검지파.
미구엘 발디비아  저는 대체로 중지가 긴 

사람들을 좋아하죠.
최유진  비슷.
에릭 브란트  중지파의 일원인데, 
    현재 미국 대통령이 된  

끔찍한 괴물의 영향이 
큽니다. 

한정훈  약지.
테드 데이비스  약지가 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글링하시오*

왕유안  약지.
다니엘 비스만  페이스북을 생각하면 

엄지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베니 아우  약지.
테츠야 츠카다 약지.
함준서   지금 보니까 약지가 더 

기네요.
폴라 트록슬러 중지파.
크리스 로   약지가 검지보다 길어 

보이는군요?
테레자 룰러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검지파 사람입니다. ;-)
안나 쿨라첵  , 글쎄요. 전 아직 
  ‘링 핑거’에 반지가 없어서.
리카코 나가시마 약지.
캐서린 안냔고  검지파예요. 좋은 

질문이군요!
히데치카 이이지마 길이가 같습니다.
리차드 니슨 약지파의 일원입니다.
엘리엇 얼스  검지가 훨씬훨씬 더 

에로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쪽을 선택합니다.

존 & 크리스토퍼  약지요.
에릭 드 밤 약지.
타카히로 야스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지가 길어요.

Chae Byungrok: More than ever before, 
Korean designs and designers are getting 
global attention. There is not so much of 
an interest in Japan compared to the past. 

Yoon Juli: As long as you look for designers 
from Seoul, there are just so many superb 
designers, which is a problem for each of them. 

Shim Daeki: True. Just so many out there.

Chae Byungrok: But I think highly of the fact 
that they try to do things hard independently. 

Yoon Juli: As is the case with many designers 
participating in Taipojanchi, it has become 
the norm these days for them to run their 
independent studio and continue on with their 
works. There might be reasons why decent jobs 
are declining in number, and there might be 
issues of expectations and goals. 

Chae Byungrok: There might also be haters 
of Taipojanchi as many as admirers, which 
requires improving its image in this aspect. 

Huh Minjae: Due to excessive requirements, 
it might leave unfavorable images to those 
involved or we are scolded even more. 

Kwon Minho: I think that convergence boils 
down to inclusion to what extent. Would it be 
a place for design experts in a confined manner, 
or an exhibition for a multitude of people to 
enjoy together? 

Yoon Juli: There might be starkly different 
answers to the question of “Who are the design 
experts?”

Huh Minjae: Right. Just like we think hard 
about workshop participants, we talked a lot 
about the goal of Taipojanchi internally. It was 
decided to settle into the direction we have 
pursued so far for this time. It might be a regret 
for change-seekers. 

Moon Janghyun: Just being curious because 
I joined late, did all the curators take part in 
deciding on the theme of the ‘body’? 

Shim Daeki: No. We took part when the theme 
was already decided. 

Yoon Juli: The theme might have strong likes 
and dislikes. There has been almost no renewed 
discourse on the human body since 2000, so it 
accompanies a certain level of difficulties. 

Huh Minjae: I naturally tend to seek for 
exhibitions or works to do with the body these 
days. It would keep lingering on. Wouldn’t it be 
true that the body is less frequently discussed 
around us? 

Shim Daeki: When I first heard of the topic, 
I thought it would have such a broad scope. 
I expected the results would vary as such, but 
I was somewhat taken aback by research data 
and publication projects that unexpectedly 
abounded. 

Chae Byungrok: Such a broad topic, indeed. In 
the group chat room of the curators at first, we 
used to photograph body-related banners or 
ads seen on streets and share them in the online 
room. 

Yoon Juli: I am curious to know what design 
experts recognized first immediately in such 
scenes. (laughter).  

Moon Janghyun: Have you decided on 
individual themes yourselves? 

Shim Daeki: Yes. We started thinking about the 
themes derived from our individual interest. 
Curators would bring in themes they liked, and 
discussed with others including the directors to 
develop them further. Maybe for 2~3 months 
from the end of 2016. The current planning 
came about after that very journey. 

Chae Byungrok: I truly liked our first meeting. 
It was the first time for us to talk together, so 
was very meaningful. 

Moon Janghyun: As a later joiner, I found it 
slightly awkward, by contrast. 

Chae Byungrok: Since all the curators are 
mostly in their 30s and 40s, there were certain 
untapped domains, so the director fixed the 
puzzles in a unique way because he is the one 
capable of doing things which we cannot. 

Moon Janghyun: Maybe because I am not so 
young, or because of my personality, I prefer 
formalities but it is great to see free-spirited 
works of very young designers. By contrast, 
dogmatic works of seasoned or senior artists 
have their own charms and roles. It seems that 
designs in Korea have not combined these two. 
Something new appeared by killing the old 
at all times. I wish to see their tempo-spatial 
coexistence. It does not mean that Taipojanchi 
should be in that direction, though. 

Yoon Juli: Your comment happened 
to be a closing remark. Thank you, 
everyone.  

Hey Body

존 수에다 & 크리스토퍼 하마모토
(이하 존 & 크리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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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거진

기획

윤율리, 이마빈 

디자인

조현열

외부필자

강문식, 양민영, 도한결, 

윤충근, 한동훈, 김성구

2호

매거진 2호는 타이포잔치 본전시 즈음에 발행한 소식지로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로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다루며 본전시와 연결했다. 

구성

몸과 글자 관련 작업 소개, 제임스 고긴 기고문, 큐레이터 좌담, 몸에 대한 디자이너의 다양한 

생각들, 

2 3Body—Type Gang Moonsik Body—Type Yang Mea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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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기 중 나머지와 유형이 다른 단어를 하나 고르시오.

Identify the word which is the odd one out.

MIX 
NOBLE 
AUTO
TAXI
MOUTH 

1.

4.

2.

5.

3.

126

59 오른쪽 페이지에 
굵기가 다른 
필기구로 선을 네 개 
그리시오. 

DRAW FOUR 
LINES USING 
ON THE RIGHT 
PAGE USING 
PENS OF 
DIFFERENT 
THICKNESS.

68

글자 크기 7포인트, 글줄 사이 10.5포인트로 조판한 것을 
고르시오. 

Identify which text is typeset in 7pt type size with 
10.5pt leading.

30

글줄 사이는 "앞 글줄의 밑선에서 다음 글줄의 밑선까지의 간

격을 말하며, 프로그램에서 글자의 중심부나 윗부분을 기준선

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측정 단위는 포인트이다. (...) 이 

공간 값은 낱말사이 값보다는 항상 커야 하며 특히 한글은 최

소한 글자 크기의 1/3 이상이어야 가독성이 유지된다."

글줄 사이는 "앞 글줄의 밑선에서 다음 글줄의 밑선까지의 간격을 

말하며, 프로그램에서 글자의 중심부나 윗부분을 기준선으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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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사이 값보다는 항상 커야 하며 특히 한글은 최소한 글자 크기의 

1/3 이상이어야 가독성이 유지된다."

글줄 사이는 "앞 글줄의 밑선에서 다음 글줄의 밑선까지

의 간격을 말하며, 프로그램에서 글자의 중심부나 윗부분

을 기준선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측정 단위는 포인트

이다. (...) 이 공간 값은 낱말사이 값보다는 항상 커야 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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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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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희 씨, 
영문 각주에서 책 이름은 이탤릭으로 해주세요

144

21

22

2623

24

254.

1.

3.

세로줄의 글자를 겹쳤을 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흰 블록으로 나타낸다.

27

28

29

30

31

32

33

4.

12

Right hand

2.

1.

2. 3.

 글자크기, 글줄사이
1. 7.5pt, 10pt
2. 7pt, 10.5pt
3. 8pt, 16pt

 글자크기, 글줄사이
1. 9pt, 13pt
2. 10pt, 15pt
3. 9.5pt, 16

2. 선 굵기가 더 가늘다.
3. 세로길이가 더 가늘다.

146

Arm:  T나 E와 같이 한쪽이나 양쪽으로 
뻗은 수평획

Ear: 소문자 g오른쪽 상단에 돌출된 획
Eye: 획 소문자 e의 폐쇄된 공간
Hairline:  실선장식, 다양한 두께의 

획들 중에 가장 가는 줄기
Leg: K또는 k밑으로 뻗은 대각선 획

35

37

36

3844개

1. 

2.

3.

4. k

5. h

6.

7.

16개

27개

1개

40

43

44

41

42

키친 타올

1.

100101

102103 

110111 

112113 

120121 

122123Negative space is
magical

45

46

47

48

49

Donec mauris

Lorem ipsum

Praesent

Etiam dictum

Morbi ultricies

Cras malesuada

Aenean nulla

Suspendisse

④ 출판

기획

박연주

리서처

강민정, 김은희, 김쥬리, 

오드리유, 이예주, 이유정, 

전유니

편집

전유니

디자인

김은희

2호

낫 더 타입 (Knot the Type)

사이즈

180x110 (mm)

분량

156 페이지

구성

타이포그래피와 전시작품에 관한 내용을 퍼즐과 게임으로 엮어 구성한 책으로 독자와 

관람객은 직접 게임을 하거나 문제를 풀며 몸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넓힐 수 

있음

01-
66

ISBN 978-89-97252-86-2(03600)
NOT FOR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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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JANCH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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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JANCHI 2017: 
THE 5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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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전식

- 개막영상

연출

정문기 (문화수도)

조연출

이동현, 김재은, 김성령

촬영

임재형

촬영보조

이해강, 하시연

안무 

양지연, 손대민

음악

정문기, 신혜진, 이상민

제목

<타이포잔치 2017 '몸' 타이틀> 개막영상

내용

이성과 논리에 매여있던 ‘몸’이 글자를 만나다. 닿을듯 말듯 서로를 향한 몸짓은 지속되고 

점점 더 격렬하게 지속된다.

길이

1m 39s

① 개전식

2-2

부대행사

일시

2017. 9. 15 오후 5시

장소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개전식 관람객 수

약 1천 명

시간 내용

17:00 – 17:02 개식 선언

17:02 – 17:04 주요 내・외빈 소개

17:04 – 17:06 개회사

17:06 – 17:08 인사말

17:08 – 17:10 축사

17:10 – 17:13 개막 축하 셀프영상 및 개막영상 관람 

17:13 – 17:23 타이포잔치 행사 소개

17:23 - 17:38 개막식 공연

17:38 - 17:53 개막식 작가 퍼포먼스

17:53 - 17:57 전시 개막 선포 이벤트

17:57 -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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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전식

- 개막식 공연

공연 

최은진 

리서치어시스턴트

장한길, 송재욱 

음향감독 

최강희

제목

<신체하는 안무 솔로>

Decoding Movement Solo

내용

퍼포먼스와 타이포그래피가 교차하는 지점은 바로 이 고갈되지 않는 신체라는 개념일 

것이다. 실험적 타이포그래피의 전제는, 문자의 시각성을 급진적으로 부각하여 통상적 

소통수단으로서의 문자언어와 의미작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의미작용이 

완전하게 고갈하지 못한 문자 본연의 구성물을 이끌어낸다. 마찬가지로, 최은진의 

퍼포먼스에서 몸은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갈될 수 없는 신체를 암시한다. 이러한 고갈 

불가능성으로 인해 신체는 비로소 형식으로서 타이포그래피적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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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전식

- 개막식 작가 퍼포먼스

공연 

테레자 룰러

제목

<새로운 행성을 위해 주민투표를 하세요>

Inhabit a Planet

내용

작가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상의 행성을 건설한다. 퍼포먼스는 참여자가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새로운 행성에서 거주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3D 렌더링된 가상의 행성 

풍경 위에 각자 다른 역할을 맡은 노동하는 로봇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몇 가지 종류의 로봇 스티커는 각기 다른 미래 노동의 역할을 상징하며 참여자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이 영토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투표함으로써 가상 

행성의 풍경은 완성된다.

“노동 로봇은 행성의 대기와 기온, 표면 지형과 생태계를 수정하는 일을 돕습니다. 로봇과 

함께 텅 빈 풍경으로 와서 새로운 행성의 영토화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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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전식

- 전시 개막 선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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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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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리톡 일시, 강연자

1회: 2017. 5. 13 (안병학, 채병록)

2회: 2017. 6. 3 (허민재, 조중현)

3회: 2017. 6. 24 (심대기, 민병걸)

4회: 2017. 7. 15 (김나무, 서울로)

5회: 2017. 8. 5 (권민호, 이인수)

6회: 2017. 8. 19 (권준호, 박지훈, 문장현, 전가경)

장소

두성 인더페이퍼 갤러리

참석자

국내외 디자인 관련 전문가, 학생 및 일반인 선착순 60명 모집

시간 내용

13:00-13:30 등록, 커피 타임

13:30-14:30 강연 1 

14:30-14:40 휴식

14:40-15:40 강연 2 

15:40-16:00 디자이너와의 자유 대화

16:00-16:30 페이퍼 갤러리 투어



TYPOJANCHI2017: MOHM 70 71



TYPOJANCHI2017: MOHM 72 73

③ 오픈톡 일시

2017. 9. 8 - 9.9

장소

네이버 커넥트 홀

사회자

김나무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권준호 (일상의실천)

발표자

총 11명/팀

참석자

국내외 디자인 관련 전문가, 학생 및 일반인

참석자 집계

2017. 9. 8: 276명

2017. 9. 9: 298명

2017. 9. 8 발표자 주제

13:30-14:00 등록

14:10-14:40 유키마사 오쿠무라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고찰

14:40-15:10 배민기 작업소개: 2개

15:10-15:30 휴식

15:30-16:00 피터 반코프 & 채병록 나는 매일 포스터를 만든다

16:00-16:40 료코 니시즈카 & 

박수현

동아시아 15억 인구를 위한 서체 디자인하기

16:40-17:00 휴식

17:00-17:30 최유진 사진찍기 좋은 전시

17:30-18:00 리차드 니슨 타이포그래피 석조물의 궁전

2017. 9. 9 발표자 주제

13:30-14:00 등록

14:10-14:40 러스트 읽다/쓰다/다시 쓰다

14:40-15:10 다니엘 바이즈만 시작

15:10-15:30 휴식

15:30-16:00 테레자 룰러 퍼포먼스 디자이너의 13가지 단계

16:00-16:30 테드 데이비스 새로운, 더 새로운 미디어

16:30-16:50 휴식

16:50-17:50 토론

17:50-18:00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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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④ 큐레이터/

아티스트톡

일시

2017.9.16 / 9.23 / 9.30 / 10.14 / 10.21 / 10.28

14:00-16:00

장소

문화역서울284 중앙홀

사회자

각 프로젝트 큐레이터 및 참여 작가

발표자

총 27명/팀

참석자

국내외 디자인 관련 전문가, 학생 및 일반인

주제 발표자

1회 (9.16) 글자, 이미지 그리고 감각 드라이든 굳윈, 캐서린 안냔고, 권민호

2회 (9.23) 붉게 쓰기: 몸과 

타이포그래피가 맞닿는 곳

손범영, 한정훈, 60603, 골든트리

3회 (9.30)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이유진, 김규호, 허민재

4회 (10.14) 쓰기의 시간들 박지훈, 전가경, 문장현

5회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권아주/장윤정, 타불라라사, 김한솔/

조혜연, 둘셋, 권준호

6회 (10.21) 직관의 과정, 경험의 변주 코이치 코스기, 타카히로 에토, 타케히코 

무라마츠, 채병록

7회 (10.28) 플래그 앤 플레이그라운드 민병걸, 배민기, 김형재/홍은주, 심대기

8회 타이포잔치 2017 아이덴티티 오디너리 피플, 레벨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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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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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 4회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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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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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대자동차 

스페셜톡

일시

2017.10.13 

장소

문화역서울284 중앙홀

사회자

안병학 (타이포잔치 2017 총감독)

발표자

조동철 (현대자동차), 스테파니 디어 (Leo Burnett), 이도경 (산돌커뮤니케이션즈), 

이지원 (국민대학교), 채병록 (CBR Graphic)

참석자

현대자동차 관계자, 국내외 디자인 관련 전문가, 학생 및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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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테이블톡 일시

2017.9.17 16:00-18:00

장소

더북소사이어티

발표자

안야 카이저, 길레스 드 브록

참석자

국내외 디자인 관련 전문가, 학생 및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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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파티 워크숍 일시

2017.9.18 - 9.19, 9:30-17:00

장소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이상집, 두성집 외

진행자

안야 카이저, 길레스 드 브록, 캐서린 안냔고

참석자

각 워크숍 당 20명, 총 6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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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대카드 워크숍 일시

1회: 2017.10.14, 12:00-15:00

2회: 2017.11.4, 12:00-15:00

장소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진행자

1회: 심대기 (대기앤준)

2회: 제임스 채 (홍익대학교)

참석자

각 워크숍 당 15명, 총 30명 모집

구성

1회: 타이포그래피 강연, <필드워크: 관찰과 기록> 워크숍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롭게 주변을 바라보고 본인만의 작업 도구를 선택하여  

기록하는 현지조사 방식의 워크샵. ‘필드워크: 관찰과 기록’은 몸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걷는 행위, 보는 행위, 듣는 행위 등 자신의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발견-기록-해석의 연속적 즐거움을 마주하게 된다.

2회: 타이포그래피 강연, <위치의 지시: 창의적 행동으로서의 방향성> 워크숍

  우리의 일상에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GPS, 네비게이션 등의 기술. 이를 통해 우리의 

위치를 인식해보는 워크샵. 우리는 직접 지시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현재 위치’를 

마주하게 된다. 단순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시하는 역할’로서의 디자인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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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로고

타입페이스

3-1

시각 아이덴티티

타이포잔치 2017 시각 아이덴티티 디자인

오디너리피플

‘몸(Mohm)’은 <타이포잔치 2017: 몸과 타이포그래피>의 상징이다. 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몸’은 타이포그래피를 동경한다. 허나 신은 ‘몸’에게 글자를 만질 수 없는 저주를 걸었다. 

그래서 ‘몸’은 더욱 몸부림친다. 저주 때문에 다가갈 수 없어도, 글자와 닿고 싶어 끊임없이 

시도한다. 자신이 다가가면 멀어지는 타이포그래피는 ‘몸’을 슬프게 하지만 ‘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영문, 숫자: GT Haptik

국문: 산돌 고딕 Neo 1

GT HaptikTypojanchi 2017
The 5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Body and Typography
Typojanchi 2017
The 5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Body and Typography

산돌 고딕 Neo 1(국문)
+ GT Haptik(영문,숫자)2017 타이포잔치

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몸과 타이포그래피
2017 타이포잔치
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몸과 타이포그래피

 Typ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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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각 아이덴티티

3-2 공식 제작물

① 제작개요

② 인쇄물류

③ 배너류

④ 온라인류

⑤ 기타 홍보물류

3-3 웹사이트

3-4 사진, 영상

3-5 홍보활동

① 온라인 채널

② 월간지 게재

3.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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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쇄물류 포스터 (700x1,000mm)

연계 전시
Related Exhibitions

•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 Connected Body and the 

Specific Places
— 버스정류장 프로젝트

2017.9.2-
10.31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150곳
150 Bus Shelters in 

Seoul
— 우이신설선 
프로젝트

2017.9.2(6개월 간)
보문역, 성신여대역, 

정릉역, 
솔샘역, 

북한산우의역

Bomun, Sungshin 
Women's University, 
Jeongneung, Solsaem, 

Bukhansan Ui

• 행동하는 몸
 • Acting 

Bodies 

2017.9.16-
2018.1.7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Hyundai Card 
Design Library

• 플래그
• Flag

2017.9.15-10.29
019 겐트, 벨기에

019 Ghent, Belgium

워크숍

Workshops

• 파티 워크숍
• PaTi Workshop
2017.9.18-19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Paju Typography 
Institute

 
현대카드 워크숍

• Hyundai Card 
Workshop

2017.10.14 /11.4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Hyundai Card 
Design Library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공인

ico-D 

후원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

현대자동차

두성종이

안그라픽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어도비 코리아
패스트 캠퍼스

스몰하우스빅도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즈 펀드 NL

미디어 후원
월간 <디자인>
디자인 매거진 CA

네오룩

IDEA 매거진
타이포그라픽스 티

서체 후원
산돌커뮤니케이션

직지소프트

현대자동차

협력

019 겐트
서울특별시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더북소사이어티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d by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Endorsed by
ico-D

Sponsored by
Naver

Naver Cultural Foundation
Hyundai Motor Company

Doosung Paper
Ahn Graphics

Japan Foundation Seoul
Adobe Korea
Fast Campus

Small House Big Door
Creative Industries Fund NL

Media Sponsors
Monthly <Design>

Design Magazine CA
Neolook

IDEA Magazine
typographics t

Font Sponsors
Sandoll Communications

Jikji Soft
Hyundai Motor Company

In Cooperation with
019 Gh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yundai Card Design Library

Paju Typography Institute
The Book Society

톡 시리즈
Talk Series

• 오픈톡
• Open Talk

2017. 9.8-9.9 
13:30-18:00
네이버 커넥트 홀

Naver 
Connect Hall

• 아티스트 / 큐레이터 톡
• Artists /

Curators Talk
2017. 9. 16/9. 

23/9. 30/10. 
14/10. 21/10. 

28
14:00-16:00
문화역서울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 현대자동차 스페셜 톡
• Hyundai Motor Company

Special Talk
2017. 10. 13

16:00-18:00
문화역서울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 테이블 톡
• Table Talk

2017. 9. 17
16:00-18:00
더북소사이어티

The Book Society

타이포잔치 2017: 몸

Typojanchi 
2017: 

Mohm

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The 5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2017. 9. 15 – 
10. 29

Sep. 
15 – Oct. 29, 

2017

문화역서울 284 외
기타 지정된 장소

Culture Station 
Seoul 

284 and other 
corresponding 
places

① 제작개요

3-2

공식제작물

인쇄물류

포스터 700x1,000mm 1,000부

리플렛 720x260mm 60,000부 / 4단 접지 (180x260mm)

초청장 145x205mm 500부 (봉투: 160x220mm)

땡스레터 145x205mm 500부 (봉투: 160x220mm)

배너류

문화역서울284 1250x4950mm 메인출입구

4000x3800mm 중앙홀 옆

2500x9200mm 3등 대합실

2500x9200mm 1,2등 대합실

3650x2300mm RTO 외벽

5130x5400mm 귀빈실 앞쪽

가로등배너 600x1500mm 서울역 광장 8조 (9.25-10.20)

600x1500mm 마포구 40조 (9.25-10.15)

600x1500mm 관악구 40조 (9.1-9.19)

600x1500mm 동작구 40조 (9.28-10.26)

네이버 오픈톡 1400x6100mm 무대 배너 2개

600x1800mm 엑스배너 1개

4300x7900mm 대형배너 1개

온라인류

문화역서울284 홈페이지 328x200px 문화역서울284 홈페이지 메인 배너

250x342px 문화역서울284 홈페이지 서브 배너

304x150px 문화역서울284 홈페이지 팝업 배너

KCDF 홈페이지 428x429px

네이버 332x130px 마케팅 우하단

170x170px 카페 내

200x200px 지식iN 검색화면

240x240px 블로그 등

네오룩 120x120px

286x50px

576x250px

온라인 초청장 9월 5일 배포

기타 홍보물류

에코백 36x40cm 5종 (검정, 흰색, 분홍, 초록, 베이지 각 100개)

스티커 50x50mm 60,000개

목걸이명찰 94x123mm

퀴즈/동선 안내물 297x420mm 60,000부 (디자인: 김한솔, 조혜연)

오프닝 식순 안내물 182x257mm 500부 (디자인: 김한솔, 조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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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145x205mm)리플렛 (720x260mm)

톡 리플렛 (540x2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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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역서울284③ 배너류땡스레터 (145x2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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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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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오픈톡



TYPOJANCHI2017: MOHM 106 107

문화역서울284 홈페이지 웹배너 (국 / 영)④ 온라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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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KCDF 홈페이지 웹배너



110 111

에코백

5종 (검정색, 흰색, 베이지색, 녹색, 분홍색) 

스티커

6종 (56x56mm)

목걸이 명찰

⑤ 기타 홍보물류

Name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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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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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식순 안내물 (국 / 영)퀴즈 / 동선 안내물

297x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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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웹사이트

타이포잔치 2017 웹사이트

레벨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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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프터 영상3-4

사진, 영상기록

문화수도

사진: 김진솔

영상: 정문기

사진, 영상 기록

티져 영상: SNS를 통해 총 5회 (8.1 / 8.18 / 9.11 / 9.14) 공개, 본전시 기대감 고조

인터뷰 영상: 본전시 참여 작가 인터뷰 영상 기록 및 SNS 홍보

오프닝 영상: 오프닝 행사를 위한 영상 제작, 오프닝 당일 공개 (P.59 참조)

애프터 영상: 타이포잔치 2017을 총정리한 성격의 영상 제작, 다음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 

유도, 12월 중 공개 예정

— 티저 영상

— 인터뷰 영상



TYPOJANCHI2017: MOHM 118 119

일시

9월 15일 (금) 10:00-11:00

장소

문화역서울284

목적

행사 개막식과 다양한 참여 작가, 작품 등의 포토세션 및 취재를 통해 타이포잔치 2017 붐업 

조성

참석매체

8개 매체 사진부 참석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중앙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아시아경제)

—포토세션3-5

홍보 활동

홍보 기간

2017.3 - 2017.12

홍보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일시

9월 15일 (금) 14:00-14:45

장소

문화역서울284 중앙홀

참석

국내: 안병학 총감독 외 큐레이터 (박지훈, 전가경, 문장현, 권민호, 김나무, 허민재, 심대기, 

채병록, 권준호)

국외: 참여 작가 4팀 (테드 데이비스, 러스트, 오쿠무라 유키마사, 테레자 룰러)

참석매체

총 29개 매체 참석

참석기자 리스트

구분 프로그램 주요 실적 비고

언론 기자간담회 29개 매체 

참석

- 기자간담회: 9월 15일 14:00

- 참석매체: 뉴스1, 머니투데이, 중앙데일리 등

광고 네이버 주요 행사 일정 

안내, 참여작가 

소개 등

- 배너, 온라인 기사 등

- CA, 월간디자인, 미술 세계 등

- 배너

월간지

네오룩

SNS 채널 페이스북 전시, 톡, 이벤트 

주요 행사 일정 

안내, 참여작가 

소개 등

www.facebook.com/typojanchi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typojanchi

트위터 www.instagram.com/typojanchi

① 기자간담회

구분 매체 비고

일간지

(3개 매체)

뉴스1, 머니투데이, 중앙데일리 취재부

월간지

(7개 매체)

럭셔리, 네이버, 스타일 H, 싱글즈, 

뮤인, 노블레스맨, 노블레스

전문지

(13개 매체)

월간 디자인, 월간 미술, 디자인 정글, 

한국사진방송, 미술세계, 월간 CA, 

아트인컬쳐, 문화뉴스, 디자인 프레스, 

월간 도예, 서울문화투데이, 아트신, 

아트코리아방송

온라인

(3개 매체)

코리아넷뉴스, 뉴스탭, 뉴스포스트

기타

(3개 매체)

문화체육관광부 울림, 공예+디자인, 

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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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타이포잔치 2017 도록

발행

안그라픽스

편집・디자인

안그라픽스

언어

국・영문 혼합

규격

143x226(mm)

제작 부수

총 700부

판매 정가

60,000원

구성

본책, 재킷(포스터)

② 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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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 헤드라인 날짜

23 컨슈머포스트 문체부,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24 시선뉴스 [정책브리핑] 2017 년 9 월 15 일 금요일 주요 정책 9/15

25 아시아경제 

[포토]개막 앞둔 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9/15

[포토]제 5 회 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포토]'타이포잔치 2017' 

[포토]디자이너 놀이도구 체험하는 어린이들 

[포토]타이포잔치 2017 플레이그라운드 전시 

[포토]5 회 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포토]디자이너 작품 즐기는 어린이들 

[포토]어린이와 디자이너가 함께 만드는 전시 

[포토]어린이와 디자이너가 함께 만드는 전시 

'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포토]타이포그래피 테마작품 체험하는 어린이들 

[포토]'타이포잔치 2017' 플레이그라운드 전시 

26 연합뉴스 (포토)

타이포그래피 속으로 1

9/15 

타이포그래피 속으로 2

놀이터가 된 타이포그래피  1

놀이터가 된 타이포그래피  2

놀이터가 된 타이포그래피  3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전시장 속 놀이터 1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전시장 속 놀이터 2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전시장 속 놀이터 3

타이포그래피 삼매경 1

타이포그래피 삼매경 2

27 주간인물위클리피플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5 

28 뉴시스 

타이포그래피 매력에 빠지자 

9/15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함께 즐기는 타이포그래피 

즐거운 타이포그래피 1

즐거운 타이포그래피 2

즐기며 체험하는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삼매경 

즐거운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29 뉴스1 문자=몸'..'제 5 회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막 9/15 

30 중앙일보 
[서소문사진관]아이들이 작품과 뛰노는 '타이포잔치 2017:몸' 
플레... 

9/15 

31 머니투데이 인간의 몸짓이 활자 '타이포그래피'가 됐다 9/15 

32 머니투데이방송 
소통의 도구 몸-문자…참여형 전시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 

9/15 

33 중앙일보 [사진] 문자의 힘 체험 놀이터 9/16

34 데일리연합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6

35 문화뉴스, [문화 生] 문자와 몸으로 즐기는 축제의 장, '타이포그래피 비엔날... 9/17

36 뉴스포스트 [문화스케치] 문자와 몸에 대한 다양한 해석, ‘타이포잔치 2017 : ... 9/18

37 사회안전신문 문체부,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8

언론 게재 결과

월간지 매체 6개, 일간지 매체 3개, 온라인 매체 47개 게재

게재 기사 리스트

③ 홍보 결과 보고

—월간지(지면)

—일간지(지면)

—온라인

구분 매체 헤드라인 날짜

1 CA(8P) INDUSTRY ISSUE_타이포잔치 2017 몸으로 즐기기 10월호

2 미술세계(1P) ISSUE&PEOPLE_제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10월호

3 스타일H(1P) H GUIDE_lifestyle_ART 10월호

4 월간 디자인(2P) Design Event_해방하는 몸, 확장하는 타이포잔치 10월호

5 인테리어스(1P) DESIGN&EXHIBITION_타이포잔치 2017.몸 10월호

6 노블레스맨(2P) 나의 비엔날레 답사기 11월호

구분 매체 헤드라인 날짜

1 한국경제(문화 35면) 문자의 예술적 가치 조명 오늘 ‘타이포잔치’ 개막 9/15 

2 중앙일보(종합 8면) 문자의 힘 체험 놀이터 9/16 

3 한겨레(문화S10면)
[서울문화재단 추천 전시 & 공연] ‘긴 추석 연휴’ 광장과 거리를 

수놓는 145개 공연 
9/29 

구분 매체 헤드라인 날짜

1 현대경제 문체부,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2 뉴스1 "문자는 예술이다"..'제 5 회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15 일 개막 9/14

3 전국뉴스 문체부,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4 국민TV 문체부,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열어 9/14

5 연합뉴스 몸과 문자 연결하기..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15 일 개막 9/14

6 이데일리 문자가 예술로..제 5 회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15 일 개막 9/14

7 Queen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9 월 15 일부터 45 일간 14 

개국 21... 
9/14

8 녹색경제 문체부,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9 뉴시스 문자의 예술..15 일부터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9/14

10 국토매일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11 중부뉴스통신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12 G밸리 타이포잔치 2017: 몸', 9 월 15 일~10 월 29 일 개최 9/14

13 매일일보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문화역서울 284'서 개최 9/14

14 정책브리핑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15 이슈와뉴스 문체부,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16 내외통신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17 전남인터넷신문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18 우먼컨슈머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9 월 15 일 개막 9/14

19 한국사진방송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20 시사투데이 제 5 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21 은퇴한국 문체부,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14

22 한국경제 문자의 예술적 가치 조명..15 일 '타이포잔치' 개막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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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 헤드라인 날짜

38 코리아넷뉴스 
‘몸’과 ‘문자’를 연결한 세계 유일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9/19
连接'身体'与'文字'的世界唯一'字体双年展' 

39 서울문화투데이 문자와 이미지로 보여주는 '몸과 타이포그래피' 9/20

40 씨네21 [culture highway] 데이비드 린치의 모든 것 外 9/21

41 천지일보 문자가 가진 예술적 가치 조명… ‘타이포잔치 2017: 몸’전 9/27

42 한겨레 10월 첫째주 서울문화재단 추천 공연과 전시 9/28

43 세계일보 제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9/28

44 매일경제 타임라인 서울여행 서울로 7017, 끝나지 않는 생각의 길 10/18

45 디자인정글 몸으로 바라보고 문자로 해석하기 10/20

46 문화뉴스 [문화's 픽업] 놓치지 말아야 할 10월 전시회 추천 5 10/23

47 이뉴스투대이 문화포털, 몸과 마음을 자극하는 문화생활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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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이포잔치 2017 기획서

나. 타이포잔치 2017 관람객 집계

다. 공식 문서 양식

라. 타이포잔치 2017 과정 기록 사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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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디자인 프로젝트  
스튜디오 씨오엠 (김세중, 한주원, KR) 
 
도록 프로젝트  

안그라픽스 (KR) 

사무국 
전미연 (KCDF 팀장, KR)  
최동원 (KCDF, 선임연구원, KR)  
황효연 (KCDF, 연구원, KR)  

코디네이터 
김한솔 (홍익대학교 대학원, KR) 

간사  
조혜연 (홍익대학교 대학원, KR) 

조직위원

김경선 (2015 총감독, 서울대 교수, KR)  
전미연 (KCDF 팀장, KR)  
김현미 (SADI 교수, KR) 
정진열 (국민대학교 교수, KR) 
조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KR) 
박우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KR) 
전재운 (홍익대학교 교수, KR) 
김동빈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KR) 
박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KR)

안상수 (조직위원장, 파티 날개, KR)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KR) 
최봉현 (KCDF 원장, KR) 
유정미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회장, KR) 
김재원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KR) 
이병주 (2011 총감독, 한세대학교, KR) 
최성민 (2013 총감독, 서울시립대학교, KR) 

추진위원

큐레이터  

문장현 (제너럴 그래픽스, KR) 
박지훈 (PaTi, KR) 
전가경 (사월의 눈, KR) 
권준호 (일상의 실천, KR) 

독립출판 프로젝트 
김광철 (프로파간다. KR) 
 
매거진 프로젝트 
윤율리 (아카이브 봄 대표, KR) 
이마빈 (홍익대학교 교수, US) 
조현열 (헤이조, KR) 

리서치 프로젝트 

박연주 (헤적프레스, KR) 

시각 브랜딩 
오디너리 피플 (강진, 서정민, 이재하, 안세용,  
정인지, KR) 

사진/영상 기록 

문화수도 (김진솔, 정문기, KR)   

웹사이트 프로젝트  
레벨나인(KR) 

해외자문위원

하라 켄야 (하라 디자인 인스티튜트, JP) 
라르스 뮐러 (라르스 뮐러 퍼블리셔, CH) 
네빌 브로디 (영국왕립예술대학, UK) 

폴라 쉐어 (펜타그램, US) 
왕쉬 (wx-design, CN)

4

총감독 

안병학 (2017 총감독, 홍익대학교 교수, KR) 

책임 큐레이터  
심대기 (대기앤준 대표, KR) 
김나무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KR) 
채병록 (CBR그래픽, KR)  
허민재 (더블디, KR) 
권민호 (모갈2호, KR)

실무위원

V.13_ 20170712 본행사 기획서 타이포잔치 2017 
5회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3

가. 

타이포잔치 2017 

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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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janch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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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문자언어의 탄생은 인류 기록의 역사를 알리는 
도화선이고, 무한한 생성과 변화를 반복하며  
문화를 살찌워 온 문자는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그리고 이미지 번영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음성언어에 대한 관심을 점차 문자언어
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예술적, 조형적  
관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
포그라피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문자를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국제비엔날레 행사로서 타이포

잔치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 행사로서의 면모
를 점차 갖춰가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내외에서 높여가고 있다.  

2001년 첫 회를 시작으로 타이포잔치는  
문자의 예술적 가치와 실험 가능성을 탐색하며 
다양한 세계 문자언어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가 한자리에 모이는 문화교류 장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디자인이 언어, 도시,  
음악, 영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측면과 흥미롭게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선보여
왔다. 

2017 타이포잔치는  
- 
타이포잔치의 창의성과 실험성을 더 힘 있게,  
더 자유롭게, 더 멀리 밀고 나감으로써,  
- 
문자언어와 의미의 관계를 탐험하고,  
문자언어에 대한 다양한 미적 경험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 
디자인이 시각 예술적 방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산, 
제안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표 

5회를 맞는 2017 타이포잔치는 그 교류와  
변화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몸과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를  
교환, 연쇄 고리, 유대, 전이성, 관계, 마이크로- 
커뮤니티, 개입, 대화, 틈, 사건, 이웃, 구체적  
공간, 공존, 로우 테크, 협상, 변수, 단역의 사회, 

투영성, 참여, 접속 등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텍스트와 이미지로  
탐험하는 놀이와 실험의 장이 될 것이다.

주제 주최 

주관 

공동주관 

공인 
ico-D 

후원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  
현대자동차 
두성종이 
안그라픽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어도비코리아  
패스트캠퍼스 
스몰하우스빅도어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즈 펀드 NL 

미디어 후원 
월간디자인 
디자인 매거진 CA 
네오룩 
IDEA 매거진 

서체 후원 
산돌, 직지소프트, 현대자동차

2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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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y utilized geometrical shapes and proportions to 
construct a grid-based system of letter production, 
influenced specifically to the natural proportions of human 
anatomy, especially the face. Although his new conventions 
were not particularly intended for printing, but rather for a 
reformation of the French language at large, his techniques 
nonetheless had a great influence on lettering and printing 
in its wake.

Geoffroy Tory

In 1999, Spanish artist Santiago Sierra paid six unemployed 

young men in Cuba to take part in one of his installation 

pieces. The men were offered $30 each to participate, and 

stripped to their shorts to become a part of another of 

Sierra’s human experiments, this time in the Espacia 

Aglutinador, Havana’s oldest art space. And their job? To go 

under the needle. Sierra had the men tattooed – one 

straight, horizontal line reaching across each of their 

backs. A line-up of young, able warriors symbolically inked 

for social battle.

Espacio Aglutinador Havana December 1999

That next logical step would be ... “basically a microfilm 
reader mounted on a large pole.” The whole thing, to our 
TV-and-tablet-jaded eyes, looks wonderfully quaint. (The 
projector! The knobs! The semi-redundant reading lamp! 
The smoking jacket!) But it also looks smartly predictive: 
After all, what speaks to our current, hazy dreams of conver-
gence more eloquently than the ability to sit back, relax, 
and turn books into television?

The book reader of the future 

(April, 1935 issue of Everyday Science and Mechanics)8

프로젝트 리더  
박연주 (헤적프레스, KR) 

리서처  
줄리 김 (디자이너, UK) 
김은희 (서울시립대, KR) 
오드리 유 (서울시립대, MY) 
이예주 (디자이너, KR) 
조은비 (전시기획, KR) 

크게 2단계로 진행되는 2017 타이포잔치 출판  
프로젝트는 ‘몸’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첫 단계는  
‘몸’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리서치를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책의 형태로 출판하는 것으로  
‘몸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자료 수집, 정리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본 행사를 상상하며 리서치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시각자료와 텍스트는 본 전시 작가,  
디자이너, 또는 일반 대중에게 주제에 대한  
단초를 던지는 주요한 공유 과정이 될 것이다.  
첫 프로젝트가 내용의 깊이 보다는 주제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목적이라면, 이어지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첫 번째에서 드러난 주요  
키워드 중 선택된 일부를 내용의 깊이에 중점을  
두어 제작할 예정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특정  
주제에 접근하는 밀도 있는 묘사로 이어지며  
대상을 바라보는 디자이너의 특정 관찰 과정과  
방법론의 사례를 제시하는 세밀한 기록이 될  
것이다.

‘ When God made the first clay model of a human being,  

he painted the eyes, the lips, and the sex. 

And then He painted in each person’s name lest the person 

should ever forget it. 

If God approved of His creation, he breathed the painted 

clay-model into life by signing His own name.’

The Pillow Book, 1996 by Peter Greenaway

터치타입 외 

리서치 프로젝트  P1

“ Enclosed in cardboard boxes, having voluntary subjugated 

their fleshy appearance to the abstract reality of the sign, 

the militant students of May 68 restaored to the letter its 

magic and ancestral power.” — Letter and Image, Massin

May 1968 event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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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P • 리서치 프로젝트   

1차: 터치 타입 (Touch Type) 
2017년 2월 발행  

• 아카이브 프로젝트  
1호: 사이사이 2016-2017 기록  
2017년 2월 발행  

• 독립출판 프로젝트   
몸사전: 그래픽 매거진 부록으로 배포 

2017년 3월 예정  
리서치 프로젝트 

- 
헤적 프레스

아카이브 프로젝트 
- 

아카이브 봄

독립출판 프로젝트 
- 

그래픽 매거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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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Station Seoul 284 1F

Culture Station Seoul 284 2F

5

문화역서울 284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가 04509  

T. +82(2) 3407 3500  
F. +82(2) 3407 3510 
E. seoul284@kcdf.kr 
W. https://en.seoul284.org

본행사 일정/장소 

본전시  

- 전시기간: 2017년 9월 15일(금)-10월 29일(일) (총 45일)  
- 설치기간: 2017년 9월 11일(월)-9월 14일(목) (총 4일) 
- 기자간담회: 2017년 9월 15일(금) 11:00-13:00 
- 프라이빗뷰: 2017년 9월 15일(금) 16:00-17:00  
- 오픈식: 2017년 9월 15일(금) 17:90-18:00  
- 오프닝 부대행사: 2017년 9월 15일(금) 19:00-22:00 스몰하우스빅도어  

본행사 톡/세미나 

- 기간: 2017년 9월 8일(금), 9일(토)  
- 장소: 네이버 커넥트홀

전시 

워크숍 

프로젝트 

톡

E

W

P

T

작가/큐레이터 톡 
- 

문화역서울284 
RTO

프리-톡 
- 

두성 인더페이퍼  
갤러리

오픈 톡 
- 

네이버 커넥트홀

스페셜 톡  
- 

현대 모터 스튜디오

Part.7 
-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Part.1 
- 

붉게 쓰기:  
몸과 타이포그래피가  

맞닿는 곳

Part.0 
- 

쓰기의 연대기, 햔재,  
그리고 그 너머

Part.5 
- 

플래그 앤  
플레이그라운드: 디자이너가 

만드는 놀이

Part.3  
- 

새로운 행성을 위해 주민투표
를 하세요

Part.4  
-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Part.6 
- 

직관의 과정 
경험의 변주

Part.2 
- 

글자, 이미지, 그리고 
감각

Culture Station  
Seoul 284

스몰 톡 
- 

스몰하우스빅도어

독립출판 프로젝트 
- 

몸사전

리서치 프로젝트 
- 

터치타입 / 낫더타입

아카이브 프로젝트 
- 

매거진

타이포잔치 2017 구조도

E

W

E

P

P
연계 전시 

- 
움직이는 몸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연계 전시 
- 

플래그 
019 겐트, 벨기에

연계 전시 
-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우이선 경전철 

프로젝트

현대카드 워크숍 
-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연계 전시 
- 

연결하는 몸, 구체적 공간 
서울시 버스정류장  

프로젝트

테이블 톡  
- 

더북소사이어티

T

파티 워크숍 
-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TYPOJANCHI2017: MO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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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워크숍W

• PaTi워크숍  
날짜: 2017년 8월 말경 
장소: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약 1주일 간 진행 

• 버스 정류장 프로젝트 
날짜: 2017년 9월 2일 
장소: 서울 시내 곳곳  
약 한달 간 진행 

• 우이선 경전철 프로젝트 
날짜: 2017년 9월 2일 
장소: 성신여대역, 보문역 내  
약 한달 간 진행 

• 전시 
날짜: 2017년 9월 15일 
장소: 겐트 갤러리, 벨기에 
약 한달 간 진행 

• 전시 
날짜: 2017년 9월 16일 예정 
장소: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약 두달 간 진행 

연계 전시E

연계 프로젝트 P

W

E

P

전시/공연/워크숍 
- 

현대카드,  
서울

전시 
- 

019 갤러리 
겐트, 벨기에

전시 
- 

우이선 경전철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서울

PaTi 워크숍 
-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파주

전시 
- 

버스 정류장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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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세미나 시리즈T • 프리톡 
날짜: 2017년 5월 13일(토) – 8월 5일(토) 
장소: 두성 인더페이퍼 갤러리 
시간: 매3주 1회씩 약 3개월 간 

• 오픈 톡 
날짜: 2017년 9월 8일(금) – 9월 9일(토)  
장소: 네이버 커넥트홀  
시간: 13:30-18:30 (이틀 간 진행) 

• 스몰 톡: 오픈닝 잔치 
날짜: 2017년 9월 15일(금) 
장소: 스몰하우스빅도어 
시간: 19:00-21:00 

• 스페셜 톡: 현대 Sans 
날짜: 2017년 10월 13일(금) 
장소: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시간: 13:00-19:00 

• 큐레이터 톡 
날짜: 2017년 9월 30일(토) – 10월 28일 (토)  
장소: 문화역서울 284, RTO  
시간: 15:00-16:30 (매주 1회씩 6주 간) 

큐레이터 톡 
- 

문화역서울284 
RTO

프리-톡 
강연 시리즈 

- 
두성 인더페이퍼 

갤러리

오픈 톡 
세미나/강연 

- 
네이버 커넥트 홀

스페셜 톡  
-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스몰 톡 
-  

스몰하우스빅도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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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타이포잔치의 모든 준비 과정과 진행 내
용을 빠짐없이 기록함과 더불어 행사의 전반
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인터뷰 기사, 내외부 필
진의 기고, 사진 스케치 등의 형식으로 전달하
는 소식지 + 기획 잡지의 성격의 매체이다. 총 
2회의 매거진을 발행할 예정이며, 우편과 온
라인 신청자에 한해 무료 배포한다. 

기획   
윤율리(아카이브봄, KR)  
이마빈(홍익대학교, US) 

디자인  
조현열 (헤이조, KR) 

9

뉴스레터/매거진 

아카이브 프로젝트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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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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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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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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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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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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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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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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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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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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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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면증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잠에 빠지는 질
환. 일상생활 도중에 수면 발작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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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Fig. 7

‘몸사전’은 2017 타이포잔치의 주제인 몸에 대한 다양한 표제어
로 다양한 직군의 필자들에 의한 거친 생각들을 담아냄으로써 
‘몸’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확장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
마리를 제공한다. 이런 방법으로 주제가 상징하는 추상성을 더 
과감하게 밀고나감으로써 ‘왜 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화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비판적 관점으로 문제제기하고, 다양한 영
감을 자극하고자 한다. ’몸사전’은 한영 두가지 언어의 혼용으로 
제작되었는데 국문을 단순히 영문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쓰지 않
고 영문 표제어는 영미문화권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리 쓰이는 
언어적 표현들을 표제어로 선정하여, 국문과 형식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예술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획   
김광철(프로파간다, KR)  
이마빈(홍익대학교, US) 

편집 
김홍구 (한글, 프리랜스 에디터, KR) 
일리 박 소렌슨 (영문, 디자이너, DK) 

디자인  
조현열 (헤이조, KR)

10

몸사전

독립출판 프로젝트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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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시 기획 2  

이 전시는 행위로서의 (글)쓰기, 형상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 질료로서의 혈액, 세 가지가 관
점이 결합된 총체적이며 살아있는 몸과 타이포
그래피 탐구이다. 글자를 매개로 하는 타이포그
래피적 표현은 태생적으로 기호적 성향을 갖는
다. 몸 역시 인간 의식의 기호적 표출의 매개이
다. 발레리(Paul Valery)는 그의 책 <신체에 
관한 소박한 고찰>에서 ’신체가 혈액을 만들고, 
그 혈액이 신체를 만들고, 다시 그 신체가 혈액
을 만든다.’고 했다. 혈액은 몸의 상징이자 몸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로 몸이다. 혈액이 
몸의 질료이자 몸 그 자체이듯,(글)쓰기라는 행
위 역시 타이포그래피의 질료이자 그 자체로 타
이포그래피이다. 우리는 몸과 타이포그래피의 
접점으로서 (글)쓰기를 제안한다.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몸의 ‘살아 있음’을 인지하고, 글자
의 기호 작용으로부터 이탈한 타이포그래피적 
흔적을 탐험하고자 한다.

참여 작가  

러스트 (NL) / 손범영 (KR) / 
한정훈 (KR) / 신믿음x조별 (KR) /  
써스트 (US) / 서울로 (KR) / 60603 (KR) / 
최유진 (KR) / 골든트리 (KR)

붉게 쓰기:  
몸과 타이포그래피가 만나는 곳 

큐레이터 
김나무 (국립한경대학교, K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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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와 책의 해부학

큐레이터 
문장현 (제너럴 그래픽스, KR) 
박지훈 (PaTi, KR) 
전가경 (사월의 눈, KR)

본전시 기획 1  

14

각 기관과 부분의 연결을 통한 완성체인 
인간의 복잡한 신체는 세밀한 공간 속 연
결을 통해 세리프, 어깨, 다리, 팔 등 각 
부분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글자와 닮
았다. 글자와 책은 형태, 공간, 구조, 재
료에 의한 세밀한 계획을 통해 분절과 조
합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체계이
다. 음성언어가 지배해 온 형이상학의 역
사에서 문자언어와 신체는 음성언어를 
오염시키는 필요악으로 간주되었다. 우
리가 다루는 글자, 책, 그리고 몸은 언어
적 관습과 기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상징
이다. 의미를 실어나르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창조적 
도구로서 글자를 바라보고, 이를 실어 나
르는 조형적 실체로서 책의 물성을 다룬
고자 한다. 이성과 논리 너머에서 직관과 
감각의 메타포로서 몸을 바라보며, 글자
와 책을 해부하는 작업을 통해 분절과 조
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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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전시E

큐레이터 
허민재 (더블디, KR) 
   
장소: 현대카드

매체가 된 몸

인간은 몸을 통해 세상을 본다. 감각을 통한 지각
의 대부분 시각적 감각을 통하지만, 인식은 지각
이 경험을 만나 분석과 판단을 통해 발생한다. 직
관은 인간 고유의 감각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유 
작용 없이 새로운 자극이나 경험된 자극에 의존
한다. 그러나 인식은 감각적 자극이 직간접 경험
으로 학습된 지식과 만나 사고의 과정을 통해 일
어난다. 작업자로서 디자이너는 어떤 과정으로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실제로 디자이너는 
개인의 감각적 확신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해 결과
를 생산하기까지 수많은 직관에 의존하며 판단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 개인의 경
험 역시 자신만의 작업 과정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전시는 초청 디자이너가 그들만의 
직관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를 
세밀히 기록하는 ‘직관의 과정’과  디자이너의 직
관이 개별 경험이라는 매개변수를 만나 어떻게 
다양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소개하는 ‘경험의 변
주’라는 큰 2개의 전시로 나뉜다.

참여 예상 작가 

모니커 (NL) / 제임스 채 (US)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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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7 
- 

협업 기업 참여전시

Part.1 
- 

글자와 책의 해부학

Part.0 
- 

개별 작가 독립전시

Part.5 
- 

플래그 앤  
플레이 그라운드

Part.3  
- 

글자, 이미지, 그리고 
감각

Part.4  
- 

이미지 놀이가 된 글자:

Part.6 
- 

직관의 과정

Part.2 
- 

붉게 쓰기

Culture Station  
Seoul 284

E

문화역서울 284 전시E

• Part.0 개별 작가 독립전시    

• Part.1 글자와 책의 해부학   

• Part.2 붉게 쓰기: 몸과 타이포그래피가 만나는 곳  

• Part.3 글자, 이미지 그리고 감각 
• Part.4 이미지 놀이가 된 글자: 짤, meme 그리고 gif  

• Part.5 플래그 앤 플레이 그라운드  

• Part.6 직관의 과정  

• Part.7 협업 기업 참여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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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시 기획 5-1  

20

큐레이터 
심대기 (대기앤준, KR)

깃발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
를 담는 도구이지만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게임에서는 한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담는 
상징물로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깃발은 개
인이나 집단의 생각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이며, 깃발에 드러난 시
각언어와 그것을 흔드는 ‘몸짓’의 행위는 하
나의 ‘미장센(mise-en-scéne)’이다. 이것
은 보편적일 수도 있고 개별문화 특유의 것
일 수도 있다. ‘몸’이라는 주제에 담긴 다양
한 생각을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로 표현
한 작품을 깃발이라는 매체에 담아 문화역
서울284와 벨기에 겐트 소재의 019 갤러
리(019 Gallery, Ghent)에서 동시에 선
보인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은, 하나의 
살아있는 ‘몸짓’이며, 타이포그래피와 이미
지의 관계성, 그리고 그 존재 방식으로 ‘들
리고, 느껴지고, 체험될’ 것이다. 

깃발 

E5

플래그

참여 작가 

아이케 코에닉 (DE) 
샤샤 로베 (DE) 
에릭 브란트 (US) 
존 수에다 (US) 
발렌티넨 고에탈스 (BE) 
올리버 나이트/로리 맥그래스 (UK) 
안나 쿨라첵 (RU) 
요스트 흐로텐스 (NL) 
루스제 클랍 (NL) 
대기앤준 (KR) 
리카코 나가시마 (JP)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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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상태보다 액정화면을 통해 타이포그래피를 접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움짤(움직이는 짤방의 줄임말로 주로 gif 애니메
이션 파일 형식으로 만든 5-6초 이내의 짧은 영상) 형식의 이미지
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 장씩 액정화면을 스쳐 지나가고, 이런 방법
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글자를 소비한다. 영화, 
드라마, 예능에서 캡쳐한 움짤이나 SNS를 뒤덮은 이미지들이 프
린트되어 유통될 확률은 매우 낮다. 이미지화 된 움직이는 글자는 
인터넷을 끊임없이 떠돌며 이름 모를 저자에 의해 편집되고, 또 다
시 재생산된다. 생산, 편집, 소멸, 재생산을 반복하는 네트워크 상
의 움짤은 분열과 결합을 반복하는 인간의 유전 세포를 닮았다. 이 
전시를 구성하는 1차 디자이너 집단의 개별 아이디어로부터 시작
한 meme은 다음 세대(2차 디자이너군)를 거치며 분열되고, 또 
다음 세대(3차, 4차 디자이너군)로 이어지며 재생산된다. 세대가 
이어질 때마다 부여되는 일련의 제약은 meme을 개별 아이디어
를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유도하는 장치가 된다.

참여 예상 작가 (KR, 약 100명) 
 

이미지 놀이가 된 글자: 짤, meme 그리고 gif

큐레이터 
허민재 (더블디, KR)

본전시 기획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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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언어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의사소통을 위한 규칙이자 도구이
다. 그러나 이미지는 이러한 기호화 된 규칙이 만들어내는 보편적 
의미를 더 모호하게 더 멀리까지 밀고 나간다. 이 전시는 보편적 의
사소통의 도구인 문자를 소재로 하는 타이포그래피가 이미지라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의미 생산 체계와 만나 어떻게 감각적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다시 말해,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개별성과 특이성에 대한 모색이다. 몸은 시각, 청각, 촉
각, 후각, 미각 등 오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경험의 매개이다. 따
라서 보편 타당성한 소통을 위한 매개인 문자와는 달리 몸의 감각을 
통한 지각 경험은 일반화되지 않은 개별성과 특이성을 만들어낸다. 
감각적 경험에 바탕을 둔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는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건과 맥락 속에서 기존의 의미 체계에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의미로의 접속을 시도한다. 때문에 마그리트
의 파이프 담배는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니기도 하다.

참여 작가  

드라이덴 구드윈 (UK) / 레 피트 넌트 (ITA) / 권민호 (KR) /  
테드 데이비스 (US) / 이인수 (KR) / 캐서린 아냐고 (KE) /  
함준서(KR) 

글자, 이미지 그리고 감각

큐레이터 
권민호 (모갈2호, KR)

본전시 기획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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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허민재 (더블디, KR)

본전시 기획 4-1E4

더 로디나 (CZ)
텍스트와 이미지로 형태를 만드는 전통적
인 형식의 디자인이 과연 디자인을 둘러싼 
지금의 사회문화적 지평을 모두 담아내는 
방법일 수 있을까? 로디나는 일상에서 일
어나는 상호 관계와 이 관계적 교류를  
통한 생산의 과정에 퍼포먼스 형식의 포스
트 프로덕션 개념을 적용하여 관객의 시선
을 사로잡고, 참여를 유도하며, 그래픽 디
자인에 새로운 가치 부여하고 결과를 생산
한다.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는 디자인을 
위한 행위부터 일상의 노동 행위까지를 모
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
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퍼포먼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저는 퍼포머, 사진
을 올리는 것은 액션, SNS 채널은 장소, 
그 사진을 보게 되는 친구들은 관객이 되
는 것이다. 로디나의 작품을 통해 몸의 움
직임으로 유도한 참여와 상호작용이 전통
적인 디자인에 제시하는 새로운 디자인 방
법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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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변주

큐레이터 
채병록 (CBR graphic, KR)

참여 작가 

채병록 (KR) / 이경수 (KR) / 김장우 (KR) / 박금준 (KR) / 
크리스 로 (US) / 김도형 (KR) / 안삼열 (KR) / 
에리히 브레히뷜 (CH) / 피터 반코프 (RU) / 리차드 니슨 (NL) / 
에릭 드 밤 (NL) / 폴라 트록슬러 (CH) / 브라올리오 아마도 (US) / 
다니엘 바이스만 (DE) / 왕 유안 (CN) / 베이 아우 (CN) / 
티아고 라카즈 (BR) / 지앙핑 헤 (DE) / 이양 헤 (CN) /  
렌 타카야 (JP) / 타케히코 무라마츠 (JP) / 타카히로 에토 (JP) / 
사토시 코노 (JP) / 타카히로 야스다 (JP) / 시로시타 사오리 (JP) / 
히로시 사이토 (JP) / 코이치 코스기 (JP)

본전시 기획 6-2E6

인간은 몸을 통해 세상을 본다. 감각을 통한 지
각의 대부분 시각적 감각을 통하지만, 인식은 
지각이 경험을 만나 분석과 판단을 통해 발생
한다. 직관은 인간 고유의 감각을 활용하는 것
으로 사유 작용 없이 새로운 자극이나 경험된 
자극에 의존한다. 그러나 인식은 감각적 자극
이 직간접 경험으로 학습된 지식과 만나 사고
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작업자로서 디자이
너는 어떤 과정으로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
낼까? 실제로 디자이너는 개인의 감각적 확신
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해 결과를 생산하기까지 
수많은 직관에 의존하며 판단의 과정을 거친
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 개인의 경험 역시 자
신만의 작업 과정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이 전시는 초청 디자이너가 그들만의 직관
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를 세
밀히 기록하는 ‘직관의 과정’과  디자이너의 직
관이 개별 경험이라는 매개변수를 만나 어떻
게 다양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소개하는 ‘경
험의 변주’라는 큰 2개의 전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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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심대기 (대기앤준, KR)

놀이는 참여 대상과 놀이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
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rule)을 더해 구
성된다. 그리고 참여자는 몸을 사용하여 행위를 
통해 규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을 경험한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에서 규
정하듯 놀이는 대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위한 
유희쯤으로 간주된다. ‘플레이그라운드: 디자이
너가 만드는 놀이’에서는 일상에서 ‘놀이’로 간주
하지 않는 행위에 디자이너가 부여한 목표와 방
법을 더해, 행위-과정-결과의 연속이 주는 즐거
움을 관객에게 제공한다. 각 참여 디자이너는 전
시장을 하나의 놀이터로 규정하고, 몸의 움직임
을 유도하는 장치와 이것이 만들어내는 경험을 
통해 ‘몸’이라는 주제가 함유하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게 한다. 

디자이너가 만드는 놀이 

E5

플레이 그라운드 

참여 작가 

민병걸 (KR) / 배민기 (KR) /  
김형재X홍은주 (KR) / 빠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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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의 과정

큐레이터 
채병록 (CBR graphic, KR)

참여 작가 

유키마사 오쿠무라 (JP) 
한셔 반 할렘 (NL) 
리차드 니슨 (NL) 

본전시 기획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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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몸을 통해 세상을 본다. 감각을 통한 지
각의 대부분 시각적 감각을 통하지만, 인식은 
지각이 경험을 만나 분석과 판단을 통해 발생
한다. 직관은 인간 고유의 감각을 활용하는 것
으로 사유 작용 없이 새로운 자극이나 경험된 
자극에 의존한다. 그러나 인식은 감각적 자극
이 직간접 경험으로 학습된 지식과 만나 사고
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작업자로서 디자이
너는 어떤 과정으로 시각적 결과물을 만들어
낼까? 실제로 디자이너는 개인의 감각적 확신
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해 결과를 생산하기까지 
수많은 직관에 의존하며 판단의 과정을 거친
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 개인의 경험 역시 자
신만의 작업 과정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이 전시는 초청 디자이너가 그들만의 직관
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를 세
밀히 기록하는 ‘직관의 과정’과  디자이너의 직
관이 개별 경험이라는 매개변수를 만나 어떻
게 다양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소개하는 ‘경
험의 변주’라는 큰 2개의 전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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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ite 
Rebel9(KR) 

Space Branding 
Studio COM 

Administration 
Jun Miyeon (KCDF, KR) 
Choi Dongwon (KCDF, KR)  
Hwang Hyoyeon (KCDF, KR) 

Coordinator 
Kim Hansol (Hongik University, KR) 

Assistant 
Son EunJin (Hongik University, KR) 
Cho Hyeyeon (Hongik University, KR) 

Curator 
Moon Janghyun (General Graphics, KR) 
Park Jihoon (PaTi, KR) 
Kay Jun (Aprilsnow Press, KR) 

Publishing Project 
Kim Kwangchul (Propaganda,KR) 
 
Magazine Project 
Yoon Juli (Archive Bomm, KR) 
Lee Marvin (Hongik University, US) 
Joe Hyounyoul (Hey Joe, KR) 

Research Project 
Park Yeounjoo (Hezuk Press, KR) 
Touch Type 

Branding 
Ordinary People (Kang Jin, Seo Jungmin, 
Lee JaeHa, Ahn Seyong, KR) 

Photography and Film 
Capital of Culture (Kim Jinsol, Jung 
Moonki, KR)   

Advisory Committee

Hara Kenya (Hara Design Institue, JP)  
Lrs Muller (Lrs Muller Publishers, CH) 
Neville Brody (RCA, UK) 
Paula Scher (Pentagram, US) 
Wang Xu (wx-design,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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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ing Committee 
 

Promotion committee

Planning Committee

Ahn Sangsoo (Organizing Head, PaTi 
Nalgae, KR) 
Shin Eunhyang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R) 
Choi Bonghyun (Head of KCDF, KR)  
Yu Jeongmi (Head of Korea Society of 
Typography, KR)  
Kim Jaewon (Head of National Hangul 
Museum, KR)  
Lee Byungjoo (2011 Director,  
Hanse University, KR)   
Choi Sungmin (2013 Director,  
Seoul University, KR) 

Kymn Kyungsun (2015 Director,  
Seoul National University, KR)  
Jun Miyeon (KCDF, KR) 
Kim Hyunmi (SADI, KR) 
Jung Jinyoul (Kookmin University, KR) 
Cho Hyun (Korea Art School, KR) 
Park Woohyuk (Seoul Tech, KR) 
Jun Jaeun (Hongik University, KR) 
Kim Dongbin (Dongduk University, KR) 
Park Sujin (Ewha Womans University, KR)

Director 
Ahn Byunghak (2017 Director,  
Hongik University, KR) 

Main Curator  
Shim Daeki (DAEKI & JUN, KR) 
Kim Namo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KR) 
Chae Byungrok (CBR Graphic, KR) 
Huh Minjae (Double-D, KR) 
Kwon Minho (Mogul2,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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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of ‘body’ has long been forgotten. The specialization has been 
systemized alongside the blind faith toward reason and logic. ‘Body’ is the 
whole of intuition and sense, as well as substance ruled by the principle of 
nature. In a broad sense, body is a medium of motion, labor, repeatable 
creation, and a symbol of value for ‘a small thing against massiveness’, ‘diversity 
against universality’, ‘making against precast products’, and ‘bottom-up against 
upside-down’, and also a symbol of demand for changes of visual culture. 
  
The written language in the long history of metaphysics has been the impure 
thing which disturbs the absolute reason and seizes the status of spoken 
language. Yet, the printing culture and image culture have liberated written 
language granting rights and vitality as it is. Written language makes contextual 
meanings in relation to the surrounding areas, studies, and phenomena. 
Alongside the context, written language lively floats in the lush forest of 
meanings, expanding its meanings and generating numerous links between 
them. In this manner, the rights of written language recovered from the 
prejudice set by metaphysics for a long time allows letters organic status as 
substantive ‘body’. 

The written language now is not a simple tool for communication, but, as it is, a 
medium and a methodology that intervene the birth and death of meanings. 
Designers explore the relation of meanings with type in a way of making a 
form, dividing it into segments, and recombining them. Typography, a creative 
work to seek formative values utilizing type, gives written language vitality as 
an organic ‘body’, and talk to people in a grammatic visual structure, exploring 
the relational contexts produced by type and surroundings.  

We hope that the various creative perspectives of the 5th Typojanchi within the 
subject ‘body’ not only provokes curiosity to the experimental event but also 
provides diverse future issues on the role of typography and design in fantasy.

3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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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The birth of the written language 
announced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of recording the human race. 
In the mean time letter, which has 
repeated its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became the most 
essential method for enriching all 
human cultures. Therefore, as though 
the spoken language attained diverse 
and depth studie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nd support the written 
language in both artistic and formative 
aspects. As the only international 
biennale solely devoted to typography, 
Typojanchi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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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s Subject

Since Typojanchi launched 2001,  
the event has uniquely explored 
various intersections where the art of 
visible language meets other cultural 
areas — literature, city, music, film, 
politics, and economy. 

2017 Typojanchi would  
- 
enrich its notion and creativity by 
exploring diverse fields 
- 
offer a wide range of aesthetic 
experience to the public with exploring 
formative value and typographic 
possibilities of the world’s written 
languages, 
- 
contribute to suggest a number of 
methods to connect design and social 
and cultural context in a visual art 
perspective.  

The 5th edition of Typojanchi 2017 will 
explore social and cultural issues 
known as exchange, succession, bond, 
transfer, relationship, micro-
community, intervention, dialogue, 
interval, affair, neighbour, specific 
space, coexistence, low-tech, 
negotiation, variable, society of 
minors, projection, and connection 
within the theme of ‘Body and 
Typography’. 

Hosted by: 

Organized by: 

Supported by: 

Sponsored by: 
NAVER 
NAVER Cultural Foundation Corp. 
Hyundai Motor Company 
Doosung Paper 
Ahn Graphics 
Japan Foundation Korea 
Adobe Korea 
Fast Campus 
Small House Big Door 
Creative Industries Fund NL 
Monthly <Design> 
Neolook 
IDEA Magazine 
typographics t 
Sandoll Communications Jikji Soft 
Hyundai Moto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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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shing project 'corpus' for 
Typojanchi 2017 is comprised of  
two publications. The first publication 
collected together work on ‘Body and 
typography.' Pulling together a broad 
range of investigations on 'body' and 
'typography' the research book, aims  
to identify common languages, 
approaches and shared grammar.  
The first publication spreads its net wide 
in its cultural forays and in its survey of 
divergent practices. The first publication 
is the search engine powering the 
second book. The second publication 
penetrates deeper into ideas, inspiration, 
and creative transformations. It explores 
more directed dialogues, discourse and 
cultural incisions rewriting 'body' and 
'typography'.

Director 
Park Yeonjoo (Hezuk Press, KR)  

Researcher 
Julie Kim (Designer, UK) 
Kim Eunhee (University of Seoul, KR) 
Audrey Liew (Univ of Seoul, MY) 
Lee Yejou (Designer, KR) 
Jo Eunbi (Exhibition Manager, KR) 

Tory utilized geometrical shapes and proportions to 
construct a grid-based system of letter production, 
influenced specifically to the natural proportions of human 
anatomy, especially the face. Although his new conventions 
were not particularly intended for printing, but rather for a 
reformation of the French language at large, his techniques 
nonetheless had a great influence on lettering and printing 
in its wake.

Geoffroy Tory

In 1999, Spanish artist Santiago Sierra paid six unemployed 

young men in Cuba to take part in one of his installation 

pieces. The men were offered $30 each to participate, and 

stripped to their shorts to become a part of another of 

Sierra’s human experiments, this time in the Espacia 

Aglutinador, Havana’s oldest art space. And their job? To go 

under the needle. Sierra had the men tattooed – one 

straight, horizontal line reaching across each of their 

backs. A line-up of young, able warriors symbolically inked 

for social battle.

Espacio Aglutinador Havana December 1999

That next logical step would be ... “basically a microfilm 
reader mounted on a large pole.” The whole thing, to our 
TV-and-tablet-jaded eyes, looks wonderfully quaint. (The 
projector! The knobs! The semi-redundant reading lamp! 
The smoking jacket!) But it also looks smartly predictive: 
After all, what speaks to our current, hazy dreams of conver-
gence more eloquently than the ability to sit back, relax, 
and turn books into television?

The book reader of the future 

(April, 1935 issue of Everyday Science and Mechanics)

‘ When God made the first clay model of a human being,  

he painted the eyes, the lips, and the sex. 

And then He painted in each person’s name lest the person 

should ever forget it. 

If God approved of His creation, he breathed the painted 

clay-model into life by signing His own name.’

The Pillow Book, 1996 by Peter Greenaway

Research Project

“ Enclosed in cardboard boxes, having voluntary subjugated 

their fleshy appearance to the abstract reality of the sign, 

the militant students of May 68 restaored to the letter its 

magic and ancestral power.” — Letter and Image, Massin

May 1968 events in France

P1

Touch Type

V.11_ 20170224 본행사 기획서 타이포잔치 2017 
5회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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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 • Research Project   

1st Edition: Touch Type 
Published in February, 2017 

• Archive Project  
1st issue: Documenting of ‘SAISAI 2016-2017’  
Published in February, 2017  

• Publishing Project 
Body Dictionary: It will be distributed as an 

appendix in Graphic Magazine 

Coming in March 2017 Research Project 
- 

Hezuk Press

Archive Project 
- 

Archive Bomm

Publishing Project 
- 

Graphic Magazin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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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Culture Station Seoul 284  
1 Tongil-ro, Jung-gu, Seoul, Korea, 
04509  

T. +82(2) 3407 3500  
F. +82(2) 3407 3510 
E. seoul284@kcdf.kr 
W. https://en.seoul284.org 
 

Main Event  

- Exhibition: Sep 15(Fri) - Oct 29(Sun), 2017 (45days)  
- Installation: Sep 11(Sun) -Sep 14(Thu) (4days) 
- Private View: Sep 15(Fri) 2017, 13:00-14:30  
- Press Conference: Sep 15(Fri) 2017, 14:30-16:00 
- Opening Ceremony: Sep 15(Fri) 2017, 16:30-18:30  
- Opening Party: Sep 15(Fri) 2017, 19:00-22:00  

 Small House Big Door  

Talk/Seminar 

- Date: Sep 8(Fri), 9(Sat), 2017  
- Venue: Naver Connect Hall

Culture Station Seoul 284 1F

Culture Station Seoul 284 2F

exhibition 

workshop 

project  

talk

E

W

P

T

Artist / Curator Talk 
- 

Culture Station  
Seoul 284

Pre-Talk 
- 

Doosung in The Paper 
Gallery

Open Talk 
- 

Naver Connect Hall

Special Talk  
- 

Culture Station  
Seoul 284

Part.7 
- 

Connected Body and 
the Specific Places

Part.1 
- 

Write in Red: Where 
Mohm (Body) Touches 

Typography

Part.0 
- 

Chronicle of writing, the 
present time of lettering 

and drawing letters, 
and beyond Writing

Part.5 
- 

Flag and Playground:  
A Play made by  

Designer

Part.3  
- 

Inhabit a Planet 

Part.4  
- 

100 Daughters and 10 
Mothers

Part.6 
- 

The Process of Intuition 
and Variation of  

Experience 

Part.2 
- 

Letter, Image and the 
Senses

Culture Station  
Seoul 284

Small Talk 
- 

Small House Big Door

Independent Publishing 
Project 

- 
Body Dictionary

Research 
Project 

- 
Touch Type 

Knot the Type

Archive Project 
- 

Magazine 

Structure of Typojanchi 2017

E

P

Table Talk 
- 

The Book Society

T

W

E

P

Exhibition 
- 

Hyundai Card  
Design Library

Exhibition 
- 

019 Ghent, 
Belgium

Exhibition 
- 

Ui Subway Line  
Project

Hyundai Card 
Workshop 

- 
Hyundai Card  
Design Library

Exhibition 
- 

Seoul Bus Shelter  
Project

PaTi Workshop 
- 

Paju Typograph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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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Date: Late Aug. 2017 
Venue: PaTi 
About a week 

• Bus Stop Project 
Date: 2 Sep. 2017 
Venue: Several spots in Seoul  
About a month  

• Ui Tram Project 
Date: 2 Sep. 2017 
Venue: Sungshin Women’s Univ. and  
Bomun Platform 
About a month 

• Exhibition 
Date: 15 Sep. 2017 
Venue: Ghent Gallery, Belgium 
About a month 

• Exhibition 
Date: 16 Sep. 2017 
Venue: Hyundai Card Design Library, Seoul 
About 2 months

Related WorkshopW

Related ExhibitionE

Related ProjectP

W

E

P

Exhibition & 
Performance 

- 
Hyundai Card 

Seoul

Exhibition 
- 

019 Ghent Gallery 
Belgium

Ui Tram 
Project 

-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PaTi 
Workshop 

- 
PaTi 
Paju

Bus Stop 
Project 

-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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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s’ Talk 
- 

Culture Station 284 
RTO

Pre-Talk 
Lecure Series 

- 
Doosung in The Paper 

Gallery

Special Talk  
- 

Hyundai Motor Studio

Small Talk 
- 

Small House Big Door
Open Talk 

Seminar and Lecture 
- 

Naver Connect Hall

T

Talk/SeminarT • Pre-Talk  
Date: May 13 (Sat) – Aug 5 (Sat), 2017 
Venue: Doosung in the Paper Gallery  
Time: Every 3weeks for 3 months 

• Open Talk 
Date: Sep 8 (Fri) – Sep 9 (Sat), 2017  
Venue: Naver Connect Hall  
Time: 13:30-18:30 for 2 days 

• Small Talk: Opening Party 
Date: Sep 15 (Fri), 2017 
Venue: Small House Big Door 
Time: 19:00-21:00 

• Special Talk: H Sans with Typojanchi 
Date: Oct 6 (Fri), 2017 
Venue: Dosan Motor Studio  
Time: 16:30-20:00 

• Curators Talk  
Date: Sep 30 (Sat) – Oct 28 (Sat), 2017  
Venue: Culture Station Seoul 284, RTO 
Performing Hall  
Time: 15:00-16:30 (Once a week for 6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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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ws-magazine media that  
writes down every preparation and 
progression course of Typojanchi 
2017 and delivers various news 
throughout the event as the forms  
of interview article, contributions of 
inside/outside writers, and photo 
sketch. It is supposed to be published 
in 2 times and distributed for free  
only to postal and online subscribers. 

Director   
Yoon Juli (Archive Bomm, KR)  
Lee Marvin (Hongik University, US) 

Designer 
Joe Hyunyeol (Hey Joe, KR) 

9

Archive ProjectP2

Newsletter/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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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Kim Kwangchul (Propaganda, KR) 
Lee Marvin (Hongik University, US) 

Editor 
Kim Honggoo (Korean, Freelance Editor, KR) 
Eli Park Sorensen (English, Designer, DK) 

Designer 
Joe Hyunyeol (Hey Joe, KR) 

10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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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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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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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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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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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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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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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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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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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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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면증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잠에 빠지는 질
환. 일상생활 도중에 수면 발작을 일으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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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Dictionary includes several headwords about ‘the body’, 
which is the main subject of Typojanchi 2017 and provides 
clues about how the subject is expanded and interpreted, 
representing sharp opinions by writers in various fields.  
In this method, by pushing out the abstractness the subject 
symbolizes, it intends to raise problems in critical perspective 
and stimulate various inspirations, not just providing the 
standardized answer about “why it should be ‘the body’”. 
Body Dictionary is made in both Korean and English, but it  
is not using the method just simply translating Korean into 
English. It selects linguistic expressions using differently 
according to cultural distinction in British and American 
culture as headwords and handles different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artistic contents which are same with  
Korean form.

Body Dictionary

Publishing Projec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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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ction suggests ‘Writing’ as a connection  
of body and typography. Typography has ‘Symbol 
attributes’ inherently. The body could also be 
interpreted as a ‘Symbol’ that expressed human 
consciousness. This point of view focuses on meaning 
and interpretation rather than on behavior. On the 
contrary, this section provides an experience of 
recognizing ‘living’ of the body through the act of 
‘writing’ and seeking the typography deviated from the 
semiotic process. Also, as Paul Valerie mentioned “the 
body makes blood, the blood makes the body, and then 
the body makes the blood again” in <A Simple 
Consideration of the Body>, blood is a symbol of the 
body and it is the body itself that produces the flow of 
the body. If blood could be considered as substance, 
the act of writing can also be the material of 
typography. This exhibition is the study of a living and 
comprehensive ‘Body’  composed of the three keywords 
that the act of writing, typography as a shape, and the 
blood as substance. 

Exhibition Part.2E2

Curator 
Kim Namoo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KR) 

Write in Red: 
Where the Body Meets Typography

Participants 

Lust (NL) 
Son Beomyoung (KR) 
Han Junghoon (KR) 
Shin Mideum x Jo Byul (KR) 
3st (US) 
Seoulro (KR) 
60603 (KR) 
Choi Youjin (KR) 
Goldentree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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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 
Moon Janghyun (General Graphics, KR) 
Park Jihoon (PaTi, KR) 
Kay Jun (Aprilsnow Press, KR)

Anatomy of letter and book

Exhibition Part.1E1

The complex body, which is a completed type through 
the connection of organs and parts, is similar to text, 
which makes up a unique form of parts like serif, 
shoulder, legs, and arms by detailed connection in 
space. A book is a formative property of the meaning 
of the text that is completed through the detailed 
design about shape, frame, thickness, binding and 
materials. In the history of Western metaphysics ruled 
by spoken language and emotions, written language 
and body were considered as necessary evil polluting 
spoken language and emotions. The text, book, and 
body we handle are a symbol of problem-poising 
against conventional and existing thinking. We are 
going to view the text as a creative tool which moves 
by itself, not only delivering meaning, and recognize 
properties of the book as formative substance. Also, 
we are going to tell the original property passing 
through text, book, and body as the symbol of 
diversity over absolute value, understanding the body 
as the symbol of intuition and sense over reason and 
logic. 

Main Event Plan   Typojanch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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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urator 
Huh Minjae (Double-D, KR) 
   
Venue: Hyundai Card

Mohm as medium

The human looks the world through the 
body. Perception through sense mostly 
goes through visual sense, but 
recognition arises through analysis and 
decision made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Intuition uses human’s 
unique senses, so it relies on new or 
experienced stimulation without 
reasoning process. Recognition, however, 
arises through the process of thinking 
that sensible stimulation gets together 
knowledge learned from direct/indirect 
experience. How does designer as worker 
make visual output? Actually designer 
goes through the process of decision 
relying on many intuitions with sensible 
confidence from starting work to 
producing the result. In this process, 
designer’s personal experience can also 
be the main cause of making one’s own 
working process. 

Expected participants 

Moniker (NL) / James Chae (US)  
etc. 

Related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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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7 
- 

Partners’ Room

Part.1 
- 

Anatomy of Letter 
and Book

Part.0 
- 

Main Artists

Part.5 
- 

Flag & Playground

Part.3  
- 

Letter, Image  
and Sense

Part.4  
- 

Meme and gif

Part.6 
- 

The Process of 
Intuition

Part.2 
- 

Write in Red

Culture Station  
Seoul 284

E

Main Exhibitions 
Venue: Culture Station Seoul 284

E

• Part.0 Main Artists 

• Part.1 Anatomy of Letter and Book   
• Part.2 Write in Red 
• Part.3 Letter, Image and Sense 

• Part.4 Meme and gif  

• Part.5 Flag & Playground  
• Part.6 The Process of Intuition  

• Part.7 Partner’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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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 
Shim Daeki (DAEKI & JUN, KR)

Participants 
 
Eike König (DE) 
Sascha Lobe (DE) 
Erik Brandt (US) 
Jon Sueda (US) 
Valentijn Goethals (BE) 
Studio OKRM (UK) 
Anna Kulachek (RU) 
Studio Joost Grootens (NL) 
Roosje Klap (NL) 
Rikako Nagashima (JP) 
Daeki & Jun (KR) 
etc. 

20

Commonly flag is a tool for putting 
social, political ideology, but it is 
also used as the symbol of a nation’s 
identity in a sports game like 
Olympic. Like this, the flag is very 
active action showing one’s or 
group’s thinking to others. 
Typographic work expressing 
various opinions in subject ‘the 
body’ is included in the medium 
‘flag’. And it is exhibited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and 019 Gallery, 
Ghent  

Flag

Exhibition Part.5-1E5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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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participants (approx. 100) 

Curator 
Huh Minjae (Double-D, KR)

19

People contact with typography through LCD screen 
more than printed image. Thousands of GIF images 
(abbreviation of ‘moving image’, a short video of gif 
animation file form within 5-6 seconds) pass by screen 
per day, and people spend text actively more than ever 
in this way. The probability is very low that GIF images 
captured in movie, drama, and entertainment program 
and images covering up every SNS are circulated in the 
form of printing. Visualized moving texts are edited by 
unknown writers and reproduced again, wandering  
the Internet. GIF on the network, which repeats 
production, editing, extinction, and reproduction, is 
similar to human genetic cell repeating dividing and 
binding. ‘Meme’, starting from individual ideas of the 
primary designer group in this exhibition, is divided 
through the next generation(secondary designer 
group) and reproduced through the following 
generation(third and fourth designer group). A series 
of restrictions given every time generation continues 
are being a tool attracting one phenomenon over the 
individual idea. 

Exhibition Part.4-2E4

Meme and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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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Dryden Goodwin (UK)  / Le Petit Néant (ITA) / 
Kwon Minho (KR) / Ted Davis (US) / 
Lee Insu (KR) / Catherine Anyango (KE) / 
Ham Junseo (KR) 

Curator 
Kwon Minho (Mogul2, KR)

17

Written language is rule and tool for universal and 
generalized communication. However, an image 
vaguely and widely expands normal meaning the 
symbolized rule makes. This exhibition searches for 
how typography, using a tool of universal 
communication ‘text’, can reflect sensual experience 
when contacting with an image, which is a multiple  
and complex meaning-produc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is research about individuality and specificity 
typography and image make. The body is a medium  
of experience collectively utilizing five senses; seeing, 
hearing, touching, smelling, and tasting. For that 
reason, unlike text which is a medium for universal 
communication, perceptive experience through the 
sense of body makes not-generalized individuality  
and specificity. Like this, typography and image based 
on sensual experience attempt to approach to  
a new meaning, throwing questions over the existing 
meaning system in various events and contexts we  
face every day. Therefore, the Magritte’s pipe is a pipe, 
but it is not at the pipe. 

Exhibition Part.3E3

Letter, Image and Sense

Main Event Plan   Typojanchi 2017  
The 5th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V.13_ 20170712 18

Can the design of traditional form made 
with text and image be the best method 
putting all modern socio-cultural 
prospects surrounding design? Rodina 
catches audience’s attention, attracts 
participation, and produces result giving 
new value at graphic design, adapting 
post-production concept of performance 
form at the process of daily inter-relation 
and production through this relational 
exchange. This performance includes 
everything from action for design to daily 
labor practice. For example, uploading 
photo on SNS using a smartphone is 
performance, smartphone user is the 
performer, uploading photo is action, 
SNS channel is a place, and friends 
watching the photo are audiences. 
Through Rodina’s work, it will provide 
participation induced by body-moving 
and new design methodology that 
interrelation suggests to traditional 
design. 

Exhibition Part.4-1

The Rodina(CZ)

E4

Curator 
Huh Minjae (Double-D,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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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 
Chae Byungrok (CBR graphic, KR)

Participants 

Chae Byungrok (KR) / Lee Kyeongsoo (KR) / 
Kim Jangwoo (KR) / Park Kumjun (KR) / Chris Ro (US) /  
Kim Dohyung (KR) / Ahn Samyeol (KR) /  
Erich Brechbühl (CH) / Peter Bankov (RU) /  
Richard Niessen (NL) / Erik de Vlaam (NL) /  
Paula Troxler (CH) / Braulio Amado (US) /  
Daniel Wiesmann (DE) / Wang Yuan (CN) / Benny Au (CN) / 
Thiago Lacaz (BR) / Jianping He (DE) / Yiyang Hei (CN) /  
Ren Takaya (JP) / Takehiko Muramatsu (JP) /  
Takahiro Eto (JP) / Satoshi Kohno (JP) /  
Takahiro Yasuda (JP) / Shiro Shita Saori (JP) /  
Hiroshi Saito (JP) / Koichi Kosugi  (JP)

23

The human looks the world through the body. 
Perception through sense mostly goes through 
visual sense, but recognition arises through 
analysis and decision made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Intuition uses human’s unique senses, 
so it relies on new or experienced stimulation 
without reasoning process. Recognition, however, 
arises through the process of thinking that 
sensible stimulation gets together knowledge 
learned from direct/indirect experience. How does 
designer as worker make visual output? Actually 
designer goes through the process of decision 
relying on many intuitions with sensible 
confidence from starting work to producing the 
result. In this process, designer’s personal 
experience can also be the main cause of making 
one’s own working process. This exhibition divides 
with two parts: ‘the process of intuition’, 
elaborately recording the process invited designer 
makes through one’s unique intuition and 
experience, and ‘variation of experience’, 
introducing how designer’s intuition makes 
various results when meeting individual 
experience. 

E6 Exhibition Part.6

The Variation of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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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Min Byungul (KR) / Bae Minki (KR) /  
Kim Hyungje x Hong Eunju (KR) / Vakki (KR)

21

A play is made up by adding setting 
participation group and goal of the play 
to rule for achieving the goal. And 
participant experiences physical, mental 
enjoyment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rule through body-moving actions. ‘Play’ 
in a dictionary, however, is usually 
considered as amusement for kids. 
‘Playground: A play designer makes’ 
gives enjoyment connection of action-
process-result provides, adding 
designer’s unique goal and method of 
actions not considered as ‘play’ in 
routine. Individual participating designer 
rules exhibition hall as a playground and 
makes sympathy of common value ‘the 
body’ includes, through device inducing 
body-moving and experience it makes. 

Curator 
Shim Daeki (DAEKI & JUN, KR)

Exhibition Part.5-2E5

A play designer makes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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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tor 
Chae Byungrok (CBR graphic, KR)

Participants 

Yukimasa Okumura (JP) 
Hansje van Halem (NL)  
Richard Niessen (NL)

22

The human looks the world through the body. 
Perception through sense mostly goes through 
visual sense, but recognition arises through 
analysis and decision made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Intuition uses human’s unique senses, 
so it relies on new or experienced stimulation 
without reasoning process. Recognition, however, 
arises through the process of thinking that 
sensible stimulation gets together knowledge 
learned from direct/indirect experience. How does 
designer as worker make visual output? Actually 
designer goes through the process of decision 
relying on many intuitions with sensible 
confidence from starting work to producing the 
result. In this process, designer’s personal 
experience can also be the main cause of making 
one’s own working process. This exhibition divides 
with two parts: ‘the process of intuition’, 
elaborately recording the process invited designer 
makes through one’s unique intuition and 
experience, and ‘variation of experience’, 
introducing how designer’s intuition makes 
various results when meeting individual 
experience. 

E6 Exhibition Part.6

The Process of In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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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잔치 2017 

관람객 집계

주 분류 일자 별 집계 계

9월 15일 9월 16일 9월 17일 9월 18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1주차 내방관람객 1,560  3,160  1,893 

휴관

 749  845  700  8,907 

외국인 82  98  78  47  38  51  394 

내국인 1,478  3,062  1,815  702  807  649  8,513 

9월22일 9월23일 9월24일 9월25일 9월26일 9월27일 9월28일

2주차 내방관람객  889  3,411  2,037  494  663  1,470  806  9,770 

외국인  44  49  60  34  55  40  180  462 

내국인  845  3,362  1,977  460  608  1,430  626  9,308 

9월29일 9월30일 10월1일 10월2일 10월3일 10월4일 10월5일

3주차 내방관람객  1,050  2,338  1,883  2,445  2,401 

휴관

 3,914  14,031 

외국인  12  27  77  86  91  72  365 

내국인  1,038  2,311  1,806  2,359  2,310  3,842  13,666 

10월6일 10월7일 10월8일 10월9일 10월10일 10월11일 10월12일

4주차 내방관람객  4,179  4,209  3,455  2,569  376  478  795  16,061 

외국인  147  79  95  59  20  28  24  452 

내국인  4,032  4,130  3,360  2,510  356  450  771  15,609 

10월13일 10월14일 10월15일 10월16일 10월17일 10월18일 10월19일

5주차 내방관람객  1,103  2,137  1,753 

휴관

 771  681  607  7,052 

외국인  24  52  46  45  23  21  211 

내국인  1,079  2,085  1,707  726  658  586  6,841 

10월20일 10월21일 10월22일 10월23일 10월24일 10월25일 10월26일

6주차 내방관람객  981  2,286  2,151  845  893  937  1,157  9,250 

외국인  37  68  61  39  41  40  54  340 

내국인  944  2,218  2,090  806  852  897  1,103  8,910 

10월27일 10월28일 10월29일

7주차 내방관람객  1,146  2,314  2,237  5,697 

외국인  49  46  90  185 

내국인  1,097  2,268  2,147  5,512 

총계  내방관람객/요일  10,908  19,855  15,409  6,353  5,853  4,411  7,979  70,768 

 외국인/요일  395  419  507  218  299  169  402  2,409 

 내국인/요일  10,513  19,436  14,902  6,135  5,554  4,242  7,577  68,359 

 평균값  1,818  3,309  2,568  1,588  976  882  1,995  1,685 

 66  70  85  55  50  34  101  57 

 1,752  3,239  2,484  1,534  926  848  1,894  1,628 

다. 

공식 문서 양식

공식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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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약력 수집 양식

Curriculum Vitae: IndividualTypojanchi 2017 Page 1 of 3

Nationality

Period Title/role Institution Place (city, country)

Personal record

Family name Given name Full name in native script (if applicable) Date of birth Current residence (city, country)

Professional positions

Academic background

Year Degree Institution Place (city, country)Subjects/major/specialization

Curriculum Vitae: IndividualTypojanchi 2017 Page 2 of 3

Solo exhibitions (select up to five)

Year Title Place (city, country) Further information (if necessary)Venue

Projects (select up to five)

Year Title Place (city, country) Further information (if necessary)Involved institutions/individuals

Group exhibitions (select up to five)

Year Title Place (city, country) Further information (if necessary)Venue

Curriculum Vitae: IndividualTypojanchi 2017 Page 3 of 3

Awards and recognition (select up to five)

Year Title Place (city, country) Further information (if necessary)Awarding institution

Publications by the artist (select up to five)

Other biographical notes

Year Title Place (city, country) Further information (if necessary)Publisher



TYPOJANCHI2017: MOHM

Typojanchi 2017 Page 1 of 3Proposal for the Work: Individual

Account holder*

*The account must be in the artist’s own name.

Bank/branch address

Account number Name of the bank

SWIFTBIC

IBAN Code (Only in Europe)

Artist

Name

Website E-mail

Telephone Mobile phone

Fax

Account information

Address City Province/state ZIP Country

How do you want us to handle your work after exhibition?

Donate to the KCDF Archive Center Discard

Return

Other (please specify):KCDF Archive Center was established in 2009 by 
the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The materi-
als—including electronic data, books, catalogues, 
government publications, reports from related agen-
cies and organizations—are fully  accessible to the 
public. We would greatly appreciate if you gener-
ously donate your work to the valuable archive.

Typojanchi 2017 Page 2 of 3Proposal for the Work: Individual

Title

File name Description

Conceptual note (max. 400 words) 

Installation note

Medium 

Dimensions/duration Year

Year

Work

Related images

제안서 양식

Typojanchi 2017 Page 3 of 3Proposal for the Work: Individual

Details

Details

Details

Details

Amount in Korean Wons

Amount in Korean Wons

Amount in Korean Wons

Total amount in Korean Wons

Design 
(including research,  

development and trials)

Production 
(including materials and  

payment for service providers)

Shipping

Others

Budget Amount in Korean Wons

Please keep the receipts and invoices: you must present them to organizers upon your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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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기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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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결과보고서_인쇄용표지
	결과보고서_인쇄용
	결과보고서_인쇄용표ᄌ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