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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박우혁

사물 ♧ 事物.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한중 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8 ♧ 박우혁

사물 ♧ things; affairs; a matter. ♧ 금성출판사 편집부 엮음, 『뉴에이스 한영사전』, 금성출판사, 2008 ♧ 
박우혁

거울 ♧ 1.물체의 모양이나 형상을 비추어 볼 수 있게 유리 따위로 만든 물건. 2.어떤 대상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 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박우혁

거울 ♧ 1. 반사를 통한 변환 도구로서의 거울과 언어를 문자로 ‘사물화’하는 타이포그래피. 2.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텅빔의 상징’ 거울과 텍스트로부터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필연의 타이포그래피. ♧ 박우혁

사물화(事物化) ♧ 1.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으로 되다. 2. 어떤 대상이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으로 됨.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박우혁

사물화(事物化) ♧ 타이포그래피는 추상적 텍스트를 구체적 활자 배열을 통해 사물화한다. ♧ 박우혁

사전 ♧ 여러 가지 사물이나 사항을 나타내는 말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각각에 해설을 붙인 책.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박우혁

사전 ♧ 사물의 목록. ♧ 박우혁

사전 ♧ 색인, a~Z, 해설, 지도, 참고 문헌, 삽화, 약자 일람표, 외국어 표기, 지명 목록, 난외표제. ♧ ♧ 
박우혁

목록 ♧ 인간은 카탈로그, 사전, 박물관 컬렉션 같은 사물의 형태를 띤 목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 움베르토 에코, 『궁극의 리스트』, 오숙은 옮김, 열린책들, 2010 ♧ 박우혁

이름 ♧ 어떤 사물이나 단체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일정한 칭호.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박우혁

이름 ♧ 명명(命名). 언어와 사물의 관계, 관계로부터의 특성, 매개의 과정, 그리고 그것이 타이포그래피의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언어가 사물을 그대로 지시할 수 있는가.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처럼 언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한 이전의 사례들로부터 대상의 본질, 대상을 

지칭하는 수단, 언어와 사물 사이의 연관성, 오늘의 현대 타이포그래피에서 나타나는 명명의 과정. ♧ 
박우혁

물건 ♧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질적 대상.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박우혁

순환 ♧ 사물의 순환과 타이포그래피의 순환. ♧ 박우혁

시간 ♧ 1.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머무름이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무한히 연속되는 흐름. 2. 모든 

존재의 비가역적(非可逆的) 변화와 현상의 지속성이 근거를 두는, 물질의 기본적인 존재 형식.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공간 ♧ 1. 앞뒤, 좌우, 위아래의 모든 방향으로 널리 퍼져 있는 입체적 범위. 2. 시간과 함께 세계를 

성립시키는 기본 형식. 3.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현상이 생기는 장(場).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우주 ♧ 1. 무한한 시간과 온갖 사물을 포괄하는 공간. 2. 질서 있는 통일체로 생각되는 세계.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사진 ♧ 1. 광학적 방법으로 감광 재료면에 박아 낸 물체의 영상. 2. 물건의 모양을 그대로 그림.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그림 ♧ 선이나 색채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사물, 풍경 또는 감정이나 상상력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낸 

것.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소리 ♧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귀에 전달되어 청각(聽覺) 작용을 일으키는 공기의 파동.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대상 ♧ 1.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표적이 되는 것. 2. 의식, 감각, 행동 등의 작용이 향하는 객관의 

사물.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명명 ♧ 생물이나 사물에 이름을 붙임.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규칙 ♧ 사물이나 현상이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거나 변화할 때 관여하는 

질서.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기호 ♧ 어떠한 뜻을 나타내거나 사물을 지시하기 위해 쓰이는 부호나 그림, 문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심벌 ♧ 어떤 추상적인 사상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의미로 바꾸어 나타내는 일. 또는 나타낸 것.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틀 ♧ 만들고자 하는 물건의 일정한 모양을 잡는 데 쓰는 물건.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면 ♧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일정한 넓이를 가진 부분.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문 ♧ 1.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 2. 어떤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나 경계의 입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안경 ♧ 1. 불완전한 시력을 조정하거나 바람, 먼지, 센 빛 따위를 막아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에 쓰는 

물건. 흔히 뿔, 쇠붙이 따위로 만든 테에 수정이나 유리 따위로 만든 알을 끼운다. 2.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판단하는 기준이나 시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기억 ♧ 활자 이전(以前) 형태로서의 소리는 그 대체 행위인 손글씨라는 역사를 거쳐 오늘날의 인쇄라는 

공정에 도달하게 된다. 소위 현대 타이포그라피에서의 인쇄된 상태로서의 활자란, 즉 활자의 인상    

(印象)이란, 이미 소리나 그림, 활자가 가진 의미로부터 일탈(逸脫)되어, 지면 위에 사물화되는 순간, 

활자는 활자화되기 이전의 역사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사물화된 활자는 소리(음악)

의 발자취[기억]와 상형(象形)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소리와 상형에 실렸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안상수, 타이포그라피적 관점에서 본 이상 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신혜정

사물화 ♧ 많은 기호론적 구조주의자들의 상정에도 불구하고 말을 사물로 바꾸고 그와 더불어 인식 활동을 

사물로 바꾸는 데 실효를 거둔 것은 쓰기가 아니라 인쇄였던 것이다. ♧ 월터 잭슨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임명진, 이기우 옮김, 문예출판사, 1995 ♧ 신혜정

추상음향시 ♧ 추상음향시 실험은 1차 사물화된 음향을 타이포그라피라는 2차 사물화의 과정을 거쳐 지면 

위에 고정시켜 활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유경, 

신재욱, 현대 실험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유기화에 관한 연구, 『정보디자인학연구』 16권 2호, 통권21
호, 2013.12 ♧ 신혜정

이케아 카탈로그 ♧ 영화 「파이트 클럽(Fight club)」에 나오는 장면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활자들은 

영화의 공간에 보이는 사물들의 이름이나 가격, 상표 등과 같은 정보를 영화 주인공의 독백에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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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언어적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활자는 영화의 공간에서 각각의 사물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주인공의 독백을 통해 등장하는 사물들의 정보를 

전달받기도 하지만 활자를 통해 영화 이미지에서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곧, 여기서 활자들은 영화 공간에 펼쳐진 사물들의 이미지에 대한 타이포적 반사상으로 

존재하며 각각의 사물들에 대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담은 거울인 것이다. ♧ 윤성준, 

거울유희로 본 타이포그라피의 유희적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신혜정

거울 ♧ 거울유희와 타이포그라피 유희적 표현의 접점. 1. 활자의 반사대칭과 공간 구성상의 대칭은 

거울의 반사원리를 따른다. 2. 활자 형태의 왜곡과 변형은 볼록거울이나 만화경 등의 유희적 

왜곡현상과 닮아 있다. 3. 거울의 무한반사 기능은 활자를 시각적 이미지로 다룬 타이포그라피에서 

활자의 연속적 배열로 나타나며, 그러한 관점에서 활자를 연속 반사하는 타이포그라퍼는 하나의 

거울이다. 4. 실제공간과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거울의 속성은, 활자가 다른 공간 이미지를 확장시켜 

중개하고 있는 타이포그라피와 다중적 공간에 존재하며 활자의 레이어를 가지는 입체 활자,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 움직임이나 인터랙션에 의해 활자가 이미지나 다른 공간을 연결시키고 있는 

타이포그라피에서 나타난다. ♧ 윤성준, 거울유희로 본 타이포그라피의 유희적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신혜정

의자 ♧ 미술사에서 개념미술의 아이콘처럼 통하는 작품은 아마도 코수스의 「세 개의 의자」(1965)이리라. 

여기서 우리는 실제의 ‘의자’와 의자의 ‘사진’과 의자의 ‘정의’로 이루어진 3중의 동어반복을 

본다. 여기에는 ‘레디메이드(실제의 의자)’와 의자의 ‘자료형식(의자의 사진)’과 의자라는 ‘언어(

사전 항목의 복사)’가 존재한다. ♧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술 이야기: (6)개념미술, 『경향신문』, 

2012.10.12 ♧ 신혜정

커뮤니케이션 ♧ 허브 루발린은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의 규칙과 관례를 폐기하고 알파벳 글자들을 시각적 

형태로서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보았다. 돌덩어리, 빵 등 사물의 사진이 

헤드라인의 단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 유희는 독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참여를 요구하였다. ♧ 필립 B. 멕스,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2002 ♧ 신혜정

콜라주 ♧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시에서 조형성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회화적 요소의 도입, 손글씨와 그림의 

조합, 고무 스탬프 글자, 그림, 여러 종류의 서기, 기호 혼용, 그림과 타이포그래피의 조합과 실험, 

낱말의 낱글자로의 분해 등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각각 사물화되어서 지면 공간에 여러 형태로 

배치된다. 하나의 시각 요소로서의 사물화된 글자는 언어의 선형성을 탈피하여 회화 공간과 언어 

공간에 표류하는 콜라주적 존재로 변화된 것이다. ♧ 이유진, 시각언어로 표현한 현대시의 시각은유 

분석 서울산업대학교 iT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신혜정

활자적 물성 ♧ 활자 인쇄술의 보급 확산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나타내는 낱말이 낱쪽에 인쇄되어 시각적 

대상으로 사물화(事物化)됨으로써 ‘손글씨’에 의존되어 있던 청각 낱말이 활자적 물성(物性), 곧 

타이포그라피적 가치를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안상수, 타이포그라피적 관점에서 본 이상 시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신혜정

활물 ♧ 여기엔 문자를 바라보는 연암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다. 그것은 문자는 ‘살아 움직이는 

활물(活物)’이라는 것이다. … 연암 그룹에 이르면 문자의 개념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천지만물 자체를 살아 있는 글자라 보는 것이다. … 연암에게는 시시각각 변화하며 

생기를 머금은 사물 자체가 훌륭한 텍스트요 글자다. 이 사물은 과거 속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며 지금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문자가 실질을 적실히 담아내려면 눈앞 

현실을 그려내야 한다. 사물과 내가 일대일로 만나는 내 자연스런 마음을 드러내야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전범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 박수밀, 연암 산문에서의 용사(用事)와 패러디, 『國際

語文』 제40집, 2007.8 ♧ 신혜정

물질소 ♧ 그리스 유물론자들은 글자들을 음성적 원자이자 물체와 동일한 질서를 지닌 물질소로 분멍하게 

간주했다. 데모크리토스는 자신의 원자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최초로 알파벳을 사용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B.c. 341-270)도 사물들이 무한하고 보이지 않는 요소들로 분해될 수 

있는데, 그 요소들은 생성과 소멸의 조건들로, 알파벳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줄리아 크리스테바, 『언어 그 미지의 것』, 김인환 옮김, 민음사, 1997 ♧ 신혜정

상형 ♧ 1. 어떠한 물건의 형상을 본뜸. 2. 한자의 육서(六書)의 하나로 물체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자. ‘

日’, ‘月’, ‘山’, ‘木’ 등이 해당한다.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지사 ♧ 1. 한자를 만드는 육서(六書) 가운데 하나. 글자의 모양이 어떤 사물의 위치나 수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물의 추상적인 개념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다. 2. 사물을 가리켜 보임.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이름 ♧ 셈 알파벳에 붙여진 셈어로 된 이름에는 의미가 있었다(알레프[aleph]=소, 베스[beth]=집, 기멜

[gimel]=낙타, 달레스[daleth]=문 등등). 이 같은 셈어 낱말들은 각각 그것이 지칭하는 셈 알파벳의 

자음과 ‘두음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사물을 가리키는 낱말의 첫 글자는 그 

사물의 이름을 딴 글자이기도 했다는 뜻이다(‘a’, ‘b’, ‘g’, ‘d’ 등등). 더욱이 셈 알파벳 글자들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그 사물을 묘사한 그림으로 보일 때가 많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균, 쇠』, 

김진준 옮김, 문학사상사, 2005 ♧ 신혜정

명명 ♧ 글자-자음들의 형태는 사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그 사물의 이름은 그 글자가 표현하는 소리로 

시작된다. 따라서 ‘alef’는 히브리어로 ‘소’를 의미하며 그것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아히람 비문들에 

새겨져 있는데, 뿔을 지닌 소의 머리를 재현한 것처럼 보인다. 글자는 따라서 표의 문자에서 따온 

것일 수 있으며 그 명명은 아마도, 가디너(gardiner)의 가정에 따르면, 첫 소리를 따오는 방법을 

따른 것 같다. 셈족은 차용된 표의 문자에 자시들의 언어에서 그것에 대응되는 명칭을 부여하고, 이 

명칭의 첫 소리를 부존하여 후에 기호의 알파벳 가치로 사용했다. ♧ 줄리아 크리스테바, 『언어 그 

미지의 것』, 김인환 옮김, 민음사, 1997 ♧ 신혜정

문심혜두(文心慧竇) ♧ 다산은 글자는 만 가지 사물을 분류하려고 생겼다. 혹은 모양으로, 혹은 그 이치로, 

혹은 그 일로 하여 그 유(類)를 미루어 널리 통하는 것이니, 그 족류(族類)를 모두 알고 그 차이점을 

분별한 뒤에야 이치를 깨우쳐 비로소 문심혜두가 열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형태별로, 이치로, 

일로, 분류하여 글자를 배열하여 족류를 자세히 알게 한 뒤에 또 다른 종류의 사물을 설명하여, 

차이를 구별하면서 글을 이해하는 능력과 동시에 지혜의 구멍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 박석우,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 문학수첩, 2005 ♧ 신혜정

지명 ♧ 미니멀리즘의 대표적 작가인 모리스는 오늘날 미술은 미술사의 형식을 취한다.라고 했다. 그는 

역사라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반복이나 도전과 응전의 모든 개념들이 현대 미술을 설명하는 데에 

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대 미술의 논점과 방향은 과거와의 단절하에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데, 모리스 자신은 위대한 선배, 뒤샹의 레디메이드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이 언어의 이해와 

관계된을 알고 그에게 구조적으로 접근했다. 뒤샹의 레디메이드가 사물에서 예술 작품으로 변화될 

때, 언어를 통한 지명에 의해 작동한다고 파악하고, 작가의 지목과 명명을 중요한 개념으로 인정한다. 

♧ 진휘연,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 신혜정

책 ♧ (다다이스트들에게) 책은 그것을 만든 이가 죽은 글자만을 남기고 떠나버린 사물이었다. ♧ 리사 

아피냐네시, 『카바레: 새로운 예술 공간의 탄생』, 강수정 옮김, 에코리브르, 2007 ♧ 신혜정

기호 ♧ 중세에 모든 사물은 기호였다. 마치 소풍 나와 보물찾기를 하는 어린아이처럼, 중세인은 자연 속에 

신이 감추어놓은 뜻을 찾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모든 사물이 기호였던 시절에 모든 기호는 또한 

사물이었다. 가령 우리에게 책은 그저 기호일 뿐이다. 그리하여 책을 읽은 다음에는 내다버리기까지 

한다. 중세에는 그럴 수 없었다. 그때 책은 기호이기 이전에 사물, 그것도 값비싼 공예품이었기 

때문이다. ♧ 진중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휴머니스트, 2008 ♧ 신혜정

합성 ♧ 일련의 추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무수한 형태로 다시 결합시켜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알파벳의 언어처리 과정은, 물질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그리스인들의 견해에 



6 7

가속도를 붙여주었다. 글자들이 많은 단어를 합성해내듯이, 서로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진 원자들도 

아마 많은 사물들을 합성해낼 것이다. 그렇게 생성된 물질들은 또한 각기 다른 성질들을 갖게 될 

것이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제각기 모양이 다르고 놓이는 위치도 다르며 모아지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 제임스 버크, 『도끼장이의 선물』, 이무열 옮김, 세종서적, 1998 ♧ 신혜정

모양, 차례, 방위 ♧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Metaphysics)』에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사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 물질을 단정하는 사상가들(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이 

그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다른 만물이 생겨나고 그 ‘희박함’과 ‘조밀함’이 다른 모든 변화하는 성질의 

기본 원리라고 단정하듯이, 이 사상가들은 본질적 차이가 사물의 다른 모든 차이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본질적 차이는 모양, 차례, 방위 이렇게 세 가지이다. 그들은 사물은 윤곽과 배열과 방향만이 

다를 뿐이라고 말한다. 이 중에서 윤곽은 모양이고, 배열은 차례이며, 방향은 방위이다. a는 n과 

모양이 다르고, an은 na와 차례가 다르며, Z는 n과 방위가 다르다. ♧ 제임스 버크, 『도끼장이의 

선물』, 이무열 옮김, 세종서적, 1998 ♧ 신혜정

추상 ♧ 개별의 사물이나 표상(表象)의 공통된 속성이나 관계 따위를 뽑아냄.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음향 ♧ 물체에서 나는 소리와 그 울림.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조형 ♧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를 만듦.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미래주의 ♧ 마리네티는 열 가지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 중에는 지성과의 전쟁, 구문법과 철자법의 무시, 

미의 거부, 기계의 찬미, 사물의 운동성을 포착하는 동시다발적 지각, 무질서의 공리가 포함되었다. 

이런 자유의 정신 아래 수많은 시와 소설이 씌어졌다. 활자를 표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런 

미래주의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자크 바전, 『새벽에서 황혼까지 1500-2000 2』, 이희재 옮김, 

민음사, 2006 ♧ 신혜정

접속관계 ♧ 언어로 된 텍스트에서 사물들의 이미지는 우리가 머리 속으로 상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세기 이후 언어로 된 텍스트(사건조사서·신문기사·소설) 이외에 직접 

이미지를 보여주는 텍스트(영화)가 나타난 점이다. 언어로 된 텍스트가 종이 위에 언어로 텍스트를 

쓰는 것이라면 이미지로 된 텍스트는 스크린 위에 ‘사물들의 이미지’로 텍스트를 만든다. 이미지-

텍스트(이미지로 된 텍스트)는 ‘사물들의 이미지’를 통해 사물-텍스트의 사물들의 접속관계(계열화)

를 직접 보여준다. … 사물이 스크린에 영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사물이 인간의 의식에 접촉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나병철, 『소설과 서사문화』, 소명출판, 2006 ♧ 신혜정

제목 ♧ 사물을 초월적 의미와 연결시켰던 중세의 상징적 사유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사물과 사물의 현실적 

연관을 찾는 근대의 인과적 사유가 들어서게 된다. 초월적 층위가 사라지자, 그것을 상징하던 빛나는 

재료도 필요없게 된다. 르네상스의 저자 알베르티는 화가들에게 색과 빛의 효과를 내는 데 값비싼 

재료 대신에 물감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이로써 사물과 기호는 분리된다. 이미지와 텍스트 역시 

분리되어, 화폭에서 쫓겨난 텍스트는 밖으로 나가 제목이 된다. ♧ 진중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휴머니스트, 2008 ♧ 신혜정

형식 ♧ 플라톤이 규정한 상대적 형식은 생물의 성질, 그리고 그 사물의 모방에 내재된 비례나 미이다. 

절대적 형식은 ‘직선과 곡선, 평면이나 입체’를 구성하는 모양새나 추상이다. 그것은 ‘원형자·

삼각자·직각자’의 도움으로 생물에게서 생성된다. 플라톤은 어떤 모양새의 성질인 불변하고 

자연적이고 절대적인 미를 순수하고 고요하고 단일한 소리의 음조와 비교하면서, 그러한 음조의 미는 

상대적인 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 허버트 리드, 『예술의 의미』, 

임산 옮김, 에코리브르, 2006 ♧ 신혜정

순환 ♧ 비, 구름, 안개, 눈, 바다, 강, 폭포, 빙하 등, 환경에 따라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끝없이 변화하는 물의 순환 현상에 사카모토는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워터 스테이트1」을 구상하며 

창작의 소재로서 물을 본격 탐구하게 된 사카모토와 타카타니 시로는 야마구치정보예술센터(ycaM) 

엔지니어들과 함께 오랜 시행착오 끝에 324개 노즐로 물방울을 제어하여 6미터 아래의 어두운 

수조로 낙하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 「워터 스테이트 1」 소개 글, 〈ryuichi sakamoto: 
life, life〉, 2018 ♧ 윤충근

사물 ♧ 우리가 자신과 세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특정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어떤 사물이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창조하고, 발명하고, 꿈꾸든지 간에 우리는 문화적 상징과 언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박이소 옮김, 현실문화, 

2011 ♧ 윤충근

사물, 제도 ♧ 미술가가 미술작품을 창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소용이나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 미술작품들은 미술의 여러 제도들(화랑이나 미술사, 미술 출판, 박물관 등) 내로 순환하면서 

비로소 현대세계의 다른 어느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획득하고 그 가치가 

증폭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 형성되고 정의된다. 제도는 

사물들의 경계와 관행을 설정해 준다. 이는 액자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회화로 보이게 만들고, 

좌대가 그 위에 있는 것으르 조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과 같다. ♧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박이소 옮김, 현실문화, 2011 ♧ 윤충근

용어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장르 구분명칭은 ‘한국화’, ‘회화’, ‘조각’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조소(彫塑)라는 좋은 용어를 제쳐 놓고 조각이라고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화와 회화를 

동급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었다. 회화라는 대개념과 한국화라는 소개념을 

동급에 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여기서 회화는 이른바 ‘서양화’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서양화’

라는 분야가 ‘회화’의 대표성을 띄는 용어로 자리매김 되었음을 국가가 공증하고 있는 셈이다. ♧ 

윤범모, 엉터리 미술용어의 나라, 김달진 미술연구소 www.daljin.com, 2014.8 ♧ 윤충근

상대화 ♧ 서양 디자인사는 세계 디자인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세계 디자인사 

또는 디자인사 자체는 아닙니다. 서양 디자인사는 어디까지 세계 디자인사의 일부일 뿐 결코 동양 

디자인사나 한국 디자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서양 디자인사가 곧 우리의 

디자인사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양 디자인사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서양 디자인사를 

서양 디자인사로 보는 것은 단순한 동어반복이나 상식의 확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서양 디자인사를 

서양 디자인사로 보는 순간, 그 다른 편 예컨대 동양 디자인사나 한국 디자인사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서양 디자인사가 있고 동양 디자인사가 있고 한국 디자인사가 있다는, 너무나 당영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범,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안그라픽스, 2018 ♧ 윤충근

물건 ♧ 따라서 기계 생산을 부정하였음에도 모리스는 오늘날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유형의 조형을 

실천한 선구자인 것이다. 그것은 그가 아카데믹한 예술 속에서 (생활과 유리된) 예술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이며 일상적이고 정신적 생활을 지지하는 물건(즉 도구나 건축에서부터 인쇄물, 벽지에 

이르기까지)에서 예술 본연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리스의 예술의 민주화 

이념이 바로 예술의 생활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최범,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안그라픽스, 2018 ♧ 윤충근

물물교환 ♧ 참여방법: 1.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으며 사연도 없는 물건을 하나 

준비한다. 2. 4월 15일 합정동 yg 빌딩 앞 주차장에 마련된 물물교환 장소에서 번호표를 받는다. 3. 
물물교환전에서 유병재의 공식 굿즈와 가져온 물건을 서로 교환한다. 4. 서로 실망한다. ♧ <대실망 

물물교환전> 포스터, 2018 ♧ 윤충근

이름 ♧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 나대로 가고 멈추고 풀었네 ♧ 이소라, 「Track 9」, 『이소라 7집』, 

2008 ♧ 윤충근

도구 ♧ 어원: 한자 道具 1. 물건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연장. 2.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 위키낱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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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iktionary.org ♧ 진달래

대칭 ♧ 對稱 symmetry(영). 균제(均齊), 상칭(相稱)이라고도 하며, 미술용어로는 좌우 대칭, 좌우 균제 

따위로 불린다. 좌우 또는 상하로 동일한 형상의 상사(相似)형의 한 짝이라는 뜻이다. 중심점 또는 

중심축을 둘러싼 여러 단위, 여러 부분이 양쪽으로 대응하고 있는, 물체의 구조 또는 배치를 말한다. 

인체, 동식물, 기구(器具) 등에 그런 예가 많다. 대칭적인 미술은 보는 이에게 정지, 안정, 장중, 엄숙, 

신비한 느낌을 주어 종교적인 목적이나 효과를 위한 회화와 조각에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대칭을 

기계적으로 남용하면 경직감을 낳고, 유기적인 생명감이 손상되는 단점도 있다. ♧ encyclopedia 
archive : 월간미술 monthlyart.com/encyclopedia/ ♧ 진달래

비대칭 ♧ 비대칭(非對稱)은 대칭이 깨진 것이다. 예) 한쪽 눈이 다른쪽 눈보다 작다. 어느 게의 종은 한쪽 

집게가 훨씬 크다. 우주가 탄생할 때 물질이 반물질보다 많이 생겼다. 기준으로부터 양쪽이 다르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진달래

균형 ♧ 균형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고른 상태로써 균등하게 분배된 크기, 무게, 양, 

힘, 긴장, 평형 등을 통해 평온, 안정, 휴식, 침착함 등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는 상하좌우가 같을 때 형성돼 안정감은 있으나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어 개성을 표현하거나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 김은영, [센스 있는 사람 되기] 29. 균형, 비대칭균형, 

그리고 조화, 『부산일보』, 2017.4.2 ♧ 진달래

반복 ♧ 특정 목적의 달성이나 원하는 최종 값을 얻기 위하여 특정한 알고리듬의 동일한 과정을 변수만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수행시키는 것. 반복적인 작업에 금방 싫증을 느끼는 인간과는 달리 컴퓨터는 

반복적이고 루틴화된 계산을 매우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이나 동작의 

시뮬레이션, 이미지 처리 등에서 자주 사용된다. ♧ TTa정보통신용어사전 terms.tta.or.kr ♧ 진달래

상징 ♧ 사물을 전달하는 매개적 작용을 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 흔히 심벌이라고도 하는데, 심벌은 

그리스어의 ‘symbolon(符信)’이 그 어원이며, 나중에 기호(記號)라는 뜻이 되었다. 거리의 

네온사인은 어둠 속에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물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서재의 책상은 일정한 형상이나 빛깔과 크기를 갖추고 방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앞에 앉아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것이 그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기호(sign)와는 달리, 상징은 그것을 매개로 하여 다른 것을 알게 하는 작용을 

가진 것으로서, 인간에게만 부여된 고도의 정신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두산백과사전 www.
doopedia.co.kr ♧ 진달래

촉각 ♧ 촉각은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감각의 한 종류로 외수용기로 접촉에 의한 자극을 인지한다. 

환경의 변화를 자극이라 하고 이러한 자극을 감지하여 생물체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감각이라 한다. 우리 몸에는 눈으로 자극을 인식하는 시각과, 소리를 인식하는 

청각, 맛을 인지하는 미각, 냄새를 인지하는 후각, 접촉을 인지하는 촉각이 있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진달래

성질 ♧ 질(質)이라고도 번역한다. ‘qualitas’는 플라톤의 조어 ‘poiotēs’의 역어로서 키케로가 만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에 답이 성질이라고 하고 그 범주의 하나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스콜라 철학에서는 성질은 개물(個物)에 갖추어진 객관적인 것이지만, 이미 

데모크리토스는 객관적인 원자의 모양·크기·위치 등에 대하여 빛깔이나 맛을 단순히 주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근세에 와서 g.갈릴레이를 경유하여 j.로크에 의하여 제1성질과 

제2성질의 구별로 제출되었다. 즉 전자는 견고성·연장·모양·동정(動靜)·수 등 객관적·수학적·

물리학적 성질이며, 후자는 빛깔·소리·맛 등 주관적·심리적인 성질이다. ♧ 두산백과사전 www.
doopedia.co.kr ♧ 진달래

구성 ♧ 조형품은 모두 형이나 빛깔이나 재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빛깔·형·재질을 조형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떠한 정돈된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조형작품이 되려면 그러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질서가 있는 조립(組立)이 없어서는 안 된다. 콘스트럭션(construction)이란 

말은 구조나 골격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빛깔·형·재질 등의 조형 요소의 유기적인 조립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거기에 구조가 생기고 작품의 골격이 생긴다. 이 조립은 조형작품을 받치는 

기둥이다. 조립이 나쁘면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어느 회화에서, 어떤 

빛깔이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하면 그와 똑같은 빛깔이 다른 회화에서는 조금도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듯한 경우를 때때로 경험한다. 빛깔이 놓인 

장소나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림으로서의 조립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ko.wikisource.org/wiki/글로벌_세계_대백과사전 ♧ 진달래

구조 ♧ 구조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주로 건축, 생물, 물질, 사고체계,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던 

단어였다. 구조의 어원은 라틴어의 ‘structura’인데, 그것은 원래 ‘구성하다’, ‘쌓다’, ‘축조하다’ 

따위의 뜻을 지닌 ‘sustema’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엮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진달래

리듬 ♧ 율동. 미적 형식 원리의 하나. 동일 내지 유사원소의 규칙적인 반복에 의한 운동의 시간적 경과, 

분절(分節)을 말함. 원래 인간 체험의 근본 형식이며 시간예술의 중요한 계기이지만, 조형예술에서도 

공간적 요소에 폭넓게 적용되어 특히 오나멘트(장식)의 중요한 구성원리이다. ♧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엮음, 『미술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 진달래

규칙 ♧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진달래

부분 ♧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진달래

전체 ♧ 개개 또는 부분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을 몰아서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바로 그 대상.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진달래

변태 ♧ 본래의 형태가 변하여 달라짐. 또는 그런 상태. ‘탈바꿈’으로 순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진달래

형태 ♧ 1.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2.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 3. 심리 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와 전체성을 지닌 통합된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진달래

재료 ♧ 제품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이것을 가공하여 제품으로서도 원래의 조성을 유지하는 물질. 가공하여 

원래 조성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원료라 한다. ♧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편,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2011 ♧ 진달래

표피 ♧ 1. 고등 식물체의 표면을 덮은, 한 층 또는 여러 층의 조직. 외측 세포의 세포벽은 두꺼워 식물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수분의 증발을 방지함. 2. 동물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의 상피 조직. 순화어는    

‘겉껍질’.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진달래

탈피 ♧ 허물벗기라고도 한다. 곤충의 경우 몸의 겉이 딱딱하므로 몸이 자랄 때에 허물을 벗어버리고 자라게 

된다. 즉, 애벌레일 때 몸이 커짐에 따라 여러 번 허물을 벗고,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태(탈바꿈)를 

할 때도 허물을 벗는다. 척추동물 중 파충류에서도 볼 수 있는데, 뱀의 경우 몸이 커짐에 따라 낡은 

껍질을 벗고 자란다. ♧ 이영규, 심진경, 안영이, 신은영, 윤지선, 『학습용어 개념사전』, 아울북, 2009 
♧ 진달래

가변 ♧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음. 또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거나 달라지게 

할 수 있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진달래

물리적 ♧ 물질의 원리에 기초한. 또는 그런 것.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진달래

사전들 ♧ 언어 관련 산업들이 오늘날 디지털 사전들(즉 또한 문법들)을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운동에 관한, 그리고 확장된 의미에서 모든 운동에 관한 산업에서 ‘문법들’과 ‘사전들(살아 움직이는 

사물들[동영상 자료]의 도서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자크 데리다, 『에코그라피』, 김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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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김, 민음사, 2002 ♧ 신혜정

사물 자체 ♧ 뒤샹은 미술에서 오브제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고, 케이지는 음악에서 물리적 음악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오브제와 물리적 음악은 매우 내통하는 것이다. 전자는 시각적인 

것이고 후자는 청각적인 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 둘 다 사물에서 전자는 청각을, 후자는 시각을 

뽑아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사물 자체(Thing iteself)’에 도달해 있었던 셈이다. 

사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사에서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두었던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전제해 둠으로써 이성 중심의 합리론과 감성 중심의 경험론이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 박정진, 『굿으로 보는 백남준 비디오아트 읽기』, 한국학술정보, 2010 ♧ 신혜정

일 ♧ 존 로크는 공작인(工作人, homo faber)과 노통하는 동물로서의 인간(animal laborance)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 손의 작업과 우리 육체의 노동’을 구별했다. 우리 손의 작업은 물질로 된 사물을 

만들어낸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사물 안에는 우리 삶의 기억이 담겨 있다. 헤겔은 생각을 사물이나 

행위로 바꾸는 과정, 즉 외화(extemalization) 과정을 ‘일’이라고 불렀다. ♧ 조안 B. 시울라, 『일의 

발견』, 안재진 옮김, 다우, 2005 ♧ 신혜정

음가 ♧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알파벳은 음가를 그리고 음가는 다시 사물이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대신해 준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세비아의 대주교였던 

이시도루스(isidorus hispalensis, 약 560~636년)는 인간과 신에 관한 주제들을 다룬 그의 백과사전 

『어원(eymologies)』에서 알파벳이 음가 없이 침묵의 방법(sine voce, 목소리 없이)으로 지금 자리에 

없는 사람들의 말을 전해주는 기호라고 했다. ♧ 한스 요아힘 그립, 『읽기와 지식의 감추어진 역사』, 

노선정 옮김, 이른아침, 2006 ♧ 신혜정

순환 ♧ 사물들의 순환이 아니라, 사물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 벤야민에게는 중요하다. 역사는 새롭지 

않음의 끝없는 흐름이다. 역사는 근본적으로 순환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멈춤이다. 벤야민은 이에 

대해 이렇게 썼다. 영원 회귀라는 생각은 역사적 사건을 대량생산된 물품으로 변형시킨다. ♧ 그램 

질로크,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노명우 옮김, 효형출판, 2005 ♧ 신혜정

놀이 ♧ 규칙의 놀이는 사물들을 일반 법칙에 종속시키지만 놀이의 규칙은 해당되는 대상물 안에서만 

통용된다. 모든 대상은 자기의 질서와 자기의 이상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실현된 사물은 

낯선 전형으로 제시되어 기존의 신화를 해체하고 전체의 구조를 흔들어 놓는다. 결과적으로 놀이의 

규칙은 특정한 규칙이 지배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다. ♧ 이정혜, 김상규, 강현주, 『열두 줄의 20세기 

디자인사』, 디자인하우스, 2004 ♧ 신혜정

퍼즐 ♧ 장방형의 플라스틱 판 안에서 손톱만 한 조각들을 움직여 글자나 숫자를 맞추는 퍼즐 게임을 생각해 

보라. 거기에는 조각 한 개분의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각들을 이리저리 

움직여 글자를 맞출 수 있다. 대자존재가 대상을 향해 초월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속에 

‘무’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즉자존재는 마치 빈틈없이 조각들로 꽉 찬 퍼즐 판과도 같이 

아무런 틈새가 없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 모든 사물의 존재양식은 즉자적이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대자존재, 사물은 즉자존재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 박정자, 『

시선은 권력이다』, 기파랑, 2008 ♧ 신혜정

미메시스 ♧ 사진술의 급속한 발달은 그때까지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순간적인 사물의 움직임을 

관찰가능하게 하여, 초창기의 아이콘적인 정적인 성격을 벗어나게 되었다. 사진은 현장성, 르뽀성이 

증가하고 초기의 문화적 코드의 컨텍스트에서부터 벗어났다. 이러한 탈컨텍스트화는 사진이라는 

매체가 갖는 극도의 현실반영적 기능과 동시에 그러한 현실반영성이 역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갈등을 낳게 되었다. 브레히트와 벤야민은 이러한 사진의 미메시스를 문자와의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 연세대학교 huno 프로젝트 연구단, 『기술매체 시대의 

텍스트와 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신혜정

몽타주 ♧ 영화는 사물들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종하고 조직하며 그 틀을 짠다. 그래서 그 

요소들은 몽타주에 의해 얻어진 새로운 구조 속에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몽타주의 원칙, 또는 

구분되어졌고 서로 유사하거나 혹은 모순되는 요소들의 결합 원칙은, 서로 충돌할 때 그들 자신이 

지니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데, 에이젠슈테인은 그것을 상형 문자에서 발견해 냈다. … 

그에 의하면 영화는 각각의 요소들이 문맥상의 결합을 이루었을 때에만 그리고 구조 속에서의 자기 

위치에 의해서만 의미를 지니는 상형 문자식 텍스트라 하겠다. ♧ 줄리아 크리스테바, 『언어 그 

미지의 것』, 김인환 옮김, 민음사, 1997 ♧ 신혜정

사전 ♧ 근대의 사전은 바로 이러한 관념론적·음성중심주의적 언어관에 입각해 만들어진 장치이다. 사진은 

‘표제어:해설’의 형식을 통해 ‘음성(기호):관념(의미)’의 이분법을 확립시킨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이해의 확정성과 관념성,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음성 기호의 모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배수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소명출판, 2008 ♧ 신혜정

해체 ♧ 데리다가 중심을 해체하는 방법은 우리는 사물을 해석하기보다 해석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몽테뉴의 말에 충실한 것이었다. 데리다는 기존의 철학서에서 행간, 자간, 주석, 여백에 숨겨진 

말들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그는 거기에서 저자가 양심에 걸려 일부러 쓰지 않은 것, 무의식적으로 

회피한 것, 쓰다가 주저한 것, 생각하다 놓친 것, 혼동한 것, 다른 텍스트와의 변별성을 위해 교묘하게 

달리 말한 것, 텍스트가 가진 고유의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 등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함으로써 텍스트가 매우 불안정한 재료와 구조로 직조되어 있으며, 나아가 텍스트가 

스스로 자신의 의미 구조를 해체시키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 박민영, 『이즘』, 청년사, 2008 ♧ 
신혜정

번역 ♧ 하나의 의미체계를 다른 의미체계로 번역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의 기호체계를 다른 

기호체계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런 번역은 동시에 각 기호체계가 뜻하는 바 의미들의 

번역이며, 동시에 각 기호체계가 지시하는 사물들의 번역이기도 하다. 요컨대 번역이란 궁극적으로 

세계들 사이에서 성립한다.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로 변환될 때 번역이 성립한다. ♧ 김석수,        

『철학의 21세기』, 소명, 2002 ♧ 신혜정

변환 ♧ 사물을 거울에 비추듯이, 입자의 공간 좌표를 반전시키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를 공간 

반전 또는 p(parity)변환이라 한다. 여기서 시간은 공간과 별개의 변수가 아니라 같은 속성의 변수로 

취급된다. 시간 좌표의 반전이나 이동에도 p변환의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 앤서니 애브니,    

『시간의 문화사』, 최광열 옮김, 북로드, 2007 ♧ 신혜정

신문 ♧ 신문은 사물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신문을 구성하는 질료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신문은 그 

질료성의 표면에 각인된 활자 정보가 신문의 중요한 성분이다. 그렇다면 신문은 사물보다는 도구적 

존재라는 게 맞다. 사물-도구로서 신문은 형태적으로 얇고 납작한 종이에 지나지 않는다. ♧ 장석주, 

『철학자의 사물들』, 동녘, 2013 ♧ 신혜정

비누 ♧ 최문경의 ‘비누활자’들은 모두가 제각기 다른 색, 질감, 향을 가진다. 비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연한 효과들과 물성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준다. 비누액을 휘젓거나 틀에 부을 때 

생겨난 모양과 기포들은 활자에 새로운 질감을 만들어내는 것, 보온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활자의 

색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서서히 변해가는 것, 그리고 ‘비누활자’를 실생활에 비누로서 사용하면 

할수록 표면이 점점 깎여 고딕체가 둥근체로 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최문경은 이 작업을 통해 

컴퓨터 작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온도와 습도의 영향, 식물과 광물의 각기 다른 비규정적 특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 구텐베르크 버블, 갤러리 팩토리 factory483.org ♧ 신혜정

동전 ♧ 『프린스턴 시학사전』에 따르면 영어의 ‘symbol’은 ‘조립하다’, ‘짜맞추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symballein’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symballein’의 명사형은 ‘symbolon’으로, 이는 ‘부호

(mark)’ 또는 ‘징표(token)’, ‘기호(sign)’를 뜻하는 말이었다. 이 말은 특히 계약의 쌍방이 서약의 

징표로 각각 동전을 반쪽씩 나누어 가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symbol’이란 말이 

본래부터 한 사물을 통해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였음을 시사한다. ♧ 

오성호, 『서정시의 이론』, 실천문학사, 2006 ♧ 신혜정

참조 체계 ♧ 현대 서구인은 구체적 사물에 있어서 총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점을 중시한다. 체계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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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주의, 게슈탈트 심리학이 대표적 이론인데, 이들은 한 사물의 궁극적 기초를 표층과 심층의 

관계로 본다. 우선 심층 구조를 찾아내고, 다시 심층 구조가 어떻게 표층 현상으로 전화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에 반해 후현대 서구인은 구체적 사물을 잠재력과 참조 체계의 관계로 본다. 이에 

사물의 궁극적 기초는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 원칙적으로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 참조 체계를 

선택하는문제로 바뀌게 되었다. ♧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외 옮김, 푸른숲, 1999 
♧ 신혜정

데페이즈망 ♧ 콜라주는 이른바 ‘데페이즈망(dépaysement)’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하나의 사물을 

익숙한 환경에서 떼어내어 낯선 맥락에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로트레아몽은 그 효과를 재봉틀과 

우산이 해부대 위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 진중권, 『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휴머니스트, 2008 ♧ 신혜정

사물시 ♧ 외부현실의 대상을 강렬하고 집중적인 언어로 재현하는 시. ‘사물시’는 주관적·서정적 정조의 

흐름을 그려 가는 시와는 반대로 대상의 객관적 묘사에 기초한 시로서 모더니즘 초기에 생성된 

유형이다. 주제는 생물, 무생물, 예술작품 또는 상황이나 과정(회전목마 타기나 투우 혹은 탑에 

오르기 따위)이 되기도 한다. 사물시에서는 시의 미학적 소재가 릴케의 「회전목마」나 「표범」에서처럼 

일상적인 대상들로 확장되는데, 릴케는 이렇게 인지된 사물을 ‘예술사물’이라고 불렀다. ♧ 김병옥, 『

도이치문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신혜정

목록 ♧ 고대 예술 체계에서의 예술이란 현재 예술, 공예, 과학으로 분리된 것들이 합쳐진 제도 안에서 

용도에 따라 기분 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물건이나 공연을 의미했다. 16세기와 17
세기에는 근대적인 미술관 대신 ‘진기한 것들을 위한 진열실’이 있었다. 이곳에는 지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목록으로 조개껍질, 시계, 조각, 수석 등을 전시했다. ♧ 래리 쉬너, 『예술의 탄생』, 김정란 

옮김, 들녘, 2007 ♧ 신혜정

목록 ♧ 오브제의 시조는 1798년 ‘불합리한 기구’의 수집품 목록을 만들었던 작가 리히텐베르크라고 한다. 

그의 목록에 수록된 수집품은 ‘손잡이 없는 이 빠진 칼’이나 ‘야간에 누운 채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침대’와 같이 전혀 실용성이 없는 것들이었다. 리히텐베르크의 오브제 목록은 실은 아무런 개념 없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사들이곤 했던 당시의 무식한 수집가들의 몰취향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 진중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휴머니스트, 2008 ♧ 신혜정

목록 ♧ 28년 모자라는 1000년 전 세이 쇼나곤이 쓴 『필로우 북』은 ‘고상한 것들의 목록’이다. 오리알, 

은그릇에 담긴 얼음조각, 눈에 덮인 자두나무 꽃, 딸기를 먹는 아이, 남색 종이…. 『필로우 북』

에 따르면, 종이 냄새는 새 연인의 피부 향기이며, 검은 잉크는 윤기 낸 머릿결이고, 붓의 깃대는 

쾌락의 도구다. 아버지에 의해 나기코의 욕망에 이름이 붙여지고, 『필로우 북』은 나기코에게 욕망의 

대상이자 원인이 된다. ♧ 박시성, 『정신분석의 은밀한 시선: 라깡의 카우치에서 영화 읽기』, 

효형출판, 2007 ♧ 신혜정

목록 ♧ 사물들의 세계가 그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반지의 제왕 제3권에 있는 톨킨의 다양한 색인들로 

미루어볼 때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사물들’이라는 범주에 대해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목들의 목록을 읽어 내려가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가령 반지, 무기, 꽃, 책과 

같은 것들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가령 우편 체계, 전투, 회의, 날짜, 언어와 같은 것들의 

이상한 조합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비물질적인 개념들을 포함하게 된 이유는 톨킨이 ‘사물’이라는 

단어의 훨씬 더 오래된 용법을 채택한 데에 있다. ♧ 그레고리 베스헴, 『철학으로 반지의 제왕 읽기』, 

최연순 옮김, 이룸, 2003 ♧ 신혜정

텍스트성 ♧ 일반적으로 텍스트성은 쓰여져 있는 문헌이 가지는 외형적 성질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나 롤랑 바르뜨(roland Barthes)의 맥락에서 텍스트성은 이와는 다른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텍스트성의 개념은 문학과, 언어를 통하거나 혹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 행해지는 기호 활동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또한 이 개념은 어떤 텍스트가 일관되고 자기 

충족적인 의미를 지니는 완결된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원칙을 전복한다. 즉 텍스트성은 언어가 언어 

외부에 있는 어떤 사물 혹은 관념과 확고한 대응 관계를 맺는다는 전제를 붕괴시키며, 언어가 독서

(혹은 독해)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를 생성시키는 효과를 일으킬 잠재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엮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신혜정

텍스트성 ♧ 타이포그래피 측면의 텍스트성에는, 글은 어떤 공간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고정성, 글은 

눈에 보여야 한다는 가시성, 글은 평면적으로 인식된다는 평면성, 글은 글자와 낱말과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형성, 글은 입말과 달리 공간 속에서 확장한다는 공간성이 있다. 

언어학적 측면의 텍스트성에는, 글은 의미론적으로 의미 단위가 치밀하고 필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응집성, 글은 문법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응결성, 모든 글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글과 문화 일반에 의존하고 있다는 상호텍스트성이 있다. ♧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타이포그래피 사전』, 안그라픽스, 2012 ♧ 신혜정

결정 ♧ 물질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작은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고르게 배열되어 있고, 전체적인 

겉모양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른 평면으로 둘러싸인 물질.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진달래

정동 ♧ 1. 맥이나 암석 속에 생긴 틈이나 공동. 보통 내부에 결정들이 형성되어 빽빽한 상태로 들어 있으며, 

이들 결정은 주변 암석의 구성광물과 같다. 때로는 물로 채워져 있기도 하다. 2. 광물 표면을 작은 

결정들이 빽빽한 상태로 덮고 있는 것. 특히 공동의 내벽에 이러한 광물의 결정들이 덮여있다. ♧ 

광물자원용어사전 : 한국자원정보서비스 www.kores.net ♧ 진달래

시스템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서가 잡힌 요소의 모임을 말한다. 또는 그들 요소가 합리적으로 

연계 동작해 문제 처리를 실행하는 수단과 규칙을 의미한다. 이 경우의 요소로는 기계와 설비 외에 

이들을 운용하는 인간, 기술, 정보 등 형상이 없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컴퓨터는 전형적인 하나의 

시스템이다. ♧ 환경공학연구회 엮음, 『환경공학용어사전』, 성안당, 1996 ♧ 진달래

기표 ♧ 폐쇄적인 상징 질서 안에 있는 무의미한 물질적 요소로, 언어학과 달리 정신분석에서는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주체를 구성하고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진달래

기의 ♧ 언어적 기호에 있어서 기표(단어의 소리)는 청각적인 형태로서 용어 사이에서의 차이를 말하며, 

기의(의미되는 내용)는 용어에 의해 의미되는 개념을 말한다. 전자는 기호형태이고 후자는 

기호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구분은 소쉬르(saussure)가 도입한 것이며 소쉬르에 의해 

소개되었다. ♧ 고영복 엮음,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2000 ♧ 진달래

명사 ♧ 개념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 과학·기술·예술 등에서 일정한 개념에 확실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일상의 언어 중에서 과학에 쓰이는 개념과 맞지 않는 경우라든가, 막연하게만 

생각되는 개념에 대해서는 과학의 언어로서 필요하다. 또 논리학에서는 명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고, 주사(主辭), 빈사(賓辭)를 이루며 또 삼단논법에서는 대명사ㆍ소명사 등으로 쓰인다.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 진달래

동사 ♧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또는 작용을 나타내는 말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품사.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진달래

사물의 입 ♧ 시인에게 시집은 시인의 집과 같다. 그곳에서 형형색색의 발화들이 모였다가 난분분 흩어지는 

사이에 시적 진실이 시계처럼 작동한다. 마경덕 시의 시적 진실은 ‘사물’에 집중한다.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사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 바라보고 듣는다. 사물들에게 입과 귀를 달아 주는 것. 입은 

과잉이거나 결핍이다. 귀는 진실이거나 허상이다. 사물들에 대한 치밀하고 깊이 있는 시인의 시선을 

따라 상상력이 부딪치고 싸워나가야 할 새로운 입(현재)을 열어놓고 있으며, 그 입을 통해 사물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시집은 ‘사물들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물들에 고인 기억과 

감정이 파문을 부추겨 어느덧 근원에 가 닿으려는 뜨거운 유랑이 이 시집의 주조를 이룬다. ♧ 

최서진, 사물에 고인 말의 파문을 뒤적이는 시, 2016, 마경덕 블로그 blog.naver.com/gulsame ♧ 
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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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물생심 ♧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다.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드러나는 자연적인 감정인 칠정(七情:喜怒哀樂愛惡欲) 가운데 하나이다. 물건을 

보고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동시에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자신의 물건이 아니거나,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물건이면 

더 이상 탐내지 않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진달래

사물의 범위 ♧ 나는 『젠틀맨 코리아』라는 남성잡지에서 이것저것을 기획해서 그게 통과되면 뭔가 찾아본 

후 원고를 맡기거나 쓰고 사진이나 그림, 혹은 그래픽과 함께 종이 지면을 구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물 관찰기’는 나태한 기획이다. 사물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이 규정하는 ‘사물’은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사물에 대한 글에 제목을 붙이기도 뭐한 자유 기고문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어도 

우물쭈물하게 될 수밖에 없다. ♧ 박찬용, 할 말 없는 시대의 ‘사물이 뭐길래’ - [프레시안 books]    
<사물과 사람 사이><사물 판독기><사물 유람>, 『프레시안』, 2014.5.2 ♧ 진달래

연구 ♧ 사물을 깊이 생각하거나 자세히 조사하여 어떤 이치나 사실을 밝혀내는 일. ♧ 곽호완, 박창호, 

이태연, 김문수, 진영선,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 2008 ♧ 진달래

사물 존칭 ♧ 한국어에서 1990년대부터 등장한 특수한 현상이다. 존댓말 가운데 주체 높임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물을 높이는 용법이다. 높임법이 발달한 한국어의 높임법이 왜곡된 방향으로 극대화된 

케이스이기도 하다. 예)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한 잔 나오셨습니다. ♧ 나무위키 namu.wiki ♧ 윤충근

사물 ♧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은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적혀 있는 문구이다. 자동차나 

물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혀 있으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는 ‘objects in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라고 적혀 있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윤충근

음운론 ♧ 음운론(音韻論, phonology)은 언어학의 하위 분야의 하나로 특정 개별 언어 또는 여러 언어의 

소리 체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음성학이 말소리의 물리적인 발성과 인지를 연구하는 데에 비해 

음운론은 주어진 언어 내에서 또는 범언어적으로 소리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기술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다이애나밴드

음형 ♧ sound pattern ♧ ♧ 다이애나밴드

유성음 ♧ 유성음(有聲音, 문화어: 청소리, 청있는소리, voiced consonant)은 조음할 때 성대(목청)의 

울림을 수반하는 소리다. 울림소리라고도 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다이애나밴드

무성음 ♧ 무성음(無聲音, 문화어: 청없는소리, voiceless consonant)은 조음할 때 성대(목청)의 울림을 

수반하지 않거나 유성음보다 덜 울리는 소리이며 안울림소리라고도 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
org ♧ 다이애나밴드

음성적대화 ♧ 반향과 출두의 반복인 일종의 음성적대화는, 각각의 언어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쉼 없이 

구축하고, 가공하며, 명확하게 한다. 이는 동물종이 소리의 숲에서 각각의 음을 만들고 환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음성적 체계다. ♧ 파스칼 키냐르, 『음악 혐오』, 김유진 옮김, 프란츠, 2017 ♧ 다이애나밴드

음성적 호기심 ♧ 우리는 의미를 띤 분절된 언어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순간, 언어의 ‘음성적 호기심’을 

잃는다. 하모니란 그러한 음성적 호기심을 되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 파스칼 키냐르, 『음악 혐오』, 

김유진 옮김, 프란츠, 2017 ♧ 다이애나밴드

순환 ♧ 윤정미의 <사물의 순환>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현대 사회 전반에 자리한 객관적 경제가치로 

과연 환원될 수 있는가?’에 관한 실험이다. 작가는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물품들과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 온 의미있는 물건들을 자신의 쇼케이스 장에 하나씩 진열해 놓는다. 

진열된 모든 물건은 작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적정 가격이 매겨지고, 이후 이틀동안 열리는          

<사물의 순환> 행사를 통해 판매된다. 작가는 행사의 주최자로서 행사장에 방문한 모든 관객이 

자신이 내놓은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경제 가치로의 순환이 

이루어진 품목에 한하여 차후 사진으로 기록한다. ♧ 사물의 순환, 디스위켄드룸 thisweekendroom.

com ♧ 신혜정

수 ♧ 피타고라스가 보기에 사물의 궁극적 본질은 수량 관계였다. 길고 짧음, 거침과 세밀함은 수량화할 

수 있으며 차고 뜨거움, 곧음과 굽음, 밝음과 어두움도 수량화할 수 있다. 수는 대칭, 균형, 리듬을 

형성하고 미를 형성한다. 음악의 아름다움은 음정 사이의 수량 관계에 달려 있고, 인체의 미는 인체 

각 부분의 비례에 달려 있다. 수, 즉 사물의 본질은 외면으로 보아낼 수 있고 명료하게 계산할 수 있고 

형식화할 수 있다. ♧ 장파,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유중하 외 옮김, 푸른숲, 1999 ♧ 신혜정

좋은 사물 ♧ 모든 좋은 사물들은 곡선을 그리며 목표에 접근한다. 좋은 사물들은 고양이처럼 등을 구부리고 

가까이 있는 행복 앞에서 마음속으로 가르릉거린다 - 모든 좋은 사물들은 웃고 있다. ♧ 프리드리히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황문수 옮김, 문예출판사, 2001 ♧ 신혜정

선한 사물 ♧ 모든 선한 사물들은 굽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목표에 접근한다. 그것들은 고양이처럼 등을 

둥글게 하고, 행복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르렁거린다. 모든 선한 사물들은 웃고 있다. ♧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홍성광 옮김, 펭귄클래식 코리아, 2009 ♧ 신혜정

물물 교환 ♧ ‘교환’은 국어사전에는 ‘이것과 저것을 서로 맞바꿈’이라고 되어 있다. 바꾸기는 바꾸는데 

맞상대(대상)가 있어서 그 상대와 서로 맞바꾼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물물 교환’이 올바른 

사용례이다. 이와 달리 ‘교체’라는 말은 ‘갈아 바꿈’, ‘서로 번갈아 대신 들어감’이라고 되어 있다. 

바꾸기는 바꾸는데 기존의 사물에서 새로운 사물로 갈아 바꾼다는 의미이다. 올바른 사용례는 ‘선수 

교체’, ‘세대 교체’이다. ♧ 최집환, ‘교환’-‘교체’ 가려서 쓰자, 『한겨레』, 2006.2.9 ♧ 윤충근

다섯모 ♧ [수학] =오각형(다섯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윤충근

모 ♧ 1. 물건의 거죽으로 쑥 나온 귀퉁이. 예) 모가 없는 동글동글한 자갈돌. 2. 공간의 구석이나 모퉁이. 

예) 한쪽 모에 서 있다. 3. 선과 선의 끝이 만난 곳. 4. 면과 면이 만난 부분. 5. 사람이나 사물의 

면면이나 측면. 예) 어느 모로 보나 내가 적임인 듯하오. 6. 까다롭거나 표가 나는 성격. 예) 언제나 

부드러운 안색으로 온후하고 담담하고 모가 없었다. 출처: 한무숙, 만남 7. 몸의 비껴 튼 옆면. 8. 
두부나 묵을 네모지게 썰어 놓은 것. 9.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두부나 묵 따위를 세는 단위. 

예) 두부 한 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윤충근

바른다섯모꼴 ♧ [수학] =정오각형(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오각형).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윤충근

모나다 ♧ 1. 사물의 모습이나 일에 드러난 표가 있다. 2. 말이나 짓 따위가 둥글지 못하고 까다롭다. 3. 
물건이 쓰이는 데 유용한 구석이 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윤충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1.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 2. 강직한 사람은 남의 

공박을 받는다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윤충근

물체 ♧ 물리학에서 다루는 물체(物體)는 물질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물체로 다루어지는 야구공은 여러 종류의 물질들로 이루어진 사물이다. 물체는 고전역학, 양자역학 

등의 물리학에서 실험 및 측정의 대상으로 다룬다. 고전역학이나 양자 역학에서는 물체의 위치, 

상태, 운동과 에너지에 의한 변화를 관찰, 실험하여 그 원리를 밝히는 이론을 세운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진달래

형상 ♧ 형상(形相)은 에이도스 또는 이데아의 번역어로 볼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외견(外

見)과 외형(外形)이 원래의 뜻이다. 플라톤에서는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개개의 말(馬)이 아니라 

말 그 자체로 말하자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말이 말의 이데아로 이것은 말들을 떠나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대하여 말은 유인 동물의 최저 종(아토몬 에이도스)으로 특정된 질료와 

결부되고 개개의 구체적인 말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사물의 형상(形相: 

에이도스)은 사물의 본질(우시아)로 사물에 내재하고 정의에 의해서 밝혀진다고 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진달래

벼룩시장 ♧ 벼룩시장(flea market)은 중고품을 파는 프랑스의 노천시장이다. 벼룩이 들끓을 정도로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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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고, 실질적으로 벼룩과는 무관한 명칭이다. 가구, 보석, 옷, 

골동품, 그림, 오래 된 책, 장식품 등이 단돈 몇 유로에서 수만 유로에 이기까지 거래된다. 파리의 

관광명소로 꼽혀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이 곳을 찾는다. 프랑스 이외에도 유럽의 대도시에는 이런 

벼룩시장이 여러 곳 있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진달래

빈티지 ♧ 복식 용어에서 말하는 빈티지란 빈티지 와인(풍작의 해에 양조한 명품 연호가 붙은 정선된 

포도주)의 빈티지에서 전해져 온 용어. 즉 어느 일정한 기간을 경과해도 광채를 잃지 않는(가령 

한 때는 광채를 잃어도 어떤 계기로 돌연 불사조와 같이 되살아나는 매력을 가진) 어떤 특징의 

두드러진 유행 또는 유행품을 가리킨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되어도 가치가 있는 것

(oldies-but-goodies)’, 혹은 ‘오래되도 새로운 것(new-old-fashioned)’. 오래된 것이라도 

보편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은 클래식. ♧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엮음, 『Fashion전문 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7 ♧ 진달래

유물 ♧ 인류가 사용하고 남긴 것으로, 유적에 비해 작아서 운반할 수 있는 토기나 석기, 금속기들을 말한다. 

♧ 이영규, 심진경, 안영이, 신은영, 윤지선, 『학습용어 개념사전』, 아울북, 2009 ♧ 진달래

유물론 ♧ 관념론과 대립되는 철학적 입장. 보통,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유물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자연물을 포함하여 사회적 존재물이 자신의 의식 밖에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자신은 그 가운데에 존재하고 그들과 여러 관계를 맺고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사물이 인간의 의식 밖에서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물론의 근본적 

특징이다.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 진달래

유서 ♧ 일찍이 중국에서 기원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에 전해진 동양 고유의 서적편찬 형식으로서 일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다. 이는 동양의 경(經)·사(史)·자(子)·집(集)의 전 영역 또는 일정 영역에 

걸친 많은 서적으로부터 고실(故實)·시문(詩文) 등의 사항을 유별(類別) 또는 자별(字別)로 분류, 

편찬하여 검색하기에 편리하게 만든 서적이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 
진달래

위치 ♧ 위치(位置) 또는 장소(場所)는 지구 표면의 지점이나 면적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리학 

용어이다. 유의어로 입지(立地)라고도 한다. 위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장소보다 확실성이 더 

높으며 장소의 경우 모호한 경계의 실체를 가리키며 기하학보다 장소의 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감(sense of place)에 대한 사람, 사회적 특성에 더 의존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진달래

가독성 ♧ 인쇄물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 활자체, 글자 간격, 행간(行間), 띄어쓰기 

따위에 따라 달라진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가독성 ♧ 무엇이 글이나 글자를 조금이라도 더 잘 읽히게 만드는 걸까? 실질적인 조언의 형태로 여기에 

답을 제공하는 책들은 아주 많다. 적절한 글꼴 선택과 올바른 크기,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글줄과 

올바른 단어 간격,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은 활자, 적절한 글줄사이, 알맞은 여백, 산만한 요소의 

제거 등등. ♧ 헤라르트 윙어르, 『당신이 읽는 동안: 글꼴, 글꼴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최문경 옮김, 

워크룸프레스, 2013 ♧ Filed

가독성 ♧ 어떤 연구자는 ‘실루엣(silhouette)’이라는 말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글자 덩이의 

윤곽이 두드러질수록 글자를 더 쉽게 지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모든 글자가 대문자인 

문장은 판독성이 떨어지지만, 유감스럽게도 다른 실험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모든 글자가 대문자인 문장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일상에서도 알 수 있다. 어떤 글이 

판독성(글자나 낱말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은 높지만 가독성(글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은 

떨어진다면, 독자는 읽기를 시작하는 것도 계속 읽어나가는 것도 주저할 것이다. ♧ 얀 미덴도르프, 『

텍스트와 타이포그래피』, 김지현 옮김, 안그라픽스, 2015 ♧ Filed

결합 ♧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Filed

기능 ♧ 1. 육체적, 정신적 작업을 정확하고 손쉽게 해 주는 기술상의 재능. 2. 기량과 재능을 아울러 이르는 

말. 3-1. 하는 구실이나 작용을 함. 또는 그런 것. 3-2. 권한이나 직책, 능력 따위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과 작용.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매개 ♧ 1. 일이 되어 가는 형편. 2-1. 한 개 한 개. 또는 낱낱. 2-2. 하나하나마다. 또는 낱낱이. 3-1.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 3-2. [논리]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명사 사이에서 두 명사의 관계를 

맺어 주는 중간 항의 명사를 부여하는 작용. 3-3. [철학] 헤겔의 변증법에서, 어떤 사물이 존재할 

조건이 되는 일. 모든 사물이 따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타자(他者)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았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변형 ♧ 1.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함. 또는 그 달라진 형태. 2. [물리] 탄성체의 형태나 

부피가 바뀌는 일. 또는 탄성체가 형태나 부피를 바꾸는 일. 3. [언어] =꼴바꿈.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보이지 않는 손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 방임주의 경제 체제에서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야경국가의 역할을 하며 국가가 시장의 흐름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 자동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효율성 유지 이론은,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수요만을 발생하게 만드는 ‘청렴’한 상태일 때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Filed

브리콜라주 ♧ 브리콜라주(bricolage)는 손에 닿는 대로 아무것이나 이용하는 예술 기법을 말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Filed

브리콜라주 ♧ 파리에 있을 때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는 브리콜라주(bricolage)를 가리켜 긴밀한 재료들을 결합하고 또 결합하여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셰리 터클 엮음,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사물들: 

eVogaTiVe oBjecT』, 정나리아, 이은경 옮김, 예담, 2010 ♧ Filed

사물 ♧ 사물은 온갖 종류의 물리적,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무엇보다 ‘도구로서’ 도움을 준다. 

우리는 일상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물의 굳건한 능력을 동원한다. 멀리 이동할 때는 자동차와 

비행기와 기차와 배를 이용하고,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며, 칼로 자르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며 

의자에 앉는다. 실제로 솔직하고 겸허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존 자체가 사물에 달려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행동생물학자 데스몬드 모리스(desmond Morris)가 ‘털 없는 원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우리에겐 혹독한 자연 속에서 혼자 연명할 능력이 거의 없다. 우리를 돕고 목숨을 부지하게 

해 주는 건 생명 없는 사물들이다. ♧ 살만 악타르, 『사물과 마음: 물건 뒤에 숨어 있는 흔들리는 

마음들』, 강수정 옮김, 홍시, 2014 ♧ Filed

상징 ♧ 1.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또는 그렇게 나타낸 표지(標識)·기호·물건 

따위. 2. [문학]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또는 그 사물. 

예를 들면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평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것 따위가 있다. ≒

심벌(symbol).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상품에 대한 애착 ♧ 어떤 상품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객이 그 상품에 애착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런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상품을 캐릭터로 만드는 방법이다. 자가리코에는 기린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상품에 대해 애착을 갖게 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자가리코 포장용기 옆면에 그려진 

기린이 이렇게 말한다. 일단 먹기 시작하면 기린이 없다. ♧ 미사키 에이치로, 『아이디어는 재능이 

아니다: 세계적인 히트상품 개발자 8인의 성공사례집』, 손민수 옮김, 리스컴, 2014 ♧ Filed

상품화 ♧ 어떤 물건이 상품이 되거나 상품으로 되게 만듦.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
go.kr ♧ Filed

생활 ♧ 1.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 2. 생계나 살림을 꾸려 나감. 3. 조직체에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 4.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감. 또는 그런 상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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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web2.korean.go.kr ♧ Filed

수요와 공급 ♧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에서 개별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시장 관계를 나타낸다. ‘수요와 

공급 모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양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결정하고 예측한다. 

수요와 공급의 개념 및 모델은 시장에서 구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에 필수적이다. 

거시경제학에서도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응용해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활용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Filed

수요와 공급 ♧ 자유 무역 제도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이란 

개념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공급은 사람들이 사고자 할 때 제공될 수 있는 

상품의 양이다.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점에 새 비디오 게임 11개가 있다. 이것이 공급이다. 그 비디오 게임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15
명이다. 그것은 수요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크기 때문에 4명이 그 게임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자유 

무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가 순조롭게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같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 페트릭 카텔, 『돈과 무역: 돈이란 무엇인가』, 김민주, 김지원, 

문소현, 양한빛, 조경현 옮김, 타임북스, 2009 ♧ Filed

습관 ♧ 1.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염습(染習). 2. [
심리]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습관 ♧ 습관과 행동 패턴은 인류의 기본 특징이다. 습관은 읽을 때 편리함과 확실성을 제공한다. 만약 

우리가 항상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글꼴과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습관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며, 덕분에 우리의 눈과 뇌는 저자의 의도를 그만큼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물론 이는 기계를 

조작하는 것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다. 우리는 눈과 손, 그리고 뇌의 습관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의존해서 살아간다. ♧ 헤라르트 윙어르, 『당신이 읽는 동안: 글꼴, 

글꼴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최문경 옮김, 워크룸프레스, 2013 ♧ Filed

실용성 ♧ 실제적인 쓸모가 있는 성질이나 특성.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심미 ♧ 1. 깊은 맛. 2. 아름다움을 살펴 찾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아이디어 ♧ 어떤 일에 대한 구상. ‘고안01’, ‘생각01’, ‘착상02’으로 순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아이디어 ♧ 아이디어(idea)는 기획에 바탕을 두고서 발상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주체는 디자이너에 있음이 

바람직하다. 풍부한 아이디어는 수많은 뛰어난 디자인을 낳는 원천이므로, 디자이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맨에서 비롯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동기에서 생기는데 미국의 어느 공업 디자이너는 다음의 

12항을 들고, 그것들이 독특하고 또는 복수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미적인 감성, 기술, 구조, 

스타일링, 생산기술, 시장성, 휴먼엔지니어링, 서비스, 패키지, 인번트리, 가격, 인스피레이션, 기타 

등등이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Filed

연결 ♧ 1-1. 사물과 사물 또는 현상과 현상이 서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맺음. 1-2. [수학] 위상 공간을, 

두 개의 공집합이 아닌 개집합으로 나눌 수 없는 일. 2. 사랑하고 그리며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이 

맺어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융합 ♧ 1.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또는 그런 일. 

2. [심리]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 하나의 통일된 감각을 일으키는 일. 정신 분석에서는 생(生)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충동을 이른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Filed

이미지 ♧ 1. [문학]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2.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심상’, ‘영상’, ‘인상’으로 순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이미지 ♧ 상(像) 또는 이미지(image)는 2차원 평면 위에 그려진 시각적 표현물을 가리킨다. 이미지

(image)에는 정지 화면과 동영상이 있지만 동영상은 영상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지 화면에 대해 기술한다. 컴퓨터 위의 정지 화면은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이나 컴퓨터 

그래픽 등에서 만든 것이 있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Filed

이미지 ♧ 이미지는 단어로는 근접하기 어려운 단도직입적인 힘으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 일리야 

카바코프의 난해하고도 위대한 작품 「옥상에서(on the roof)」는 매우 어두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1996, 브뤼셀). 우리는 지붕 위를 걸으며 불이 밝혀진 방을 들여다본다. 그곳은 주인의 손때가 묻은 

낡고 간소한 가구들로 뒤죽박죽된 공간이다. 계단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면 벽에 비춰진 사진들을 볼 

수 있다. 한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 사진, 어머니와 고모로 짐작되는 여인들, 한 늙은 남자가 바위 

뒤로 숨으려는 모습, 그리고 흐릿하거나 흠집이 나서 잘 알아보기 힘든 관광객 무리가 나타난다. 

어떤 사진들은 구겨져 있기도 하다. 방 안에서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사진은 심지어 카탈로그에서도 

감정적인 힘을 불러일으키는 사물이며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사람을 극한의 감정으로 조를 수도 있고, 

할 말을 잊게 만들 수도 있다. 원초적인 환희의 이미지가 그런 것처럼 동물이나 사람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원초적인 고통의 이미지는 우리의 뇌리에 깊이 파고든다. 텍스트가 지닌 추상성과 

객관성은 글자와 글꼴이 그런 감정적인 힘을 갖는 걸 어렵게 만든다. 우리를 감정과 묶어주는 힘 

말이다. ♧ 헤라르트 윙어르, 『당신이 읽는 동안: 글꼴, 글꼴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최문경 옮김, 

워크룸프레스, 2013 ♧ Filed

이음 ♧ 1-1. 이어서 합하는 일. 또는 그런 부분. 1-2. [건설] 두 부재(部材)의 끝을 길게 잇는 일. 또는 그 

이음매. 2. [언어] 같은 음소에 포괄되는 몇 개의 구체적인 음이 서로 구별되는 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때의 음. 예를 들어, ‘감기’의 두 ‘ㄱ’ 소리는 같은 문자로 표기하나 실제로는 앞의 ㄱ은 [k], 
뒤의 것은 [g]와 같이 서로 다른 음가를 가지는데, 한 음운으로 묶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음성을 그 

음운에 상대하여 이른다. ≒변이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일상 ♧ 1-1. [불교] 차별이 없고 절대 평등한 진여(眞如)의 상. 1-2. [불교] 다른 것을 배척하고 오직 

하나만을 고집하는 일. 일체법은 일원(一元)에서 생긴다고 하는 수론 외도(數論外道) 따위의 

견해이다. 2. [역사] 조선 시대에, ‘좌찬성(左贊成)’을 달리 이르던 말. 이상(貳相) 가운데 

으뜸이라는 뜻이다. 3. 일본 상인. 또는 일본 상사(商社). 4.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일상 ♧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매스컴에서 ‘일상’이란 말을 듣게 될까? 그 횟수를 세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상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규정하려 들 것이다. 마페졸리(Maffesoli)는 ‘일상생활’이나 ‘일상’ 

같은 표현은 사람들이 딱히 무어라 말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 의존하게 되는 일종의 만사형통아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명사로써 일상은 ‘매일 벌어지는 비슷한 일, 생활, 늘 있는 일’ 등을 의미한다. 

형용사로서 ‘일상적’은 ‘늘 있는 예사로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반복적인’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일상은 일반인이 흔히 경험하는 생활 전반을 말하며, 평범하고 반복적인 삶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거나 조직화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 ♧ 진선태, 『일상의 디자인: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 지콜론북, 2015 ♧ Filed

제대로 된 물건 ♧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에도 질적 변화가 생깁니다. ‘제대로 된’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지요. 

물건을 사기 위해 공부하기 시작하고 점원, 제작자, 구매자 간에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커뮤니티’입니다. ♧ 나가오카 겐메이, 『디앤디파트먼트에서 배운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전하는 가게’ 만드는 법: 사면서 배우고, 먹으면서 배우는 가게』, 에피그람, 2014 ♧ Filed

제작 ♧ 1. 규정이나 법식 따위를 생각하여 정함. 2.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듦. 3. 내어 준 제목으로 글을 지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
go.kr ♧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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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제작은 인간 두뇌와 양손을 활용해 사물의 본성을 더듬고 변형을 가하는 능동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신체가 얻은 성찰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는 사회적 실천 행위이다. 또한 우리 주위의 사물

(matter: material)과 하드웨어를 만지며 테크놀로지의 원리를 깨닫고 설계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비물질의 디지털 (빅)데이터를 자원으로 한 소프트웨어의 특성, 알고리즘,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고 그 

구조적 원리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 이광석, 장훈교, 최혁규, 신현우, 박소현, 언메이크랩, 전승일, 

김성원, 『사물에 수작 부리기: 손과 기술의 감각, 제작 문화를 말하다』, 안그라픽스, 2018 ♧ Filed

제품 개발 ♧ 제품 개발(製品開發)은 상품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규임을 강조할 

때에는 신상품 개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어느정도 이상의 규모의 기업이되면 제품 개발의 전임자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심사한 뒤, 컨셉 개발 및 컨셉 테스트, 마케팅 

전략의 수립, 사업 분석, 제품 개발, 시장 테스트, 상품화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Filed

지우개 달린 연필 ♧ 1758년 3월 30일, 미국의 가난한 화가 지망생 하이만 리프먼이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해 특허를 받았다. 건망증 탓에 지우개를 잃어버리곤 하던 리프먼이 연필 뒤에 지우개를 꽂아 

쓰는 모습을 본 친구가 권해 발명 특허를 얻어낸 것이다. 연필에 관한 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독일의 파버 카스텔사는 이 고무지우개를 외면했고 그래서 ‘지우개 달린 연필’은 유럽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연필이 날개 돋친 듯 팔려 발명가 하이만과 그의 발명을 

사들인 리버칩 연필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 박상철, 오늘의 역사 - ‘지우개 달린 연필’ 

특허, 『메트로신문』, 2013.3.28 ♧ Filed

테크놀로지 ♧ 테크놀로지(technology)는 기본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지식의 실용화, 과학적 지식을 개별 

영역에서 실제적 목적을 위해 공학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이다. 거기에서 파생된 테크놀로지는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개발된 기계 장치 및 도구류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 및 응용 과학을 

다루는 지식의 한 부분으로, 조직 방법, 기술 등 광범위한 주제를 가리키기도 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Filed

테크놀로지 ♧ 테크놀로지란 ‘예술’, ‘기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크네(techne)’와 ‘말’, ‘연설’을 

나타내는 ‘로고스(logos)’의 합성어이다. 이는 예술과 기술이 별개의 영역에서 따로 논의되는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 김동빈, 『타이포그래피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Filed

특허 ♧ 1. 특별히 허락함. 2. [법률] 형성적 행정 행위의 하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이다. 3. [법률] =특허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특허 ♧ 특허란 보통 새롭고 유용한 물건이나 그 물건의 제조방법,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이나 물질의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한다. 기존의 발명을 다소간 

변형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 특허 출원된 발명에 신규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과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동일성은 실질적 동일성을 의미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과 문언적 형식적으로 같을 뿐 아니라, 발명의 기본이 되는 사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본질적인 사항에만 차이가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Filed

최적화 ♧ [수학] 어떤 조건 아래에서 주어진 함수를 가능한 최대 또는 최소로 하는 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판매 ♧ 상품 따위를 팖.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하이브리드 ♧ 하이브리드(hybrid)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친 것. 

일반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치면 하이브리드라고 일컫는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Filed

하이브리드 ♧ 하이브리드의 개념이 생물학에서 나오긴 했지만, 무생물인 사물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물질, 전혀 다른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물건도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얼마 전에는 미니애폴리스의 워커아트센터에서 마침 하이브리드 사물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다. 그중에 ‘묘하게 친숙한’이라는 제목의 연작이 있었는데, 안락의자와 연으로 변신한 

옷, 초콜릿으로 만들어 쉬는 시간에 먹을 수도 있는 자,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집 같은 

것들이었다. 이렇게 독특한 사물들을 보고 있으면 일상적인 사물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 살만 악타르, 『사물과 마음: 물건 뒤에 숨어 있는 흔들리는 마음들』, 강수정 옮김, 

홍시, 2014 ♧ Filed

합성 ♧ 1. 둘 이상의 것을 합쳐서 하나를 이룸. 2. [물리] 벡터, 힘 따위의 방향성이 있는 양을 둘 이상 

합침. 또는 그런 일. 3. [생물] 생물이 빛이나 유기물, 무기물의 산화에 의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 화합물을 만듦. 또는 그런 작용. 4. [수학] 두 가지 이상의 변환을 거듭 실행함. 

또는 그런 일. 5. [화학] 둘 이상의 원소를 화합하여 화합물을 만들거나, 간단한 화합물에서 복잡한 

화합물을 만듦. 또는 그런 일. 6. [언어]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만듦. 또는 

그런 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합성어 ♧ 어근+어근 형태로 결합된 둘 이상의 형태소를 갖는 복합어이다.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 명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음이 첨가되거나 어근의 소리가 변하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음운변동으로 인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기 위한 장치이다. ♧ 최천균,         

『뿌리깊은 나무 1편 국어문법: 혼자서도 쉽게 공부하는 국어문법 공부』, 좋은땅, 2017 ♧ Filed

합자 ♧ 1. [언어] 둘 이상의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글자. ≒합음자. 2. [경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자본을 한데 모음. 또는 그런 기업 형태. ≒합본(合本). 3. 
홍합이나 털격판담치를 말린 어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Filed

합자 ♧ 합자(合字, ligature)는 인쇄하는 타이포그래피와 손으로 쓰는 필기에서 두 개 이상의 문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 모양(글리프의 형태)으로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는 두 개의 연속적인 

문자가 공통의 부분을 공유하면서 한 덩어리의 문자처럼 만들어질 때 합자가 나온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문자가 그 주위를 둘러싼 문자들의 조합 혹은 행의 말미에 가까워짐 같은 문맥적 

요소에 따라 글리프의 모양이 바뀌는 일반적인 글리프 모임, 즉 문맥적 문자 모양(contextual 
forms)을 말한다. 합자의 전통적인 필사에서 빠르게 문자를 적는 효율성에서 시작되었지만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심미적인 또는 가독성의 이유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합자는 라틴 문자뿐만 

아니라 아랍 문자, 그리스 알파벳, 일본의 가나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Filed

합자 ♧ ‘합친다’는 뜻의 라틴어 ‘리가르(ligare)’에서 온 합자는 기술적으로 두 개 이상의 글자를 합쳐서 

하나의 글리프로 만든 것이다. 합자는 매우 오래됐는데, 구텐베르크가 자신의 책을 필사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 수세기 동안 필경사는 글자를 합하거나 

생략함으로써 일의 속도를 올렸을 뿐 아니라 활자가 들어가는 공간을 줄이고 단을 맞췄다. ♧ 얀 

미덴도르프, 『텍스트와 타이포그래피』, 김지현 옮김, 안그라픽스, 2015 ♧ Filed

현대적 ♧ ‘현대적’이란 어떤 대상이 ‘시대의 스타일’을 지닌 것 또는 더 정확하게는 시대정신에 따라 형성된 

것 그리고 다른 창작 분야의 진보한 표현 양식과도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가치판단을 

포함하지 않으며, 현대적인 것이 무조건 ‘좋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가까운 사촌 용어이자 다소 

악의적인 ‘유행’과는 전혀 다르다. 어찌 보면 동시대에, 그리고 동시대가 아니더라도 지나간 시대의 

전형을 따르지 않는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어떤 것도 스스로 ‘현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나치 

시대의 고딕 서체는 치홀트가 말했던 것처럼 현대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유행도 아니었다. 순수한 

이념과 끔찍한 취향의 만남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 한스 루돌프 보스하르트,      

『막스 빌 대 얀 치홀트: 타이포그래피 논쟁』, 김수정 감수, 박지희 옮김, 안그라픽스, 2017 ♧ Filed

효율성 ♧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 높은 특성.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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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r ♧ Filed

효율성 ♧ 산업혁명이 야기한 기계문명의 득세는 총체성과 효율성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타이포그래피의 

방향은 명료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다. ♧ 김동빈, 『타이포그래피 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Filed

typographic ligatures ♧ These ligatures are just connected for typographic reasons. in today’s 
digital typesetting with smart-font technologies like openType we usually divide typographic 
ligatures in standard ligatures and discretionary ligatures. The first group of ligatures 
(fi/fi/ff/Th …) is usually applied by default, because they are considered an improvement 
of the text setting. discretionary ligatures (ct, st …) are used as stylistic option, often used 
in headlines or logotypes. note that typographic ligatures never affect the orthography of 
the underlying text. as the name suggest, they are purely typographic. ♧ ralf herrmann, 
Typographic Myth Busting: What’s a ligature, anyway?, Typography.guru, 2012. 11. 20 ♧ 
Filed

orthographic ligatures ♧ These ligatures serve a very different purpose than typographic ligatures. 
The best example of this category is the letter w/W. it actually derived from a ligature of 
two V or u, which were not differentiated at that time. and that’s why this character is 
still called double-u. From this example it should be clear, that it doesn’t make sense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real letters and ligatures. in contrast to typographic ligatures, 
orthographic ligatures are not optional. even though they might be derived from a ligature 
historically— in today’s orthography of a certain country they only stand for themselves 
and cannot be separated like an fi ligature. They are treated like any other letter of the 
alphabet. and that’s why they also usually exist as a lowercase and uppercase version. 
Typical orthographic ligatures in the latin script are w/W, æ/Æ and œ/Œ. ♧ ralf herrmann, 
Typographic Myth Busting: What’s a ligature, anyway?, Typography.guru, 2012. 11. 20 ♧ 
Filed

문 ♧ ... 문은 특별한 순간을 위한 장소이다. 이 말은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보편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문은 보안, 사생활 그리고 기후적인 이유로도 필요하지만, 건물이나 방을 들어가고 나가는 순간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능적인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 리차드 웨스턴,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김광현, 서울대 건축의장연구실 옮김, 시드포스트, 2012 ♧ 최장원

문 ♧ he dreams beyond exhaustion of a door. at which he knocked and entered years before, But 
now no street or city comes to mind. nor why he knocked, nor what he came to find. ♧ rem 
Koolhaas and Bruce Mau, s,M,l,Xl, Monacelli press, 1995 ♧ 최장원

문 ♧ The door represents the promise of having it every way: openness, entry, freedom; but also 
security, safety, privacy. To meet in private is to meet behind closed doors/ To welcoming 
is to have an open door policy. a part of the wall, and an unavoidable breach in it; as 
secure as you like, yet instantly penetrable with the right key... the door is always part of 
a self-cancelling dialectic... ♧ rem Koolhaas, aMo,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elements, Marsilio, 2014 ♧ 최장원

포쉐(poche) ♧ 건축 설계도에 검은색으로 표시한 벽, 기둥 또는 그 밖의 고형물. ♧ 올인올 통합사전 www.
ybmallinall.com ♧ 최장원

포쉐(poche) ♧ 내부와 외부의 전이공간인 ‘포쉐(poche)’는 근대 건축이 열망했던 기계적인 객체들을 

매개해주는 개념으로서 공간과 공간, 건축과 건축의 사이에서 대립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개념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매개 공간은 공간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해주며, 나아가 

입면의 재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건물의 입면과 평면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 권형표, 전유창, 구영민, 컨텍스츄얼리즘에 대한 콜린 로우와 로버트 벤츄리의 

사유와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논문집(계획계)』, v.19 n.2, 1999.10 ♧ 최장원

무(공, 없음) ♧ 삼십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곡(바퀴통)에 모인다. 빈틈을 내버려두므로 수레의 기능이 

있게 된다(三十輻共一穀, 當其無, 有車之用),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든다. 빈틈을 내버려두므로 

그릇의 기능이 있게 된다(埏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든다. 빈 곳을 

내버려두므로 방의 기능이 있게 된다(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그러므로 유(있음)는 ‘기능’

의 이로움을 만들어주고, 무(없음)는 ‘쓰임’의 기능을 만들어낸다(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 

신정근, [신정근의 동양철학 톺아보기] 노자 (5) 有는 無에서 생겨난다, 『매일경제』, 2015.2.2 ♧ 최장원

물질/ 사물 ♧ 오늘날 물질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풍요로움이 어떤 정형화된 

행복을 가져다주었지요. … 실비와 제롬이 행복하고자 하는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벗어날 수 없는 

사슬에 걸려든 겁니다. 행복은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할 무엇이 되고 만 것이지요. 우리는 중간에 

행복하기를 멈출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 조르주 페렉, 『사물들』,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1 ♧ 
최장원

비정형 ♧ 비정형은 주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이면서도, 각각의 사물은 그 자체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상의 사물을 저급하게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용어이다. 그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고, 거미나 지렁이처럼 도처에 짓눌릴 수 있다. ♧ 이브-알랭 

부아, 로잘린드 e. 크라우스, 『비정형 : 사용자 안내서』, 정연심, 안구, 김정현 옮김, 미진사, 2013 ♧ 
최장원

비정형 공간 ♧ ...공간 체험의 범주는 타인과 만났을 때 확보하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거리는 대개 의식되지 않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을 비정형 공간

(informal space)이라 한다. 이 말은 단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지 형태가 없거나 중요치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공식 공간도 명백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깊이와 중요성도 

갖고 있어 문화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이 의미를 오해하면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 에드워드 

홀, 『보이지 않는 차원』, 김광문 옮김, 세진사, 2013 ♧ 최장원

좌표 ♧ 해석기하학에서는 보통 원점 o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두 좌표축(X축과 y축)을 사용해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눈금이 x, y축에 내린 수선의 눈금이 y에 해당하는 점 p의 위치를 p(x,y)로 나타낸다. 

x를 점 p의 x좌표 또는 가로좌표, y를 점 p의 y좌표 또는 세로좌표라 하고, 이것을 직교좌표 또는 

데카르트좌표라 한다. 이 경우 X축은 원점 o에서부터 우측이 양, y축은 원점 o에서부터 위쪽이 

양이고, 점 p의 위치는 x와 y의 부호에 따라서 좌표축으로 잘려진 4개의 부분의 어느 곳에 있는가가 

결정된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최장원

토폴로지 ♧ 집합이 변형되어도 손상되지 않고 유지되는 성질을 주로 다룬다. 진흙덩어리는 위상적으로는 

변함이 없이 공이나 긴 막대 등으로 변형될 수 있는 물질적인 점들의 집합으로 간주된다. 위상수학은 

기호논리학과 관계가 있으며, 기계장치, 지도, 배전망, 복잡한 기능을 계획·제어하는 조직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 다음 백과사전 100.daum.net ♧ 최장원

반면 ♧ 인간의 눈은 평면 위에 나란히 두 개가 박혀 있는 탓에 좌우를 동시에 볼 수 없어 시야에 사물의 

반면밖에 들어오지 않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 나쓰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김난주 

옮김, 열린책들, 2009 ♧ 신혜정

양면 ♧ 세인의 평가는 때와 장소에 따라 내 눈동자처럼 변한다. 그런데 내 눈동자는 그저 작아졌다 커졌다 

할 뿐이지만, 세인의 평가는 손바닥 뒤집듯 180도로 바뀐다. 그렇게 뒤바뀌어도 별 문제는 없다. 

사물에는 양면이 있고 양 끝이 있다. 그 양 끝을 뒤집어 흑백을 백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융통성이다. ♧ 나쓰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김난주 옮김, 열린책들, 2009 ♧ 신혜정

인식 ♧ 네가 저 바구니를 ‘하나의’ 사물로 인식하고 그것을 그 형태에 따라 분석해서 그것을 하나의 ‘

사물’로 인식했을 때 너는 논리적으로나 미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종합을 한 거야. 너는 

저기 바로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그가 말하는 광채란 스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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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에서 말하는 ‘퀴디타스’, 즉 ‘무엇(whatness)’이라는 거야. 이 최고의 특징은 미적인 이미지가 

처음으로 예술가의 상상력에 생겨났을 때 느껴지는 것이지. ♧ 제임스 조이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성은애 옮김, 열린책들, 2011 ♧ 신혜정

이름 ♧ 디오니소스: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데메테르: 사실이야. 그들이 손대는 것은 모두 

시간이 되지. 행위가 되고, 기대와 희망이 돼. 그들의 죽음까지 무엇인가가 돼. 디오니소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사물, 우리에게까지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있는게,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해줘요. … 

헤시오도스: … 당신은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 덕택에 사물은 특별하고 다르게 보이면서, 

동시에 오래전부터 침묵하고 있던 목소리처럼 친숙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 체사레 파베세, 『

레우코와의 대화』, 김운찬 옮김, 열린책들, 2010 ♧ 신혜정

출구 ♧ 이 지상에는 미지의 것으로 통하는 출구와 같은 현실이 있다. 그러한 출구를 통한 사상의 외출이 

가능해 보이고, 가설(假說)이 그곳으로 돌진한다. 추측도 자기의 콤펠레 인트라레를 가지고 있다. 

누구든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물 앞을 지나게 되면, 몽상에 사로잡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영혼이 선뜻 앞으로 나서서, 그 사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 빅토르 

위고, 『웃는 남자』, 이형식 옮김, 열린책들, 2006 ♧ 신혜정

거울 ♧ 내가 사물들 앞에 백 개의 눈을 가진 거울처럼 있을 뿐 사물들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을 

나는 모든 사물에 대한 순결한 인식이라 부른다. ♧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홍성광 옮김, 펭귄클래식 코리아, 2009 ♧ 신혜정

제복 ♧ 제복을 걸친 사람 모두가 반드시 그런 점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수년 동안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직 밤의 평복을 낮의 평복과 바꿔 입는 사람보다는 제복 속에서 

보다 나은 사물의 질서를 발견한다는 점을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확실히 그는 이런 사물들에 대해 

특별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다. 진짜 제복은 그것을 걸친 사람에게 주위 세계에 대해서 명확한 

경계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 헤르만 브로흐, 『몽유병자들』, 김경연 옮김, 열린책들, 2007 ♧ 신혜정

모사 ♧ 인간이 이전에 조화 혹은 균형이라고 불렀던 것은 어쩌면 모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인간이 사회 

구조에서 만들어 내었고 그가 그 일부인 한 만들지 않을 수 없던 모사. 인간이 고독해지면 해질수록 

더욱 그에게는 사물들이 붕괴하고 고립되며, 사물들의 관계들이 더욱 상관없는 것으로 되고, 이윽고 

그는 그 관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 헤르만 브로흐, 『몽유병자들』, 김경연 옮김, 

열린책들, 2007 ♧ 신혜정

아름다운 사물 ♧ 예술가는 아름다운 사물의 창조자다. 예술을 드러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 예술의 

목표다. 비평가란 아름다운 사물에 대한 인상을 다른 방식이나 새로운 소재로 바꾸어놓는 사람이다. 

비평의 최고이자 최악의 형태는 자서전이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추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아무런 

매력 없이 타락한 인물이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은 교양이 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름다운 사물을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김진석 옮김, 펭귄클래식 

코리아, 2008 ♧ 신혜정

나의 것 ♧ 사람들은 행동이 아닌 말[言]에 의거해 살아간다. 그들에게는 뭔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는 

다양한 사물에 대해 그들 사이에 약속된 말을 하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그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하게 간주되는 그런 말은 이런 단어들이다. ‘나의’, ‘나의 것’. 그들은 이 말을 실로 다양한 

사물과 존재에 사용한다. 심지어는 땅과 사람, 그리고 말[馬]에 대해서도 쓴다.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그들은 단 한 사람만이 ‘나의’라는 말을 쓰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약속된 놀이의 규칙에 

따라 가장 많은 숫자의 물건에 ‘나의’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 레프 

똘스또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윤새라 옮김, 열린책들, 2014 ♧ 신혜정

기호 ♧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을 상상하면서 이용한 것이 바로 순수 기호라는 것이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과 남은 흔적은 ‘말’이라고 하는 동물을 나타내는 기호였다는 말이지. 기호, 그리고 기호의 

기호는 우리가 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야. ♧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2009 ♧ 신혜정

진상 ♧ 플라톤의 동굴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온갖 다양한 사물의 그림자와 모상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진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만족한다고 할 때, 동굴로부터 탈출하여 세상 

온갖 사물들의 진상을 알게 된 현자와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 

로테르담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김남우 옮김, 열린책들, 2011 ♧ 신혜정

문 ♧ 문이 되는 법. 문이 없는 문간을 찾거나, 문이 있는 문간에서 문짝을 떼어낸다. 문짝이 없는 문간을 

안쪽을 향하여 가로막고 선다. 문틀의 생김새에 따라 안쪽으로 열리는 문이 될지, 바깥쪽으로 열리는 

문이 될지를 정한다. 한 손으로 문쩌귀 쪽 문틀을 붙들고, 다른 한 손은 약간 들어 올린다. 누가 

들어가거나 나가려해도 비켜주지 않는다. 단, 들어올려져 있는 쪽 손이나 팔꿈치를 비틀고,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밀거나 당기면 다른 한손으로 문쩌귀를 잡은 채 비켜준다. 또한, 누군가 들어 올려져 

있는 손의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면 문이 잠기는 것이므로, 바깥으로 여는 문의 경우, 앞에서 손을 

비틀고 밀거나, 뒤에서 팔꿈치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비틀며 당기지 않는 한 비켜주지 않는다. 이 모든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굳이 설명해주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 김범, 『변신술』, 1996 ♧ 신혜정

이름 ♧ 이 장 ‘거울 나라 곤충’ 역시 ‘이름에 관하여’라고 이름 붙여도 될 듯하다. 이 장은 실제적인 

이름들과 비실제적인 이름들을 나란히 늘어놓으면서 이미 명사 하나와 형용사(혹은 명사)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이름에 두 번째 형용사와 혹은 명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상상 속의 곤충을 창조해 

낸다. 캐럴의 글에는 항상 하이픈으로 연결된 합성어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러한 

합성어들은 각각 자기 고유의 새로운 종을 창조해 낸다. 무의미한 어원과 무의미한 곤충학이 서로 

만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루이스 캐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이소연 옮김,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0 ♧ 신혜정

대물 관계 ♧ 전젱을 발발케 하는 것은 사물들 간의 관계이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전쟁 

상태는 단순한 대인 관계가 아니라 대물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소유권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나 모든 것이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혹은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다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김중현 옮김, 펭귄클래식 코리아, 2010 ♧ 신혜정

시간 ♧ 중세 학자들은, 시간이란 우리들의 착각이고, 인과 관계 속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간의 경과는 우리의 감각 기관의 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사물의 진정한 존재는 영원한 현재라고 

설명했다. ♧ 토마스 만, 『마의 산』, 윤순식 옮김, 열린책들, 2014 ♧ 신혜정

이름 ♧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이 땅의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용인하시고 독려하심으로써 백성들 목에 

걸린 고삐를 푸신 셈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nomina sunt consequentia rerum(이름은 사물의 

궁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창세기’는 이 점을 더할 나위 없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2009 ♧ 신혜정

단어 ♧ 문법 단위 중 기본이 되는 언어 단위의 하나. 그 정의는 쉽지 않으며, 아직도 일정하게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음 결합체’라 하여 의미를 기준으로 삼은 단위를 단어라고 하는 

정의도 있으나 ‘소나무·편지통·눈사람’과 같은 말을 ‘나무·사람’과 같은 단순한 개념의 단위라 

하여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소의 자립형식’을 단어라고 하는 정의도 꽤 

널리 통용된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는 구속형식도 단어로 취급되는 일이 있고, 역시 ‘손톱’과 같은 

말을 최소의 자립형식이 아니라 하여 한 단어가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의도 완벽한 것이 

되지 못한다. ♧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엮음,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4 ♧ 용세라

애매모호 ♧ 흐릴 애, 어두울 매, 본보기 모, 풀칠할 호. 사물의 이치가 희미하고 확실하지 못함. 흐릿함. ♧ 

조기형, 이상억, 『한자성어·고사명언구 대사전 23,000어』, 이담북스, 2011 ♧ 용세라

불확실 ♧ 확실하지 아니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불명확 ♧ 명백하고 확실하지 아니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사투리 ♧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
go.kr ♧ 용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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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 ♧ 1.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2. 사투리(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3. 신약 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 말을 하여 

이방인을 놀라게 한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한글 ♧ 한국어’는 전통적으로 한민족이 쓰는 언어를 이르는 말이며, ‘한글’은 한민족이 쓰는 언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쓰는 문자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글자 자체에 초점을 둔 말이라면 ‘한글’을 

쓰는 것이 적합할 것이나, 언어 자체에 초점을 둔 말이라면 ‘한국어’가 적합한 말이 됩니다. ♧ 

온라인가나다 : 국립국어원 korean.go.kr/ganada ♧ 용세라

대응 ♧ 두 집합이 있을 때에 어떤 주어진 관계에 의하여 한 집합의 한 원소가 다른 집합의 한 원소와 짝이 

되는 일로 두 집합 X, y에서 집합 X의 각각의 원소에 대하여 집합 y의 원소가 정해질 때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시킬 때,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각각 

대응하면 집합 X와 집합 y는 ‘일대일 대응한다’고 한다. X의 각각의 원소에 y의 원소가 오로지 하나 

대응될 때의 대응을 ‘일의대응’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대응을 ‘일대다대응’이라고 한다. ♧ 다음 

백과사전 100.daum.net ♧ 용세라

물 ♧ 1.자연계에 강, 호수, 바다, 지하수 따위의 형태로 널리 분포하는 액체. 순수한 것은 빛깔, 냄새, 맛이 

없고투명하다. 산소와 수소의 화학적 결합물로, 어는점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고 끓는점 이상에서는 

수증기가 된다. 공기와 더불어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다. 2. 못, 내, 

호수, 강, 바다 따위를 두루 이르는 말. 3. ‘조수(潮水)’를 달리 이르는 말. 4. 음료수나 술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5. (일부 명사 뒤에 쓰여; ‘들다’, ‘먹다’와 함께 쓰여) 그곳에서의 경험이나 

영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사랑 ♧ 1.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2.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3.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4.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5. 성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 또는 그런 

일. 6. 열렬히 좋아하는 대상.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머리카락 ♧ 머리털의 낱개.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그림자 ♧ 1.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늘. ≒영자(影子). 2. 물에 비쳐 

나타나는 물체의 모습. 3. 사람의 자취. 4. 얼굴에 나타나는 불행·우울·근심 따위의 괴로운 감정 

상태. 5.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커피 ♧ 1. 커피나무의 열매를 볶아서 간 가루.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독특한 향기가 있어 차의 원료로 

널리 애용되고, 과자나 음료수의 복합 원료로도 많이 쓴다. 2. 커피차(커피 가루를 끓인 물에 타서 

마시는 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시간 ♧ 1.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2. 시간의 어느 한 시점. 3. 어떤 행동을 할 틈. 4.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하여진 동안. 5. 때의 흐름. 6. 지구의 자전 주기를 재서 얻은 단위. 이론적으로 

고전 물리학에서는 공간에서 독립한 변수 곧 절대시간으로 다루어졌으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양자가 물리적 사건을 매개로 하여 사차원의시공 세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7. 색(色)과 심(心)이 합한 경계. 8. 전후(前後), 동시(同時), 계속의 장단(長短)에 관한 의식(意

識). 9.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로 무한히 연속되는 것. 곧 사물의 현상이나 운동, 발전의 계기성과 

지속성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존재 형식을 말한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
go.kr ♧ 용세라

리본 ♧ 1. 끈이나 띠 모양의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머리, 모자, 선물, 훈장 따위의 장식에 쓴다. 2.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따위에 쓰는 띠 모양의 먹지. 3. 리듬 체조에 쓰는 기구. 긴 띠 모양의 천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프로그램 ♧ 1. 컴퓨터 프로그램. 2. 해야 할 것을 명시해 놓은 시간표나 계획. 3.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쓰고, 검사하는 것. ♧ TTa정보통신용어사전 terms.tta.or.kr ♧ 용세라

벨소리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벨소리라고 하면 휴대전화의 벨소리만을 뜻하며 수신음, 전화알림음 등의 

순화표현도 쓰이나 2012년 2월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용세라

쓰레기 ♧ 1. 비로 쓸어 낸 먼지나 티끌, 또는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릴 물건이나 내다 버린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도덕적, 사상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여 쓰지 못할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색깔 ♧ 1. 빛깔(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그 거죽에 나타나는 특유한 빛). 2. 정치나 이념상의 

경향.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유리 ♧ 석영, 탄산 소다, 석회암을 섞어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 급히 냉각하여 만든 물질. 투명하고 

단단하며 잘 깨진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용세라

말과 사물 ♧ 푸코는 상호간에 어떤 관계도 가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물들의 돌연한 근접 앞에서 이러한 

기괴한 병치를 가능케 하는 인식근거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의 

분절과정이 그렇게 객관적이지도 근본적이지도 않음을 보이고자 시도한다. 푸코의 작업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가능조건을 탐색하는 데 주력한다. 즉 인식과 이론을 가능케 하는 토대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 ♧ 홍은영, [우리시대의 고전] <27>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1966), 『교수신문』, 

2002.4.19 ♧ 진달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 루크레티우스의 시는 만물을 바라보는 기본 원칙이 존재한다. 즉 우주는 무수한 

원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들도 그 일부이며 꼭 같은 원소들로 만들어진 물질계(material 
world)다. 신성한 조물주도 지적인 설계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의 흐름 속에 진화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불멸한 것은 오직 원자뿐이다. ♧ 스티븐 그린블랫, 『1417년, 

근대의 탄생』, 이혜원 옮김, 까치글방, 2013 ♧ 진달래

패치워크 ♧ 1. 각양각색의 헝겊을 잇댄 세공. 2. 긁어 모은 것, 잡동사니. ♧ 신무역 영한대사전 : 네이버 

영어사전 endic.naver.com ♧ 페이퍼프레스

배열 ♧ 1. 벌여 열을 짓는 것. 또는,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는 것. 순화어는 `늘어놓음’. 2.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쉽도록 하나로 묶는 것. 배열(排列).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페이퍼프레스

이미지 ♧ 1. 어떤 사물에 대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직관적 인상. 2.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받는 인상.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페이퍼프레스

가공 ♧ 1.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                

2. [법률] 남의 소유물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페이퍼프레스

맥락 ♧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맥(脈).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페이퍼프레스

물성 ♧ 1.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2. [물리] 물질의 전기적·자기적·광학적·역학적·열적 성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3. [철학] 자아에 대립된 물건의 보편적인 성질.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페이퍼프레스

규칙 ♧ 1.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 ≒방칙(方則)·승률(繩律). 

2. [법률] 헌법이나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되는 제정법의 한 형식. 입법·사법·행정의 각 부에서 

제정되며, 국회 인사 규칙·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법원 사무 규칙 따위가 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페이퍼프레스

진품성 ♧ 어떤 사물의 진품성이란, 그 사물의 물질적 지속성과 함께 그 사물의 역사적인 증언가치까지 

포함하여 그 사물에서 원천으로부터 전승될 수 있는 모든 것의 총괄 개념이다. ♧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옮김, 길, 2007 ♧ 신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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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극복 ♧ 사물을 자신에게 보다 더 ‘가까이 끌어 오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중이 지닌 열렬한 

관심사이며, 모든 주어진 것의 일회성을 그것의 복제를 수용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그 관심을 나타낸다. ♧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옮김, 길, 2007 ♧ 신혜정

거울 ♧ 사물들은 인간의 내면을 비춰준다. 무엇인가를 비춘다는 점에서 거울이다. 사물은 우리 내면의 

본성을 비추고, 그것의 선택과 체험 시간으로 이루어진 문화에 대해 말을 한다. ♧ 장석주, 『철학자의 

사물들』, 동녘, 2013 ♧ 신혜정

기억 ♧ 사물의 표면은 표의문자이고, 동시에 내부의 공(空)을 기호화하는 표면이다. 더 나아가 사물은 

인류의 기억들, 시간여행, 기술적 실패와 승리에 대해 말을 한다. 기억들, 시간여행, 기술적 실패와 

승리들은 사물의 물성(物性) 안에 주름으로 접힌 채 숨어 있다. ♧ 장석주, 『철학자의 사물들』, 동녘, 

2013 ♧ 신혜정

시간 ♧ 사물들은 시간의 압축물이다. 사물들은 인류가 수백만 년에 걸쳐 이룩한 기술적 진화의 시간들을, 

그리고 ‘선택과 변이의 법칙에 따라 종의 체험시간과 호환되는 체험시간’을 압축한다. ♧ 장석주, 『

철학자의 사물들』, 동녘, 2013 ♧ 신혜정

도구 ♧ 사물들은 대체로 신체의 여러 기능들을 확장하는 도구들이다. 이것들은 삶의 순환과 보존에 

기여한다. 우리가 사물-도구들을 자유롭게 쓸수록 세계 내의 살아남음의 최적화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우리는 기술의 압축체인 사물의 도움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시간을 간단하게 

뛰어넘는다. 우리는 이 사물들을 타고 자기 진화의 길을 헤쳐 나왔다. ♧ 장석주, 『철학자의 사물들』, 

동녘, 2013 ♧ 신혜정

세트 ♧ 풍부함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면서도 가장 의미있는 형태인 산처럼 쌓아올리는 단계를 넘어서 

사물은 파노플리(panoplie)[세트]나 컬렉션(collection)으로 조직된다. ♧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이상률 옮김, 문예출판사, 1992 ♧ 신혜정

바위 ♧ 바위가 되는 법. 한 장소를 정하되 가능하면 다른 바위가 많은 곳에 자리 잡으면 도움이 된다. 

앉거나 눕는 등 몸을 낮추어 하나의 형태를 정하되,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움직이지 않고 숨소리를 죽인다. 모든 계절과 기후의 변화를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만일 폭우 등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 그에 의해 자리가 움직여지거나 아래로 구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개의치 않고 본래의 자세를 흩뜨리지 않는다. 땅에 닿는 부분에 이끼가 끼거나, 벌레들이 

집을 짓게 되면 다치지 말고 보존한다. ♧ 김범, 『변신술』, 1996 ♧ 신혜정

가구 ♧ 19세기 후반의 가구 양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석하는 유일한 방식은 일종의 탐정소설을 쓰는 

일이다. 이 소설의 역동적 중심에 집안의 공포가 자리 잡는다. 가구는 마치 죽음의 덫이 설치된 

배치도처럼 배열되고, 일렬로 늘어선 방들은 피해자의 도주로에 해당한다. ♧ 발터 벤야민, 『

일방통행로 / 사유이미지』, 최성만, 김영옥, 윤미애 옮김, 길, 2007 ♧ 신혜정

분류 ♧ 사물의 크기와 기능성의 단계(사물이 자신의 객관적인 기능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 사물에 

관련되는(풍부하거나 빈약한, 전통적이거나 비전통적인) 제스처와 사물의 형태와 수명에 따라, 

사물이 출현하는 시기(다소 불규칙적인 현존)에 따라, 사물이 변형시키는 재료(커피를 가는 기구에 

대해서는 명백하지만, 거울·라디오·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모든 사물은 

무엇인가를 변형시킨다.)에 따라, 그리고 사물의 (개인적·가족적·대중적·무관심한) 사용에 의한 

배타성이나 사회화의 단계에 따라 분류의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장 보드리야르, 『사물의 

체계』, 배영달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 신혜정

괘종시계 ♧ 괘종시계는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마음의 기계다. 그것은 시간의 실체에 스며들고 

동화되는 과정이며, 또한 외면성, 공간, 객관적 관계에 기초한 현대적 차원에 의해서 퇴행

(involution)의 다른 모든 원인들과 같은 이유로 거부되는 지속의 존재다. ♧ 장 보드리야르, 『사물의 

체계』, 배영달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 신혜정

이미지 ♧ 1. [문학]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2.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심상’, ‘영상’, ‘인상’으로 순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심벌 ♧ 1. [문학]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2.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기호 ♧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대상화 ♧ 1. 어떠한 사물을 일정한 의미를 가진 인식의 대상이 되게 함. 2. 자기의 주관 안에 있는 것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밖에 있는 것으로 다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양장점

공간 ♧ 1. 아무것도 없는 빈 곳. 2.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 3. 영역이나 세계를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양장점

투시법 ♧ 1. [미술] 한 점을 시점으로 하여 물체를 원근법에 따라 눈에 비친 그대로 그리는 기법. 2. [의학] 

방사선을 써서 몸 안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입체 ♧ 삼차원의 공간에서 여러 개의 평면이나 곡면으로 둘러싸인 부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오브제 ♧ 1. [미술] 초현실주의 미술에서, 작품에 쓴 일상생활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이르는 말. 상징, 몽환, 괴기적 효과를 얻기 위해 돌, 나뭇조각, 차바퀴, 머리털 따위를 쓴다. 

≒어셈블리지. 2. [예술] 꽃꽂이에서, 꽃 이외의 재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양장점

연출 ♧ 1. [연영] 연극이나 방송극 따위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의상, 조명, 분장 

따위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2. 규모가 

큰 식(式)이나 집회 따위를 총지휘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함. 3.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만들어 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배제 ♧ 1.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2. [북한어] 예심이나 재판에 참가하는 사람이 맡겨진 소송 

행위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사건 해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현대적 ♧ 현대에 적합한 느낌이 있거나 현대에 특징적인. 또는 그런 것.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미래지향적 ♧ 1.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 2.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양장점

고전적 ♧ 1. 옛날의 의식이나 법식을 따르는. 또는 그런 것. 2. 고전이 될 만한 내용과 의의를 가지는. 또는 

그런 것.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귀엽다 ♧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서 사랑스럽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
go.kr ♧ 양장점

우아하다 ♧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답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섬세하다 ♧ 1. 곱고 가늘다. 2. 매우 찬찬하고 세밀하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
go.kr ♧ 양장점

밝다 ♧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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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다 ♧ 1. 불빛 따위가 환하다. 2.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 3. 감각이나 지각의 능력이 뛰어나다. 

4.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5. 분위기, 표정 따위가 환하고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다. 6. 인지(認知)가 깨어 발전된 상태에 있다. 7. 예측되는 미래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밝다 ♧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알아 막히는 데가 없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부드럽다 ♧ 1. 닿거나 스치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아니하다. 2. 성질이나 태도가 억세지 아니하고 

매우 따뜻하다. 3. 가루 따위가 매우 잘고 곱다. 4. 일의 형편이나 동작이 뻑뻑하지 아니하다. 5. 술이 

독하지 아니하여서 목으로 넘기기 좋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차분하다 ♧ 마음이 가라앉아 조용하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인간미 ♧ 인간다운 따뜻한 맛.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조화롭다 ♧ 서로 잘 어울려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
go.kr ♧ 양장점

unique ♧ 1. 유일무이한, 독특한 2. (아주) 특별한 3. 고유의, 특유의 ♧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 네이버 영어사전 endic.naver.com ♧ 양장점

스마트하다 ♧ 몸가짐이 단정하고 맵시가 있다. 또는 모양이 말쑥하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신뢰감 ♧ 굳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 ≒신뢰심.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양장점

분류 ♧ 보르헤스의 텍스트에 인용된 ‘어떤 중국 백과사전’에는 ‘동물이 a)황제j에게 속하는 것, b)향기로운 

것, c)길들여진 것, d)식용 젖먹이 돼지, e)인어(人魚), f)신화에 나오는 것, g)풀려나 싸대는 개, 

h)지금의 분류에 포함된 것, i)미친 듯이 나부대는 것, j)수없이 많은 것, k)아주 가느다란 낙타털 

붓으로 그린 것, l)기타, m)방금 항아리를 깨뜨린 것, n)멀리 파리처럼 보이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 모든 상상, 모든 가능한 사유를 벗어나는 것은 그저 이 각각의 범주를 서로 

연결하는 알파벳순의 계열(a, b, c, d)이다. ♧ 미셀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민음사, 2012 ♧ 
신혜정

확장 ♧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주장에 따르면, 물질주의가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는 물건의 

견고함이 유한한 육체와 정신에 본래 없던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칙센트미하이는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은 대개 의식의 불안정성을 사물의 견고함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역설적인 

욕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은 ‘자아감을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히 크지도,

아름답지도,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통해 육체의 힘, 능력, 표현을 확장하는 법을 

찾아낸다. ♧ 루스 퀴벨, 『사물의 약속』, 손성화 옮김, 올댓북스, 2018 ♧ 신혜정

투명성 ♧ 사르트르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도구의 특성과 사물의 특성을 지닌다. 도구의 특성은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어떤 물건이 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투명성은 사물의 정상 가동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 김호경, 『예수가 상상한 

그리스도』, 살림, 2007 ♧ 신혜정

불투명성 ♧ 어떤 물건이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곤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사물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사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불투명성이라고 한다. 불투명성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사물에 대한 황당하고 불편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더 이상 투명하게 우리의 의식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눈에 거슬리며 어디서나 눈앞에 아른거린다. 어디서나 자신의 존재를 

시위하며 관심을 재촉하는 것이 바로 이 불투명성이다. 도구성을 실현해내지 못하는 물체는 도구성의 

실패로 비로소 사물화되고,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게 각인시킨다. 이 불투명성이야말로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사물의 새로운 의미로 접근하는 첫 관문이다. ♧ 김호경, 『예수가 상상한 그리스도』, 살림, 

2007 ♧ 신혜정

상황 ♧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자립적인 사물이 구두인 이유는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발에 신겨지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구두가 단순히 가죽 덩어리가 아닌 구두라는 사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의 손안에 들어가서 구두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용 가능한 존재, 즉 용재(

用在)임을 의미한다. …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물이 구두가 되는 것, 즉 도구적 존재가 

되는 것은 인간이 구두를 신고 삶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도구가 된다는 

것은 삶에 앞서서 미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세계를 이루는 요소들 또한 구두와 같은 

사물들(존재자)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과 도구적 관계를 맺으며 발생하는 상황들(존재)이다. 세계란 

사물들의 총합이 아닌 인간이 사물과 도구적 연관을 맺으며 살아가는 상황들, 즉 존재의 연속인 

것이다. ♧ 박영욱,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 바다출판사, 2015 ♧ 신혜정

사물화 현상 ♧ 사물화 현상은 세계를 동일성의 논리에 가둔다. 사물은 고유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가령 

하나의 책상과 똑같은 모양새와 기능을 갖춘 책상은 동등한 것으로 취급된다. 특히 그것이 동일한 

상품으로서 가격마저 동일할 때 두 책상의 차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같은 물건으로 간주된다. 

사물이란 곧 그것과 동일한 다른 사물로 교환되거나 혹은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사물의 총체로 간주한다는 것은 곧 세계를 동일성의 틀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사물화 현상이 어느 정도는 인간의 사유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유 자체가 사물을 언어에 의해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며, 언어는 대상을 동질화하기 

때문이다. 가령 사유의 대상이 되는 언어로서의 ‘사과’는 이 사과든 저 사과든 개별적인 사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이 모든 사과들을 하나로 묶는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 사물화된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동일성의 논리에 바탕을 둔 개념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아도르노는 사물화가 만들어낸 동일성에 갇히지 않는 사고의 가능성을 예술로부터 찾고자 

한다. ♧ 박영욱,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 바다출판사, 2015 ♧ 신혜정

쿤스트카머 ♧ 지적 욕구를 동반한 이런 종류의 수집열이 유럽 역사에서 열정적으로 나타났던 최초의 

시기는 르네상스 무렵부터 바로크 시기까지다. 당시 제후들은 이상하고 특별한 사물들,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보다 아주 크거나 작은 것, 이국적인 것, 생소한 것, 기괴한 것, 드문 것, 그리고 

아름답거나 우수한 것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이런 진귀한 사물들을 모아놓은 곳을 독일어로 

쿤스트카머(Kunstkammer) 혹은 분더카머(Wunderkammer)라고 불렀는데, 우리말로 하면 각각 ‘

예술의 방’, ‘경이의 방’ 정도가 되겠다. 오늘날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조상쯤으로 볼 수 있는 이 

공간들에는 보통 갖가지 자연의 산물과 인공 사물들, 예술품이 뒤섞여 있었다. 예를 들면 불가사리, 

원숭이 이빨, 상어 지느러미, 악어가죽, 인도의 배, 인광성 광물, 이집트 조각상, 동전, 메달, 회화, 

조각 등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쿤스트’나 ‘분더’ 어느 하나로 부르기 

어려운, ‘쿤스트’와 ‘분더’의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공간이 쿤스트카머였다. ♧ 이주헌, [이주헌의 

알고싶은 미술 16] 지적 호기심의 아카이브, 『한겨레』, 2009.1.19 ♧ 신혜정

이마주 ♧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의 개념으로 의식과 대상, 표상과 사물에 선행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뜻한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세계는 무수한 이마주의 총체로 

이루어진다. 이마주는 의식과 대상 그리고 표상과 사물에 선행한다. 가령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색채의 덩어리들과 형태의 배치들이 바로 대상 그 자체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심적 관념이나 

영원 불변하는 물질이 아니며, 관념론자의 표상과 실재론자의 사물 사이에 위치한 존재이다. 물질은 

이마주들의 총체이지만, 인간의 지각은 언제나 대상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인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사과를 본다면, 먹는다는 행동에 필요한 부분만을 사과로부터 끌어낸다. 반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과를 본다면, 그린다는 행동을 통해 사과의 이마주를 끌어낼 것이다. 이 이마주는 대상 그 자체의 

일부로, 동일한 사과가 드러나는 다양한 이마주가 있으며, 인간은 이 이마주만을 지각할 수 있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신혜정

포름 ♧ 영어의 폼(form)과 같다. 좁게는 공간규정성을 의미하고 개개의 사물의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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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나 명암과 대립된 개념이다. 다시 그 개념을 좀더 확대하면 구도나 구성 등 물체와 물체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상도 포함하게 된다. 거기서 더 확대되면 그것들 외에 색채나 명암, 

마티에르 등 일체의 조형요소를 포함하여 그 형성수단을 가리킨다. 이렇게 확대된 의미에서는 형식과 

같다. 즉, 모든 요소를 전체에 통일시키는 방법, 예술작품을 형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말은 조형예술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의미가 넓어질수록 다른 예술 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신혜정

콜라그래피 ♧ 사물을 직접 붙여서 찍어내는 볼록 판화(직판화)의 기법. 나무판이나 하드보드지 등에 종이, 

헝겊, 나뭇잎, 핀 등 여러 가지 사물을 배치하고 잉크를 칠하여 찍어 낸다. 콜라주 판화라고도 하며, 

실물의 재질감이 그대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2014.5.12 ♧ 신혜정

컴바인 페인팅 ♧ 콜라주의 확대된 개념으로서, 이차원 혹은 삼차원의 물질을 회화에 도입하려는 미술상의 

시도. 컴바인 페인팅에서는 보통 이러한 물질들을 캔버스, 벽, 기타 다른 표면에 덧붙인다. 미국 

미술에 있어서 ‘combine’이라는 말은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 )에 의해 정의된 

것인데, 그는 현대 미국 소비 문명의 폐기물들-만화, 콜라병, 종이, 나무, 고무, 금속, 천은 물론 

박제된 동물이나 작동하는 라디오, 선풍기, 전구-을 사용하는 대담한 회화 스타일을 구사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추상표현주의의 시적 표현과 현실의 물질적 소재에 접근하려는 다다적인 노력으로 

융합되었다. 라우센버그의 컴바인 페인팅은 1953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는 1950
년대의 미술에서 유행했던 폐물의 사용과 회화적, 조각적 개념에 환경주의적 미술을 융화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 encyclopedia archive : 월간미술 monthlyart.com/
encyclopedia/ ♧ 신혜정

원형이정 ♧ 원형이정(元亨利貞). 원은 착함이 자라는 것이요, 형은 아름다움이 모인 것이요, 이는 의로움이 

조화를 이룬 것이요, 정은 사물의 근간이다. 군자는 인을 체득하여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모아 예에 합치시킬 수 있고, 사물을 이롭게 하여 의로움과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고, 

곧음을 굳건히 하여 사물의 근간이 되게 할 수 있다. … 원형이정은 보통 만물이 처음 생겨나서 

자라고 삶을 이루고 완성되는, 사물의 근본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원은 만물이 시작되는 봄(春)

에, 형은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夏)에, 이는 만물이 이루어지는 가을(秋)에, 정은 만물이 완성되는 

겨울(冬)에 해당된다. 원형이정은 각각 인(仁)·의(義)·예(禮)·지(智)를 뜻하기도 한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신혜정

전달 ♧ 지시, 명령,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 이르게 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송예환

전이 ♧ 1. 자리나 위치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2. 사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바뀜. 3. 양자 

역학에서, 입자가 어떤 에너지의 정상 상태에서 에너지가 다른 정상 상태로 옮겨 감. 또는 그런 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송예환

웹 매개체(WBi) ♧ 정보·통신 변환 부호화 프로세서 따위의 매개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제어하기 위해, 

아이비엠(iBM)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작성 도구. ♧ 우리말샘 opendict.korean.go.kr ♧ 송예환

적응형 웹 ♧ 적응형 웹 디자인(adaptive web design, aWd)이란 서버나 클라이언트에서 웹에 접근한 

디바이스를 체크하여 그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미리 정해 놓은 각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에 맞는 웹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의미한다.기획 첫 단계부터 기기에 알맞은 해상도를 고려하므로 콘텐츠 양이 많을 

경우 화면에 담길 콘텐츠의 양을 조절하고 기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하므로 가독성을 높이는 데 

반응형 웹에 비해 자유롭다. 그리드 형태의 데이터 표현이 빈번할 경우 디바이스 화면 사이즈에 맞는 

열의 개수를 감안해 디자인하므로 반응형 웹에서 스크롤이 생기거나 해상도에 따라 열의 데이터가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할수 있다. 해당하는 기기의 css스타일과 소스만 로드하므로 

css스타일과 소스들을 전부 로딩하는 반응형 웹에 비해 시스템 성능에 끼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송예환

디바이스 ♧ 컴퓨터 하드웨어, 주변 기기, 장치 파일, 디스플레이 장치, 전자 부품, 집적 회로, 기계, 도구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송예환

해상도 ♧ 해상도(解像度, 문화어: 도형표시, 화면해상도) 또는 선명도(鮮明度) 또는 화질(畵質, 

resolution)은 종이나 스크린 등에 표현된 그림이나 글씨 따위가 표현된 섬세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주로 모니터, 텔레비전, 또는 프린터, 스캐너 등의 각종 이미지 입출력기기에 관해 말할때 

쓰인다. 텔레비전에서의 해상도는 화소라는 단위(crT에서는 본(line)이라고도 함)를 쓰고 있으며 

화면에 흑백 라인이 총 몇개가 표시되는지를 기준으로 수평x수직 화소로 표기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송예환

매개체 ♧ 1.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을 맺어 주는 것. 2. 병원균이나 기생 생물을 최종 숙주에게 옮기는 중간 

숙주와 같은 생물이나 무생물. 3. 유전자를 다른 세포에 이식할 때 그 유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디엔에이(dna) 분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송예환

변형 ♧ 1. 모양이나 형태를 달라지게 함. 또는 그 달라진 형태. 2. 탄성체(彈性體)가 형태나 부피를 바꾸는 

일. 3.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으로 체언의 꼴이 바뀌는 일.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송예환

최적화 ♧ 어떤 조건 아래에서 주어진 함수가 가능한 최대 또는 최소로 됨.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송예환

맞춤형 ♧ 설치할 공간의 가로 폭에 따라 수량이 정해지는 제품입니다. 책장이나 책상세트를 한쪽 벽면 

전체에 설치해 서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공간 낭비 없이 설치가 가능해 효율적이지만, 이사 

후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에누리 가격비교, 쇼핑용어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
com ♧ 송예환

잃어버리다 ♧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그것을 아주 갖지 아니하게 되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송예환

찾다 ♧ 1.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 또는 그것을 

얻거나 그 사람을 만나다. 2.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 3.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책 따위를 뒤지거나 컴퓨터를 검색하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송예환

소모 ♧ 써서 없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송예환

소비 ♧ 1.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앰. 2. 경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 본래적 소비와 생산적 소비가 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송예환

소유욕 ♧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
go.kr ♧ 송예환

실용성 ♧ 실생활에 알맞은 성질이나 특성.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송예환

물성 ♧ 1. 물건이 지닌 성질. 2.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역학적, 열적 성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3. 자아에 대립된 물건의 보편적 성질.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송예환

질량 ♧ 물체의 고유한 역학적 기본량.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있다. 국제단위는 그램(g).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송예환

용도 ♧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송예환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 ♧ 데포르메(déformer)라고도 한다. 원래는 변형이라는 뜻이다. 주로 

회화에서 사용하며 특히 세잔 이후 문제시되었다. 본래 예술창조에는 몇 가지 서로 반대되는 

의식의 방향이 상관적으로 작용한다.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생각되는 것으로는 ① 예술적 

태도로서 주관 ·자아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객관·세계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② 예술능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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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출을 주로 할 것인가, 직관 형성을 주로 할 것인가 ③ 예술수단으로서 모양을 중시할 것인가, 

이념을 중시할 것인가 등이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요소를 조립함으로써 대략 8종류의 기본적인 

예술 창조의 방향, 즉 기본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데포르마시옹이란 이들 유형 

가운데서 어디까지나 사실을 근본으로 삼는 입장에서, 다른 여러 유형과의 차이를 표현기법상으로 

본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일 뿐, 다른 어떤 유형을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견지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데포르마시옹이란 근대 이후에 한정된 기법이나 현상이 아니라 예술의욕 또는 

예술의식의 방향이 사실로부터 다른 유형으로 이행할 때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스시대에 모방 기술의 

의식으로 뒷받침되던 사실의 조각이 인체의 이상적 형상[典型]의 표현으로 발전하였을 때 거기에 

당연히 데포르마시옹이 행하여졌으며, 또 17세기 플랑드르·네덜란드·에스파냐 등의 회화가 

르네상스의 주지적·객관적 사실로부터 변하여 주정적(主情的)·공상적인 바로크의 표출유형을 

이룩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명확히 제시되었다. 근대 이후 데포르마시옹이 주목된 이유는 

인간해방적인 근대문화가 개성의 자유와 자아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예술에도 근대 

자연주의의 사실에서 출발한 다른 여러 유형에의 분방다기(奔放多岐)한 개성적 전개가 집중된 

때문이다. 즉, 자연주의에서 인상주의에의 유형전개, 또는 표현주의, 일부의 포비즘·입체주의·

구성주의·초현실주의 등 사실에 의거한 모든 유형 대립이 여기에 나타나며, 데포르마시옹의 다양한 

기법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팡팡팡

메타 모형 ♧ 일반적으로 인간은 외부의 정보나 사태를 접할 때 삭제, 왜곡, 일반화의 세 가지 틀을 

통하여 그것을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내적 경험을 하면서 내부 표상

(internal representation)을 만든다. 이 내부 표상은 불완전한 세상모형(model of world)으로서 

세상이라는 ‘영토’에 대한 ‘지도’이며, 외적 실재(reality)를 반영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모형

(model)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때 자신의 내적 경험, 즉 내부 표상에 

해당하는 세상모형에 기초하여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모형에 대한 모형(model about 
model)이기에 이를 메타 모형이라고 부른다. 결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은 메타 모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김춘경 외,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 팡팡팡

스트래치 앤 스쿼시 ♧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오브젝트들이 찌그러지거나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통하여 더욱 더 실감나는 동작을 표현해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장기법. 예를 

들어, 말랑말랑한 둥근 공이 원래의 구형을 유지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서서히 가속을 

받으면 공이 늘어나며 스트래치되고, 이후 공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에는 좌우로 납작해지면서 

스쿼시되었다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스트래치된다. 이 때 스트래치와 스쿼시 정도는 캐릭터 또는 

오브젝트의 탄력과 유연성을 표현하며 유연할수록 외형변화의 정도가 달라지지만 그 부피와 질량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 만화애니메이션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 팡팡팡

인터넷 밈(internet meme) ♧ 인터넷 밈(internet meme)이란, 대개 모방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어떤 생각, 스타일, 행동 따위를 말한다.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필수요소(必須要素), 혹은 짤방, 짤이 있다. 다만 동영상이나 사회 현상 등을 통틀어 

일컬을 수 있는 밈과는 다르게 한국 짤방은 단순히 재미있는 사진이나 giF 파일만을 통칭하며, 

인터넷 밈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띠진 않는다. 인터넷 밈의 대표적인 예시로 사람들이 시체놀이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라든가 할렘 셰이크 춤을 추는 비디오를 찍어 올린 것 따위가 있다. 인터넷 

밈은 그림, 하이퍼링크, 동영상, 사진, 웹사이트, 해시태그, 몸짓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오탈자가 

포함된 단어나 문장 따위의 간단한 것도 밈이 될 수 있다. 만들어진 밈은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이메일, 뉴스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져나간다. 이것은 다양한 인터넷 문화나 하위문화와 

관련이 있다. 4chan, reddit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생산되고 전파되며, 인터넷 초기에는 유즈넷 

게시판을 비롯한 초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장치가 이용되기도 했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팡팡팡

밈(meme) ♧ 우리가 누군가를 모방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로 무언가가 전달된다. 그 ‘무언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전달되면서 

저만의 생명을 지닐 수 있다. 그것을 발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지침, 행동, 정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이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이름이 

있다. 그것이 ‘밈(meme)’이다. ♧ 수전 블랙모어, 『밈,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김명남 

옮김, 바다출판사, 2010 ♧ 팡팡팡

컴퓨터 그래픽 ♧ 이미지란 ‘세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주체인 인간이 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징적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세계는 그 자체로 거대한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 이 글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매체와 그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출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키틀러는 디지털 매체란 모든 매체간의 개별적인 차이가 다 사라지고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정보를 조직해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정의 내린다. 따라서 정보처리의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세계상’도 달라진다. 컴퓨터 그래픽 역시 

디지털 기술의 이미지로서, 이진법적 숫자 체계의 매트릭스 위에 픽셀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문자 체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표들의 연쇄에 의해 의미가 발생하는 문자처럼 

컴퓨터 그래픽은 이진법 숫자들의 계열 속에서, 그 매트릭스 위에서 발생하고 나타난다. 이미지와 

문자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담론 속에서, 컴퓨터 그래픽의 텍스트성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실재 같은 이미지로 이루어진 세계임에도 그 본질은 문자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아이러니한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실재인지 가상인지 애매한 컴퓨터 그래픽의 또 다른 중요 

특징은 그것이 알고리듬의 결과물로서 어쩔 수 없는 축소와 왜곡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수많은 알고리듬으로 분절된 

우리 시지각 경험의 풍부함을 축소, 왜곡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의 

특징은 결국 우리 시대의 문화적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최소영, 디지털 시대의 ‘세계상’, 

컴퓨터 그래픽 연구 : 두 가지 특질, ‘텍스트성’과 ‘알고리듬’을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51집, 

2017.6 ♧ 팡팡팡

스위스 제약 산업 ♧ 스위스의 제약업계는 직간접적으로 약 13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의 

국내 총생산의 5.7%에 기여하고 수출의 30%에 기여한다. 스위스는 노바티스(novartis), 호프만 라 

로슈(hoffmann-la roche)와 같은 매우 큰 그룹을 포함하여 많은 제약회사들의 본거지다. 2013
년 스위스에는 41개 생명과학 회사가 국제 본부를 두고 있으며 29개 지역 본부를 추가했다. 유럽의 

생명과학에 대한 투자의 70%는 영국,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에서 이루어진다. 

제약회사(65개사) 외에도 생명공학 분야(338개사) 또는 의료기기 기술 분야(341개사)의 많은 기업이 

스위스에 본거지를 둔다. KpMg에 따르면 바젤에는 120개의 생명과학 회사가 있으며, 취리히에는 

132개, 레마닉 지역에는 92개 업체가 있다. 2013년 스위스에는 41개 생명과학 회사가 국제 본부를 

두고 있으며 29개 지역 본부를 추가했다. 스위스에는 의료기술 분야(1600개 기업) 5만1000여 명, 

생명공학 분야 13,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 english Wikipedia en.wikipedia.org ♧ 강주현

스위스 제약 회사 ♧ hoffmann-la roche: Basel, novartis: Basel, alcon: geneva, Bayer: 
Basel (consumer health division), lonza group: Basel, abbott: Basel (established 
pharmaceuticals division), galenica: Bern, actelion (johnson & johnson): Basel, 
janssen-cilag (johnson & johnson), sonova: stäfa, Ferring pharmaceuticals: saint-
prex, galderma (nestlé skin health): lausanne, octapharma: lachen, switzerland, Vifor 
pharma: st.gallen, straumann: Basel, Tecan: Männedorf, siegfried holding: Zofingen, 
Medela: Baar, acino holding: Zurich, ypsomed: Burgdorf, Basilea pharmaceutica: Basel, 
debiopharm: lausanne, genedata: Basel, Bachem: Basel, Molecular partners: Zurich, 
senn chemicals: dielsdorf, Frewitt: Fribourg, nBe-Therapeutics: Basel, santhera: Basel, 
ac inmmune: lausanne, idorsia: Basel, VaXiMM: Basel, cerbios-pharma: lugano, Fi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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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 Kirchberg[disambiguation needed], helsinn: lugano, novimmune: geneva, neovii 
pharmaceuticals: rapperswill, Biognosys: Zurich, insphero: schlieren ♧ english Wikipedia 
en.wikipedia.org ♧ 강주현

가이기(geigy) ♧ 요한 루돌프 가이기-게무세우스(1733-1793)는 1758년 스위스 바젤에서 ‘모든 종류의 

물질, 화학, 염료, 약품’ 거래를 시작했다. 요한 루돌프 가이기-메리안(1830-1917)과 요한 뮐러-

팍은 1857년 바젤에 있는 한 부지를 인수해 염색재 제분소와 염료 추출 공장을 지었다. 2년 후, 

그들은 합성 푸크신의 생산을 시작했다. 1901년에 그들은 공공 유한회사인 가이기를 설립했고 

1914년에 회사의 이름이 j. r. 가이기로 바뀌었다. 1925년에 j. r. 가이기는 시바가 1928년에 

시작한 섬유 보조 장치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1939년, 가이기 화학자 파울 헤르만 뮐러는 ddT
가 말라리아에 걸린 곤충들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일로 1948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 english Wikipedia en.wikipedia.org ♧ 강주현

ddT ♧ 다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이클로로에테인이라고도 한다. 화학식은 (clc6h4)2ch(ccl3)이다. 

강력한 살충효과와 제초효과를 가지고 있다. 상온에서 색이 없는 결정 상태의 고체로 존재하며 

극성이 없어서 물에 녹지 않는다. ddT는 클로로벤젠과 트라이클로로에탄올을 반응시켜 제작하며 

다양한 상품명을 가지고 있다. 곤충의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나트륨이 세포막을 이동하는 것을 막아 

버림으로써 살충효과가 나타난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강주현

대량생산 ♧ 포드 시스템(Ford system)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작된 근대산업의 중요한 특징이다.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산의 표준화와 컨베이어 시스템 등을 이용한 이동식 조립방법이 

고안되었기 때문이다. 생산이 표준화됨으로써 작업과정이 세분화될 수 있었고, 노동이 단순한 

작업동작의 반복으로 바뀌면서 부녀자나 연소자가 노동시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또 단순한 

작업과정은 기계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대량생산 체제는 가속화되었다. 대량생산 

체제로 인하여 제품단위당 제조원가를 엄청나게 싸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제품의 표준화와 

품질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량생산 체제는 처음에는 비교적 작업과정이 단순한 방적·방직업을 

중심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고, 그 뒤 차차 다른 산업으로 전파되었다. 오늘날은 상당히 세밀한 

작업과정까지도 기계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 로봇까지 동원하는 대량생산 체제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강주현

커버 ♧ 1. 물건을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덮거나 싸는 물건. 2. 손실이나 부족, 결점을 메움.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탐지기 ♧ 드러나지 않는 어떤 사물의 위치나 성질 따위를 알아내는 기계.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바탕 ♧ 1.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기초나 근본. 2. 글씨, 무늬, 그림 따위가 놓이는 물체의 바닥. 3. 
물체의 틀을 이루는 주요 부분.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운동 ♧ 1.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공간적 위치를 바꾸는 작용이나 현상. 2.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질적 존재의 모든 변화나 발전.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신혜정

겹치다 ♧ 1. 여러 사물이나 내용 따위가 서로 덧놓이거나 포개어지다. 2. 여러 가지 일이나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나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신혜정

분절 ♧ 1. 사물을 마디로 나눔. 또는 그렇게 나눈 마디. 2. 사고 및 행동에서, 전체와의 관련을 가지면서도 

별도로 고찰할 수 있는 구성 부분. 3. 말소리의 산출에 관여하는 발음 기관 즉, 성대, 목젖, 혀, 이, 

입술 따위의 움직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신혜정

syntax ♧ in linguistics, syntax is the set of rules, principles, and processes that govern the 
structure of sentences in a given language, usually including word order. The term syntax 

is also used to refer to the study of such principles and processes. ♧ english Wikipedia 
en.wikipedia.org ♧ 이세영

syntax ♧ syntax is the connecting of typographic signs to form words and sentences on the page. 
The elements of design—letter, word, line, column, and margin—are made into a cohesive 
whole through the use of typographic space, visual hierarchy, aBa form, and grid systems. ♧ 

rob carter, philip B. Meggs, and Ben day, Typographic design: Form and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11 ♧ 이세영

syntax ♧ in grammar, the way in which words or phrases are put together to form sentences. in 
design, the connecting or ordering of typographic elements into a visual unity. ♧ rob carter, 
philip B. Meggs, and Ben day, Typographic design: Form and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11 ♧ 이세영

syntax ♧ syntax puts emphasis on word order and parsing. ♧ charles W. Morris, symbolism and 
reality: a study in the nature of mind, john Benjamins publishing, 1993 ♧ 이세영

구문론(syntax) ♧ 구문론은 개별 언어의 문장 형성 원리와 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noam 
chomsky, syntactic structures, Mouton & co., 1957 ♧ 이세영

구문론(syntax) ♧ 구문론(syntax)은 원래 희랍어의 ‘syntassein’에서 파생된 용어로, 단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의미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내는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즉, 구문론은 문장의 

형식(form)에 관한 연구로서, 문장의 틀을 형성하는 원리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엮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이세영

구문론(syntax) ♧ 어떤 문장 구조가 허락되는지를 명세화한 규칙.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의미있게 

배열되어 있는 체계. ♧ 곽호완, 박창호, 이태연, 김문수, 진영선, 『실험심리학 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 2008 ♧ 이세영

통사론(syntax) ♧ 문장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어의 연결, 단어의 결합 및 기능과 관련한 규칙 혹은 

그와 관련한 학문이다. ♧ 국립특수교육원 엮음,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하우, 2009 ♧ 이세영

공간(space) ♧ space is a social product, or a complex social construction (based on values, and the 
social production of meanings) which affects spatial practices and perceptions. 공간은 하나의 

역사적 생산의 과정이며 사회적 존재의 매개체이자 산물이다. ♧ henri lefebvre,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lated by donald nicholson-smith, Blackwell, 1991 ♧ 이세영

공간 ♧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상식적인 개념으로 상하·전후·좌우 3방향으로 퍼져 있는 빈 곳을 말한다. 

공간의 개념은 각 학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이세영

공간 ♧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은 사물의 ‘장소’의 총체이다. ♧ 사카베 메구미 외 엮음, 『칸트사전』,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 b, 2009 ♧ 이세영

공간 ♧ 공간은 ‘공허하고 무한’하지 않다. 무한과 공허 속에는 방위의 구별이 없으며, 사물의 운동을 

말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제 4권 8장) ♧ 사카베 메구미 외 엮음, 『

칸트사전』,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 b, 2009 ♧ 이세영

공간 ♧ 공간이란 사람이나 사물이 점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인간의 활동이 행해지는 장이나 물체의 운동이 그 

속에서 전개되는 넓이를 말한다. ♧ 기다 겐 외 엮음, 『현상학사전』,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 b, 2011 
♧ 이세영

공간 구문론(space syntax) ♧ 공간조직에 대한 묘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 ♧ 최윤경, 

사회환경으로서의 건축공간,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37 n.4, 1993.7 ♧ 이세영

평면도(plan) ♧ 단위공간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상체계다. ♧ evans r. Figures, 
doors and passages, architectural design 48(4), 1978 ♧ 이세영

평면도(plan) ♧ 공간의 분화와 연결의 구조를 보여준다. ♧ 최윤경, 사회환경으로서의 건축공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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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지)』 v.37 n.4, 1993.7 ♧ 이세영

평면도(plan) ♧ 형태와 언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유능한 도구다. ♧ Thomas a. Markus, Buildings 
as classifying devic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14, no.4, 1987 ♧ 
이세영

형태학(morphology) ♧ 형태와 공간구조의 일반과학(universal science of form and spatial structure). 
♧ philip steadman, architectural morphology: an introduction to the geometry of building 
plans, Taylor & Francis, 1983 ♧ 이세영

위상학(topology) ♧ Topology provides the synergetic means of ascertaining the values of any system 
of experiences. Topology is the science of fundamental pattern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of event constellations. ♧ Buckminster Fuller, operating manual for spaceship earth, ep 
dutton & co., 1968 ♧ 이세영

볼록공간(convex space) ♧ 폐구간으로 닫혀진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공간의 단위로, 공간 내의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그 공간 외부로 나가지 않는 공간 혹은 모든 내각이 180도를 넘지않는 공간을 

의미한다. ♧ 최윤경, 사회환경으로서의 건축공간,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37 n.4, 1993.7 ♧ 이세영

축선공간(axial space) ♧ 전체 공간조직을 통행가능한 길을 나타내는 직선으로 구성된 공간의 조합을 

의미한다. ♧ 최윤경, 사회환경으로서의 건축공간,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37 n.4, 1993.7 ♧ 이세영

typography ♧ originally the composition of printed matter from movable type. now the art and 
process of typesetting by any system or method. ♧ rob carter, philip B. Meggs, and Ben 
day, Typographic design: Form and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11 ♧ 이세영

타이포그라피 ♧ 예술로서 타이포그라피는 오늘날의 그라픽아트나 회화에 가깝다. 2차원적 그래픽 예술인 

타이포그라피는 현대 회화에서 리듬과 비례를 많이 습득할 수 있는데 고전적 타이포그래피에서는 

리듬과 비례가 오늘날처럼 중요하지 않았다. ♧ 얀 치홀트,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안상수 옮김, 

안그라픽스, 2006 ♧ 이세영

타이포그라피 요소 ♧ 선, 면, 테두리, 줄무늬, 원, 점, 삼각형, 화살표. ♧ 얀 치홀트,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안상수 옮김, 안그라픽스, 2006 ♧ 이세영

전통적 타이포그라피 ♧ 전통적 타이포그라피는 회화보다 르네상스의 파사드 건축, 그리고 파사드 스타일의 

유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 얀 치홀트,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안상수 옮김, 안그라픽스, 2006 
♧ 이세영

타이포그라피 ♧ 활판술. 활자 서체의 배열을 말하는데 특히 문자 또는 활판적 기호를 중심으로 한 2
차원적 표현을 칭한다. 뜻이 바뀌어 사진까지도 첨가하여 구성적인 그래픽 디자인 전체를 가리키고 

일반의 디자인과 동의어 같이 쓰이는 일도 있다. 서양의 활판술 발명 이전의 양식을 지금도 계승하고 

있으나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타이포그래피는 구성주의적인 창작에 의하여 옛 형태를 

타파하고, 점차 기능적인 표현을 행하여 디자인의 한 분야가 되었다. 한편 조본(造本)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인 기법과 유기적 유동적인 아메리칸 타이포그래피 등도 있다. ♧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엮음, 『미술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 이세영

white space ♧ The ‘negative’ area surrounding a letterform. ♧ rob carter, philip B. Meggs, and 
Ben day, Typographic design: Form and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11 ♧ 이세영

aBa form ♧ a design principle of form interrelationships, involving repetition and contrast. ♧ rob 
carter, philip B. Meggs, and Ben day, Typographic design: Form and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11 ♧ 이세영

alignment ♧ precise arrangement of letterforms upon an imaginary horizontal or vertical line. ♧ 

rob carter, philip B. Meggs, and Ben day, Typographic design: Form and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11 ♧ 이세영

format ♧ The overall typographic and spatial schema established for a publication or any other 

application. ♧ rob carter, philip B. Meggs, and Ben day, Typographic design: Form and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11 ♧ 이세영

grid ♧ an underlying structure composed of a linear framework used by designers to organize text 
and images. ♧ rob carter, philip B. Meggs, and Ben day, Typographic design: Form and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11 ♧ 이세영

그리드 ♧ 그리드는 그래픽 디자인에서 구문론적인 일관성을 얻기 위한 도구이다. ♧ 마시모 비넬리,         

『비넬리의 디자인 원칙』, 박효신 옮김, 안그라픽스, 2013 ♧ 이세영

hierarchy ♧ a system of different sizes, weights, and other attributes in a text that indicate what 
the reader should read first, second, and so on. ♧ rob carter, philip B. Meggs, and Ben 
day, Typographic design: Form and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11 ♧ 이세영

hypertext ♧ Text on a computer screen that contains pointers enabling the user to jump to other 
text or pages by clicking on highlighted material. ♧ rob carter, philip B. Meggs, and Ben 
day, Typographic design: Form and communication, john Wiley & sons, 2011 ♧ 이세영

analytics ♧ analytics is the discovery,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of meaningful patterns 
in data. especially valuable in areas rich with recorded information, analytics relies on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statistics, computer programming and operations research to 
quantify performance. ♧ english Wikipedia en.wikipedia.org ♧ 이세영

패턴 ♧ 규칙성을 갖는 도안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단위로 되어 있는 무늬 혹은 그 규칙을 말한다. ♧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엮음,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2011 ♧ 이세영

인지(cognition) ♧ 인식이라는 말은 지식과 같은 뜻이지만, 지식은 아는 작용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성과를 

가리키는 데 반해, 인식은 성과와 함께 아는 작용도 포함한 의미를 갖는다.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엮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 이세영

인지(cognition) ♧ 정신이 지식을 습득하고, 변형시키고, 부호화하고, 저장하는 과정 또는 그 내용으로서, 

지각, 이미지, 개념 형성, 사고, 판단 그리고 상상력이 포함된다. 인지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것은 

아주 제한적인 반면, 다른 어떤 것은 과도하게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인지 정보처리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행동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반사 수준 이상의 모든 과정들’로 보는 견해

(Kessler의 1970년 정의)가 있다. 인지가 상징적 행동의 모든 측면들을 다룬다는 홀트(holt, 1964)
의 진술은 이 용어의 확장된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발달한 인지 

심리학의 범위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 ♧ 미국정신분석학회 엮음, 『정신분석 용어사전』, 이재훈 외 

옮김, 한국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 이세영

인지 ♧ 인간의 인지적 체계는 감각, 지각, 학습, 기억 등의 정보처리에 있어서 신경계를 통한 외부자극을 

대뇌가 지각하고 자신의 기존 인지와 연합하여 행위로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대개는 인지를 지식의 습득과 정보 처리 과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한다.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는 외부자극이 눈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경험과 연합되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 ♧ 존 로버트 앤더슨, 『인지심리학과 그 응용』, 이영애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 이세영

감각(sense) ♧ 감각기관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자극을 통한 경험, 또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또한 어떤 종류의 감각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대상에 대한 

개념화가 전혀 없는 단순한 각성과는 구별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감각은 어떤 소리나 광선의 

발생과 같은 단순한 자극에 연합된 의식적 경험이다. 한때는 지각을 자극의 한 종합으로 보면서 

감각과 지각 사이의 구별이 이론의 큰 중요성을 가졌었다. 그러나 오늘날 감각과 지각의 구별은 

훨씬 덜 명료하며 그러한 경험들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감각의 

연구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감각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리고 피부감각 등이다.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엮음,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 이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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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 문법(文法)은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규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어느 특정 언어와 관련된 

규칙들을 그 언어의 문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 언어마다 고유의 문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법은 언어의 총체적 연구인 언어학의 일부분이며, 말본이라고도 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이세영

layout ♧ 1. page layout, the arrangement of visual elements on a page. 2. comprehensive layout 
(comp), a proposed page layout presented by a designer to their client. 3. layout (computing),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position of objects in space. ♧ english Wikipedia en.wikipedia.
org ♧ 이세영

레이아웃 ♧ 디자인·광고·편집에서 문자·그림·기호·사진 등의 각 구성요소를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일, 또는 그 기술.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이세영

레이아웃 ♧ 흥미로운 레이아웃은 디자인에 사용된 모든 요소들의 작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은 여백이다. ♧ 마시모 비넬리, 『비넬리의 디자인 원칙』, 박효신 옮김, 안그라픽스, 2013 
♧ 이세영

가운데 맞추기 ♧ 글줄 길이에 따라 가운데에 맞추는 방식. 1920년까지 모든 타이포그라피는 가운데 맞추기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가운데 맞추기 타이포그라피에서 순수한 형태는 낱말이 가지는 의미 

이전에 온다. ♧ 얀 치홀트,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안상수 옮김, 안그라픽스, 2006 ♧ 이세영

차원 ♧ 공간 내의 점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독립좌표의 수. 직선상의 점은 한 실수(實數) x로, 평면상의 

점은 두 실수 (x, y)로, 보통의 공간 내의 점은 세 실수 (x, y, z)로 지정되며, 차원의 수는 각각 1, 2, 
3이다. 일반적으로 n차원공간이나 무한차원공간도 생각할 수 있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
co.kr ♧ 이세영

차원 ♧ 차원(次元)은 수학에서 공간 내에 있는 점 등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축의 개수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수를 그 공간의 매개 변수라고 한다. 이 개념은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용도에 맞게 

일반화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이세영

interactivity ♧ human communication is the basic example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which 
involves two different processes; human to human interactivity and human to computer 
interactivity. human-human interactivity is the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 english 
Wikipedia en.wikipedia.org ♧ 이세영

디자인의 의미론적 관점 ♧ 디자인의 의미론적 관점은 주제를 모든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제를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즉 의미론적 관점이란 

디자인에는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세부적인 것들조차도 의미를 전달하고 명확한 

목표를 향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마시모 비넬리, 『비넬리의 디자인 원칙』, 

박효신 옮김, 안그라픽스, 2013 ♧ 이세영

디자인의 구문론적 관점 ♧ 미스반데로에는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라고 말했다. 디자인의 명료함을 위해 

문법의 알맞은 사용 방법을 조정하는 원칙이다. ♧ 마시모 비넬리, 『비넬리의 디자인 원칙』, 박효신 

옮김, 안그라픽스, 2013 ♧ 이세영

역사 ♧ 역사란 이론에 대한 평가와 비평에 따라 행동과 활동을 결정해 온 이론의 연속체이다. 우리는 역사, 

이론 그리고 비평이 왜 창조적인 삶을 가동시키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젊은 디자이너들이 성장에 

그토록 필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마시모 비넬리, 『비넬리의 디자인 원칙』, 박효신 옮김, 

안그라픽스, 2013 ♧ 이세영

디자인 ♧ 디자인은 어느 경우이든 모두 똑같다. 디자인의 원칙은 스타일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디자인은 원칙이다. 이것은 법칙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과정이고 가장 직접적이고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결과물의 일관성을 조정하는 것이다. ♧ 마시모 

비넬리, 『비넬리의 디자인 원칙』, 박효신 옮김, 안그라픽스, 2013 ♧ 이세영

공간 ♧ 공간은 문맥을 부여하고 메시지가 제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 마시모 비넬리, 『비넬리의 

디자인 원칙』, 박효신 옮김, 안그라픽스, 2013 ♧ 이세영

여백 ♧ 여백은 구성의 근본적인 요소이다. ♧ 마시모 비넬리, 『비넬리의 디자인 원칙』, 박효신 옮김, 

안그라픽스, 2013 ♧ 이세영

공간 ♧ 모든 형태는 그것을 에워싼 공간과 관련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 ♧ 얀 치홀트,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안상수 옮김, 안그라픽스, 2006 ♧ 이세영

배열 ♧ 중요한 부분은 돋보이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가라앉게 해야 한다. ♧ 얀 치홀트,               

『타이포그라픽 디자인』, 안상수 옮김, 안그라픽스, 2006 ♧ 이세영

가독성(legibility) ♧ 가독성(可讀性)을 뜻하는 말에는 레지빌리티(legibility)와 리더빌리티(readability)
가 있다. 레지빌리티는 개개의 글자 형태를 ‘식별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일컫는 것이며, 리더빌리티란    

‘보고 지각하는 과정(scan-and-perceiving process)의 성공도’를 나타낸다. 초기에 독서의 용이함과 

독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논의할 때 ‘레지빌리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리더빌리티’

라는 말은 1940년 경부터 일부 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리더빌리티’라는 말은 ‘독서 재료의 

정신적 장애(mental difficulty)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용어가 두 갈래로 

갈라져 혼동을 초래하였다. 결국 레지빌리티는 글자나 낱말을 지각하는 것과 연결된 본문 독서 재료의 

읽기와 관련되어 있다. 글자꼴은 꼭 식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성을 지닌 낱말의 형태로 지각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본문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읽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

레지빌리티’란 독서의 용이함과 독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나 다른 심볼, 낱말, 그리고 연속적인 

본문 독서 재료에서 본질적인 타이포그라피 요소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 이세영

가독성(readability) ♧ 덩이글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덩이글 자체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게 되는데 특정한 

덩이글에 포함되어 있는 어려운 어휘의 수, 통사적인 중의성의 정도, 명제 연결에 추론을 요구하는 

정도, 소형 구조와 대형 구조 형성의 용이성, 관련 지식의 존재 여부 혹은 적절한 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서의 유무 등으로 한 덩이글을 평가할 수 있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 이세영

포스터에 있어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의 목적 ♧ 기존 활자 재료의 활용. 참뜻의 이해와 ‘가독성’을 

증진시키는 단순한 외곽선의 유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비와 다양한 톤의 의식적 

채택. ♧ 크리스토퍼 버크, 『능동적 도서: 얀 치홀트와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박활성 옮김, 워크룸 

프레스, 2013 ♧ 이세영

해석 ♧ 해석은 지식인이 세계에 가하는 복수다. 해석한다는 것은 ‘의미’라는 그림자 세계를 세우기 위해 

세계를 무력화시키기고 고갈시키는 것이다. ♧ 수전 손택, 『해석에 반대한다』, 이민아 옮김, 이후, 

2002 ♧ 이세영

형식 ♧ 형식은 감각에 흔적을 남기기 위한 방법이요, 감각에 직접적으로 남은 인상과 기억을 중재하는 

수단이다. ♧ 수전 손택, 『해석에 반대한다』, 이민아 옮김, 이후, 2002 ♧ 이세영

writing ♧ Writing is a medium of human communication that represents language and emotion 
with signs and symbols. in most languages, writing is a complement to speech or spoken 
language. Writing is not a language, but a tool used to make languages be read. Within a 
language system, writing relies on many of the same structures as speech, such as vocabulary, 
grammar, and semantics, with the added dependency of a system of signs or symbols. 
The result of writing is called text, and the recipient of text is called a reader. ♧ english 
Wikipedia en.wikipedia.org ♧ 이세영

시선 ♧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물체와 눈을 잇는 선을 가리킨다. 물체의 눈에 대한 상대운동은 시선방향의 

운동과 시선에 직각방향의 운동이 있다. 전자는 시선상에서 물체가 가까워지느냐 여부를 판정해서 

측정하고 후자는 시선의 이동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이세영

시각 ♧ 시각은 인간의 사고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은 눈으로 물체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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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간이 사유하는 방식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많이 의존한다. 냄새나 맛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음식이나 코, 입의 시각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린다. ♧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각』, 

서해문집, 2009 ♧ 이세영

relationship ♧ The meeting of two personalities is like the contact of two chemical substances: if 
there is any reaction, both are transformed. ♧ c. g.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translated by cary F. Baynes, William stanley dell,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3 ♧ 
이세영

placement ♧ placement comes into play whenever and wherever a movable art object is seen. ♧ 

sara Knelman, art and the power of placement, journal of the history of collections 19, 
no.1, 2007 ♧ 이세영

presentation ♧ a presentation is the process of presenting a topic to an audience. it is typically a 
demonstration, introduction, lecture, or speech meant to inform, persuade, inspire, motivate, 
or to build good will or to present a new idea or product. The term can also be used for 
a formal or ritualized introduction or offering, as with the presentation of a debutante. 
presentations in certain formats are also known as keynote address. ♧ english Wikipedia 
en.wikipedia.org ♧ 이세영

arrangement ♧ a plan for how something will happen. ♧ cambridge english dictionary 
dictionary.cambridge.org ♧ 이세영

디스플레이(display) ♧ 디자인 용어로서는 전시·진열에 필요한 전시용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와, 

일정한 목적·기획이나 테마를 기본으로 하여, 공간을 조형하고, 상품·작품 따위를 합목적적으로 

전시·진열하는 계획의 구현화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각전달의 경우로서 후자의 뜻이 강하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이세영

전시 ♧ 전시는 역사이고 이데올로기이고 정치이고 또한 미학이기도 하다. ♧ 매리 앤 스타니제프스키, 『

파워 오브 디스플레이: 20세기 전시 설치와 공간 연출의 역사』, 김상규 옮김, 디자인로커스, 2007 ♧ 
이세영

레이어 ♧ 도면 안의 도형이나 문자는 레이어 가운데 어느 한 레이어에 속해 있으며, 그 레이어에 대응하는 

투명한 시트에 그려져 있다. 표시·인쇄되는 것은 이 레이어를 겹친 것이다. 레이어에 의해서 

도형이나 문자를 그룹별로 나눔으로 하나의 cad도면을 그 용도에 따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인쇄 내용을 변경하여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각 레이어마다 거기 있는 

도형이나 문자를 보호하거나 보호하지 않도록 설정함으로써 특정한 도형에 대한 편집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이세영

부여하다 ♧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페이퍼프레스

작위적 ♧ 꾸며서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또는 그런 것.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페이퍼프레스

그래픽 ♧ 그림이나 도형, 사진 등 다양한 시각적 형상(形象)이나 작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페이퍼프레스

짜깁기 ♧ 1.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올을 살려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서 깁는 일. 2. 기존의 글이나 

영화 따위를 편집하여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드는 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페이퍼프레스

에스엠엠디 ♧ 하나의 미디어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동하여 재생하는 방식. 미디어 및 디바이스의 

진화로 미디어 재생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우리말샘 opendict.korean.go.kr ♧ 송예환

움짤 ♧ 주로 인터넷상에서 움직이는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따위를 이르는 말. ♧ 우리말샘 opendict.
korean.go.kr ♧ 팡팡팡

모션(motion) ♧ 1. 어떤 몸놀림이나 동작. 2.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취하는 동작이나 

몸짓.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분단(分段) ♧ 1. 사물을 여러 단계로 나눔. 또는 그 단계. 2. 내용에 따라 문단을 몇 단락으로 나눔. 또는 

그 단락. 3. 불교 육도(六道)에 윤회하는 범부가 각기 업인(業因)에 따라서 받게 되는 목숨의 길고 

짧음의 분한(分限)과 신체의 크고 작음, 가늘고 굵음의 형단(形段).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단계(段階) ♧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포스터(poster) ♧ 광고나 선전을 위한 매개체의 하나. 일정한 내용을 상징적인 그림과 간단한 글귀로 

나타내어, 길거리나 사람의 눈에 많이 띄는 곳에 붙인다. ‘광고용 도화’, ‘광고지’, ‘알림 그림’으로 

순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도형(圖形) ♧ 1. 그림의 모양이나 형태. 2. 명사 수학 점, 선, 면, 체 또는 그것들의 집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각형, 원, 구 따위를 이른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도형수(圖形數) ♧ 수학 도형을 수로 표현한 수. 삼각수, 사각수 따위와 같은 수를 이른다. ♧ 우리말샘 

opendict.korean.go.kr ♧ 팡팡팡

다의 도형(多義圖形) ♧ 같은 도형인데도 보기에 따라 몇 가지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도형.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사물 ♧ 현재의 엔진에는 중요한 각 부분이 에너지의 상호 교환에 의해서 다른 부분들과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본질적인 변화도 겪지 않는다. ... 사이클에서 다른 모든 부분들과 관련 있는 

실린더 헤드의 형태와 그 소재는 점화 플러그의 전극을 상당한 온도로 올린다. 그리고 다시 이 

온도는 점화와 사이클 전체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옛날의 엔진이 추상적인 데 반해, 현재의 엔진은 

구체적이다. 옛날의 엔진에서는 각 부분이 사이클의 특정한 과정에만 작용하고,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엔진의 각 부분은 차례대로 일을 하지만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리하여 기술적 사물의 본래의 형태, 즉 추상적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 형태 속에서 이론적이고 

물질적인 각 단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되며 그 기능상 폐쇄적 쳬계로 구성된다. 이러한 상황은 

해결되어야 할 일련의 통합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 따라서 각 구성 단위와 관련된 방어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즉 내연 열기관의 실린더 헤드는 냉각 날개로 덮인다. 

그리고 이 냉각 날개는 기통과 실린더 헤드의 밖에 덧붙어 있어서 냉각 기능만 할 뿐이다. 최근의 

엔진에서는 이 냉각 날개가 가스의 압력에 의한 실린더 헤더의 변형에 맞서는 기계적인 역할을 

해낸다. ... 이제 두 기능은 더 이상 구별될 수 없다. 화해가 아닌 공존과 일치라는 유일한 구조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 우리는 새로운 구조가 이전의 구조보다 구체적이며 기술적 사물의 진정한 

진보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나하면 진정한 기술의 문제는 충돌하는 욕구들 사이에서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통일성 속에서 기능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gilbert simondon, du mode d’existence des objets techniques, Méot, 1958 ♧ 팡팡팡

관점 ♧ 관점(a point of view)이란 철학에서 사고의 특정한 진술된 방식이며, 어떤 개인적 견해로부터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의미상 동일한 단어는 견해(perspective)이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김용주

배열 ♧ 컴퓨터 과학에서 배열(영어: array, 配列·排列, 문화어: 배렬)은 번호(인덱스)와 번호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배열에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값의 번호가 곧 배열의 시작점으로부터 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대적인 위치가 

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김용주

분석 ♧ 분석(分析)은 복잡한 내용, 많은 내용을 지닌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 내용을 단순한 

요소로 나누어 생각함을 뜻한다. 분석은 그 목적에 따라 일정한 관점에서 해야만 한다. 분석으로 

명확해진 각 요소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것(총합)도 중요하다. ♧ 위키백과 ko.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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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 ♧ 김용주

해석 ♧ 딜타이는 인간의 문화와 역사의 표현은 개인의 체험적 표현이며, 각 개인의 체험에는 공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여, 그 방법(해석학)

을 확립하려고 했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김용주

조합 ♧ 조합(組合, 문화어: 무이, 영어: combination)은 집합에서 일부 원소를 취해 부분 집합을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김용주

물질 ♧ 물질(物質)의 고전적 정의는 물체를 이루는 존재이다. 이에 따라 물질은 질량과 부피를 갖는 존재로 

정의되기도 한다. 물질에 대한 개념은 기본 단위와 이것의 상호 작용을 발견하면서 재정의되어 왔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김용주

투영 ♧ 1. (그림자의) [명사] projection, [동사] project (sth on/onto sth); (반사하다) reflect 2. (
비유적) [동사] reflect, mirror ♧ 홍성민 외, 『능률 한영사전』, 능률교육, 2006 ♧ 김용주

펼치다 ♧ 1. 펴서 드러내다. 2. 접히거나 개킨 것 따위를 널찍하게 펴다. 3.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 만한 상태로 나타내다. 4. 생각 따위를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안무 ♧ 안무(choreography, 按舞). ‘choros(춤)’와 ‘grapho(쓴다)’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안무가 18세기 

초에는 그리스 어원이 의미하듯이 무용을 기호로 기록하는 일을 뜻하였으나, 이것이 오늘날에는 춤을 

만드는 것을 지칭하게 되었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김용주

기억 ♧ 기억(記憶) 또는 메모리(영어: memory)는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고 다시 불러내는 회상의 기능을 

의미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김용주

레토릭 ♧ 수사학(修辭學, 그리스어: ῥήτωρ, 영어: rhetoric, rhêtôr, orator, teacher)은 담론의 예술로서, 

수사학으로 작가나 연사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청중에게 정보를 주고, 청중을 설득하며, 

청중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논리학과 정치학을 보완하는 것으로 

여기고,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든 활용할 수 있는 설득의 수단을 찾는 능력이라고 불렀다. 수사학은 

전형적으로 논증의 이해와, 발견, 발전을 위한 발견법을 제공한다. 고대 로마 시대에 처음 집대성된 

수사학의 5대 규범(cannon)은 설득력 있는 연설을 설계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며, 발견술

(inventio), 배열술(dispositio), 표현술(elocutio), 기억술(memoria), 연기술(pronuntiatio)로 

구성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김용주

회전하다 ♧ 1. 어떤 것을 축으로 물체 자체가 빙빙 돌다. ≒전회하다. 2. [수학] 평면 또는 공간의 도형이, 

그 각 점의 서로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한 점이나 고정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나 각도를 이동하다. 

또는 계속해서 돌아가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생성 ♧ 1. 사물이 생겨남.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함. 2. 철학 이전에 없었던 어떤 사물이나 성질의 

새로운 출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생성되다 ♧ 사물이 생겨나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발생 ♧ 1.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 ‘생김’, ‘일어남’으로 순화. 예문: 문자의 발생 2. [생물] 생물 세포의 

증식, 분화, 형태 형성 따위에 의하여, 어떤 생물이 단순한 수정란 상태에서 복잡한 개체가 되는 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방방 ♧ 잇달아 공중으로 뛰는 모양.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방방 ♧ 여러 방. 또는 모든 방.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모델링(modelling) ♧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물의 형태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일. ♧ 우리말샘 opendict.
korean.go.kr ♧ 팡팡팡

시각화(視覺化) ♧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비롯한 조형 예술 영역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를 이르는 말.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메시지 전달을 위해 추상적 혹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우리말샘 opendict.korean.go.kr 
♧ 팡팡팡

전개도 ♧ 입체의 표면을 한 평면 위에 펴 놓은 모양을 나타낸 그림. ≒펼친그림.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팡팡팡

각변형(角變形) ♧ [북한어] 도형의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의 변화.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팡팡팡

왜곡 ♧ 예술에서 원형과 그 표상 간의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가리키는 용어. 모든 

예술 작품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삼차원적 복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 혹은 왜곡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각은 모델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인체특정학의 법칙에 의거해서 왜곡된 비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회화는 원근법에 의해 부득이하게 왜곡된다. 또한 카메라를 향하여 손을 들면 

부자연스럽게 크게 보이는데, 이때 사진도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외관상의 왜곡은 우리 

마음이 변화를 극소화시킴으로써 지각체계에 안정성을 보전하려는 항상성(恒常性)에 의한 것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을 볼 때, 우리는 망막에 던져진 상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크기를 본다. ♧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팡팡팡

왜곡 ♧ 왜곡은 때로 보다 특수한 표현적 목적 때문에 사용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대상에 불쾌하거나 

우아한 형태 및 비례를 부여한다는, 동시적 인식에 의한 정서 반응을 감상자에게 유발시키는 데 

있기도 하다. ♧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팡팡팡

변형 ♧ 조형의 경우에 물체의 형상이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회화나 조각에 있어서 물체의 

형태나 색을 있는 그대로 베끼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미의식을 통하여 해체하고 원형과는 

별개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렇다고 해서 원형으로부터 절연(絶緣)되는 것은 아니다. 또 물체를 

충실히 묘사하는 경우에도 원형이 무의식적으로 변형되는 일이 많다. 베껴진 모양을 사형(寫形)

이라고 한다. 그 밖에 기계적으로 원형을 확대, 축소하는 경우의 변형도 있다. ♧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팡팡팡

영상(映像) ♧ 1. 영사막이나 텔레비전 등의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 2. 머릿속에 그려지거나 떠오르는 

모습이나 광경. 3. 광선의 굴절이나 반사에 의하여 비친 물체의 모양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엮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 두루미와날치

프레임(인식의 방법) ♧ 인간이 성장하면서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각의 처리 방시을 공식화한 

것을 뜻한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두루미와날치

프레임(컴퓨터 과학) ♧ 운영체제가 편리한 메모리 관리를 위해 물리 메모리를 일정한 크기로 나눈 

블록이다. 메모리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이다. ♧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두루미와날치

유물(遺物) ♧ 1.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2. 고인(故人)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 3. 예전에 

통용되던 제도나 이념 따위가 이미 그 효력을 잃어 쓸모가 없어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두루미와날치

물질(物質) ♧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물질은 의식과 독립하여 존재하고, 우리의 감각의 원천이며 감각을 

통하여 의식에 반영되는 객관적 실재를 말한다.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엮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 두루미와날치

박제(剝製) ♧ 동물의 가죽을 곱게 벗기고 썩지 아니하도록 한 뒤에 솜이나 대팻밥 따위를 넣어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
go.kr ♧ 두루미와날치

시계태엽 오렌지 ♧ ‘시계태엽 오렌지(a clockwork orange)’의 의미는 버지스의 소설이 출간될 때부터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버지스조차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 데서 궁금증과 논란은 커졌다. 

버지스는 1972년 한 잡지와 인터뷰하며 런던 동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시계태엽 오렌지처럼 괴상한

(as queer as a clockwork orange)’이라는 말에서 따왔다고 밝혔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레이어 ‘orang’을 이용한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또 얼마 뒤 그는 이 제목이 ‘즙이 많고 

달콤하며 향이 좋은 한 유기적 독립체가 기계장치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은유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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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이 제목은 기계장치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말살되는 개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듯하다. ♧ 김효선, 김혜리, 세계영화작품사전 : sF영화 :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 두루미와날치

고고학(考古學) ♧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옛 인류의 생활, 문화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두루미와날치

고현학(考現學) ♧ 현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유행의 변천을 조직적,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현대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학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두루미와날치

ASMR ♧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자율 감각 쾌락 반응.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으로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을 제공해 

준다. 힐링을 얻고자 하는 청취자들이 asMr의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트리거(trigger)로 

작용해 팅글(tingle, 기분 좋게 소름 돋는 느낌)을 느끼게 한다. 2010년 무렵 미국, 호주 등지에서 

유통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팟캐스트,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2016.10.4 ♧ 두루미와날치

흔들림 ♧ 상하나 좌우 또는 앞뒤로 자꾸 움직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신익균

흔들림 ♧ 사람이 무언가 본다는 것은 빛을 맞은 물체를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다는 행위(관측)

는 빛에 맞아 흔들리는 존재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본 농구공은, 빛을 맞아 흔들리는 

농구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물체의 위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 동아 사이언스, [

사이언스바캉스] 양자역학 좀 아는 척! 김상욱 교수, 네이버 포스트 post.naver.com, 2018.8.8 ♧ 
신익균

환상 ♧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
korean.go.kr ♧ 신익균

환상 ♧ 후설(edmund husserl)이 『사물과 공간』과 『이념들 ii』에서 사용한 개념으로서 순수하게 

가시적인 것(das sichtbare)인 한에서의 대상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개념은 예를 들면 

스테레오스코프의 영상과 같은, 다른 사물과의 인과연관을 결여한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단순한 

환영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 사물이 구성될 때의 어떤 존재층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물은 

시간에서의 일정한 위치와 지속을 가짐과 동시에 공간에서의 일정한 위치와 크기 및 형태를 지니며, 

나아가서는 다른 사물과의 인과연관 속에서만 우리에게 현출하지만, 이것을 후설은 후자가 전자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기초짓기’의 관계에 있는 사물의 세 개의 존재층으로 간주하여 그것들을 각각 

‘시간적인 사물(res temporalis)’, ‘연장하는 사물(res extensa)’, ‘질료적인 사물(res materialis)’
이라고 명명하는데, 환상이란 바로 이 ‘연장하는 사물’이라는 제2의 존재층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촉각 등의 다른 감각과의 관계를 결여한 이러한 순수하게 시각적인 존재층이 사물의 구성에서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의문이지만, 후설은 바로 단순한 환영과 구별할 수 없는 존재층이 발견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물과 공간』에서 그것에 ‘환상’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던 것이며, 또한 ‘질료적인 

사물’의 구성 문제는 거기서 사상되었던 것이다. ♧ 기다 겐 외 엮음, 『현상학사전』,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 b, 2011 ♧ 신익균

부유 ♧ 1.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님. 2. 행선지를 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신익균

가능성 ♧ 앞으로 실현될 수있는 성질이나 정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신익균

운동 ♧ 1. 물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공간적 위치를 바꾸는 일. 2.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질 존재의 

온갖 변화와 발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신익균

사물 ♧ 1.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web2.korean.go.kr ♧ 신익균

이모지(에모지) ♧ 유니코드 체계를 이용해 만든 그림 문자로 일본어에서 그림을 뜻하는 한자 ‘絵’와 문자를 

뜻하는 한자 ‘文字’를 합쳐 만든 단어로 본래 발음은 ‘에모지’다. 1999년 일본 통신사 nTT 토코모의 

개발자 구리타 시게타카가 내수용으로 개발했다. 일본 휴대폰 전용 문자이기 때문에 외국 휴대폰이나 

웹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애플과 구글 등이 이모지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확산됐다. 각종 sns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며 2015년에만 전 세계에서 60억 건의 이모지가 쓰일 

정도로 대중화됐다. 한편, 2015년 11월 옥스퍼드대 출판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모지’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옥스퍼드는 2015년에 이모지 사용 문화가 급격히 확산된 것을 반영해 역대 

최초로 영단어가 아닌 이모지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모지(face with 
tears of joy)는 영미권에서 크게 웃는 것을 뜻하는 lol(laughing out loud)을 대체해 자주 쓰인다.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2016.1.5 ♧ 팡팡팡

giF ♧ graphics interchange format’의 약자로 인터넷에서 그래픽을 압축하여 빠르게 전송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1987년 미국의 컴퓨서브(compuserve)사가 처음 개발하였으며, 2002년 12
월 현재 버전은 1989년 발표한 giF89a이다. 파일 압축은 렘펠지브웰치(lZW: lempel-Ziv-Welch) 

방법을 사용하며, 원래 사이즈의 40%까지 줄일 수 있다. jpeg 파일에 비해 압축률은 떨어지지만 

사이즈가 작아 전송속도가 빠르고 이미지의 손상도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파일 내에 그 

이미지의 정보는 물론 문자열(comment)과 같은 정보도 함께 저장할 수 있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개의 파일에 담을 수도 있다. 또 통신용 파일이므로 인터레이스 형식으로도 저장된다. 인터넷상에서 

이미지파일 포맷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사실상 표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가 256색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색상을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형식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팡팡팡

giphy ♧ 짧고 끝없이 반복되는 저해상도 동영상 giF 이미지 이른바 ‘움짤’ 검색 사이트 ‘지피(giphy)’

는 고양이 그림에서 새로 방영하거나 오래된 TV쇼와 청춘 영화를 테마로 한 것까지 giF 이미지라면 

무엇이든 찾을 수 있다. 하루 이용자 수(dau)가 1억 명에 달하며 매일 10억 건 이상의 giF
를 제공한다. 1억 명의 하루 이용자 수는 스냅챗의 3분의 2(9월 현재)에 육박하는 창업 3년 만에 

일궈낸 엄청난 성과다. 지피는 다양한 웹사이트와 앱으로 giF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다. 자체 검색 

엔진을 가진 지피 라이브러리는 ‘giF 이미지의 구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dB를 구축했으며 

페이스북 메신저와 트위터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피가 단시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만든 giF 이미지 확산의 파급력이다. 폭스, 맥도날드, 나이키, 파라마운트 

등등 알 만한 글로벌 기업의 giF 이미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사우스파크’와 손잡고 만든 giF는 

8억 3,000만 조회를 돌파했다. ♧ 이상우, giF 이미지 검색 사이트 ‘지피’ 급성장, 더기어 thegear.
co.kr, 2016.11.7 ♧ 팡팡팡

손에 쥐고 사용하는 사물들 ♧ 내 작업대에는 물건들이 많다. 제일 오래된 것은 물론 만년필이다. 제일 최근 

것은 지난주에 구입한 작고 둥근 재떨이인데, 백색 세라믹 제품으로, 베이루트에서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장식되어 있다(추측건대 최근 일어난 것-1970년대 한창이던 레바논 내전을 떠올린 

대목-이 아니라 1914년 일차대전의 희생자들 같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대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가끔은 작업대가 말끔히 치워져 있으면 어떨까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무엇 하나 

더 올려놓을 수 없을 정도까지 한가득인 편이 더 좋다. 내 책상은 길이 1미터 40센티미터에 너비 70
센티미터의 유리 판으로, 금속 사각대가 그 밑을 받치고 있다.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불합격이지만 

물건을 올려놓거나 거기다 더 쌓아올릴 수도 있으니 결과적으로는그럭저럭 괜찮다. 말하자면 물건들 

무게가 책상 균형을 유지한 채 버틸 수 있게 해준다. 나는 또 꽤 자주 작업대를 정돈한다. 물건 전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이다. 유리판을 행주로(가끔 전용 세제를 묻혀서) 

닦고 물건 하나하나 똑같이 그렇게 닦는다. 이 때 문제는 이 물건을 책상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그다음에는 그 물건마다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할 테지만, 이건 그리 어렵지 않다). 

♧ 조르주 페렉, 『생각하기/분류하기』, 이충훈 옮김, 문학동네, 2015 ♧ 로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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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 대패질이 잘 되어 매끈하고 두께가 최소 이 센티미터 되는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나무판을 붙여 

만든 왁스나 니스 칠을 한 수평적인 테이블, 펜으로 보면 그것은 땅이다. ♧ 프랑시스 퐁주, 『테이블』, 

허정아 옮김, 책세상, 2004 ♧ 로와정

파일(file) ♧ 파일(file)은 프랑스어 (fil, 끈)에서 유래하는데, 원래는 한가닥의 끈에 무언가를 줄지어 

걸어둔다는 뜻이다. ♧ 스벤 스피커, 『빅 아카이브』, 이재영 옮김, 홍디자인, 2013 ♧ 김용주

광학적 배경 ♧ 벽의 활성화, 즉 정적인 지지물에서 컨텐츠 인식의 동적인 부위로의 전환을 의미. ♧ 스벤 

스피커, 『빅 아카이브』, 이재영 옮김, 홍디자인, 2013 ♧ 김용주

광학적 역동성 ♧ 하나하나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개인화되고 체화된 눈으로 그것의 운동(사람의 걸음의 

결과)이 주변 공간의 출현과 동기화된 상태를 뜻한다. 방문객을 고정된 관람자에서 ‘광학적 역동성’

의 동적인 행위자로 활성화시킴으로써 방문객의 변화하는 위치들과 상응하고 있는 이미지들은 계속 

달라진다. ♧ 스벤 스피커, 『빅 아카이브』, 이재영 옮김, 홍디자인, 2013 ♧ 김용주

메타포 ♧ 은유. 어원적으로는 전이(轉移)의 뜻이며 ‘숨겨서 비유하는 수사법’이라는 뜻이다. ‘a는 B와 

같다’는 식의 비유가 아닌, 오히려 ‘~같다’는 비교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a는 B다’는 식의 

어법을 말한다. 어떤 언어표상을 그 본래의 의미와는 별도로, 전화(轉化)된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본래 표현되어야 할 내용을 간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 월간미술 엮음,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 김용주

시퀀스 ♧ 몇 개의 신(scene)이 한 시퀀스를 이룬다. 시퀀스는 책의 장(chapter)에 비유할 수 있는데 뚜렷한 

시작, 중간, 결말을 갖고 완전히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서 보통 극적 절정의 유형으로 마무리된다. ♧ 

propaganda, 영화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2004.9.30 ♧ 김용주

미장센 ♧ 미장센(mise en scene)은 본래 연극무대에서 쓰이던 프랑스어로 ‘연출’을 의미한다. 영어로 

표기하면 ‘putting on stage’로 직역하면 ‘무대에 배치한다’란 뜻이다. 연극을 공연할 때 희곡에는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무대장치, 조명 등에 관한 지시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연출자가 

연극의 서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시각대상을 배열하고 조직하는 

연출기법을 말한다. ♧ 두산백과사전 www.doopedia.co.kr ♧ 김용주

클리셰 ♧ 원래 인쇄에서 사용하는 연판(鉛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였지만 판에 박은 듯 쓰이는 문구나 

표현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했다. 영화에서 사용될 때 역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쓰여 뻔하게 

느껴지는 표현이나 캐릭터, 카메라 스타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반복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반복된다고 하여 모두 클리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르의 규범(norm)과 클리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 의미 있는 규칙으로 굳어진 규범에 비해 클리셰는 장르의 요구나 비판 

없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 ♧ propaganda, 영화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2004.9.30 ♧ 김용주

타이포그래피 ♧ 타이포그래피란 글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typo’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활판인쇄술과 관련하여 글자의 활자 및 조판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미디어가 확장됨에 

따라 볼록판 인쇄나 금속 활자 인쇄가 지배적이지 않은 현대의 디자인에서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글꼴개발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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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잔치 2018-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의 주제는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다. 

타이포그래피란 원래 활자 사용법이지만, 오늘날의 타이포그래피는 모든 것의 사용법이다. 활자만을 

재료로 삼았던 타이포그래피는 이제 그림, 사진, 기호, 움직임, 소리 등 모든 것을 재료로 삼는다.     

‘타이포잔치 2018–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은 활자와 모든 것

(사물)에 관여하는 타이포그래피의 현재에 대해서다. 타이포그래피에 관련된 사물들의 목록, 사물로 

변환시키는 것, 이름을 붙이는 것, 사물로 하는 타이포그래피, 시간에 의해 생성되는 사물들에 

대해서이며, 시작과 끝이 없이 순환하는 사물과 타이포그래피의 공통점에 대해서다. 타이포잔치 

2018–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는 프리비엔날레인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8-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와 본행사인 ‘타이포잔치 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로 

구성된다. ‘타이포잔치 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타이포그래피가 사물과 관계 맺은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라면,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8-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에서는 

사물의 형태에 따른 유형을 빌어 강연, 워크숍, 리서치: 전시, 출판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러 디자이너가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을 다루는 방식을 공유한다.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8-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는 둥근 것(리서치: 전시), 네모난 것(강연), 

세모난 것(워크숍), 모양이 없는 것(출판)으로 구성되고 11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다.

The theme of the ‘Typojanchi 2018-2019: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is ‘Typography 
and objects’. Typography is originally a ‘use of type’, but today’s typography is ‘how to 
use everything’. Typography, which used only ‘type’, now uses ‘everything’ as a material, 
such as pictures, photographs, symbols, movements, and sounds. ‘Typojanchi 2018–2019: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Typography, and objects’ is about the present of 
typography that is involved in ‘type’ and ‘everything(objects)’. it is about a list of objects 
related to typography, transforming into objects, naming, typography by objects, objects that 
are created by time, and the common point of objects and typography that circulate without 
beginning or end. ‘Typojanchi 2018–2019: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consists of 
the pre-Biennale ‘Typojanchi saisai 2018-2019: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and 
the main event ‘Typojanchi 2019: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Typojanchi 2019: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examines the way typography relates to objects, whereas 
Typojanchi saisai 2018-2019: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borrows the types based 
on the shapes of objects to prepare programs such as lectures, workshops, exhibitions, and 
publications and shares through the program the way several designers handle typography 
and objects. The Typojanchi saisai 2018-2019: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will 
consist of The round(research: exhibition), The square(lecture), The Triangle(Workshop) 
and The shapeless(publishing). This event will be held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from 
november 1 to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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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것

리서치: 전시

The round
research: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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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약 산업과 타이포그래피

1950년대 스위스 그래픽 디자인이 명성을 얻은 이유는 타이포그래피 잡지 「티포그라피셰 모나츠블래터」

의 새로운 타이포그래피를 앞세운 에밀 루더와 아르민 호프만의 디자인이 광고 업계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다. 바젤 특유의 엄격한 그래픽은 화학회사인 j.r. geigy와의 협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geigy style’로 알려진 유명한 광고 스타일은 지면 광고뿐만 아니라 자사의 다양한 약품 

패키지에 적용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대량생산 제품에 결합한 타이포그래피가 산업에 미친 영향, 

기업과 타이포그래퍼의 협업 등을 살펴본다.

swiss pharmaceutical industry and Typography
swiss graphic design in the 1950s gained fame because the design of emil ruder and armin 

hofmann, the new typography of the typography magazine <Typographische Monatsblätter>, 
had commercial success in the advertising industry. The unique rigorous graphic of Basel 
develope dramatically,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chemical company j.r. geigy. The 
well-known advertising style known as ‘geigy style’ has been applied not only to the paper 
advertisement but also to its various pharmaceutical packages. Through this case, juhyun 
Kang examines the impact of typography combined with mass-produced products on the 
industry, and the collaboration between business and typographers.

강주현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종로 세운상가에서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겸 

포스터 샵 ‘오큐파이 더 시티(occupy The city)’를 운영하며 타이포그래피 비정기 간행물 「티포찜머

(Typozimmer)」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부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 여러 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디자인 강의를 하고 

있다.

juhyun Kang is a graphic designer based in seoul. he runs the graphic design studio and poster 
shop ‘occupy The city’ at sewoon shopping center in jongno and publishes non-periodical 
publications on typography <Typozimmer>. currently,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eaches typography and graphic 
design at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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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industry in Switzerland
—  History
—  A number of pharmaceutical companies 
—  Novartis
—  Ciba, Geigy, Ciba-Geigy Ltd

Geigy artelier, Geigy Style

«Die Geburt eines Stils», Dorothea Hofmann
— Die strenge Grafik und die Werbung der J.R. Geigy

«Cooperate Diversity»
— Packaging
— Retail Packaging for Pharmaceuticals
— Insecticide and Herbicide Packaging for the Swiss Market
— Insecticide and Herbicide Packaging for the U.S. Market

The chemistry that created a winning Swiss formula
The Romance of Chemical

Helmut Schmid & Otsuka Pharmaceutical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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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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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fmann-La Roche: Basel
Novartis: Basel
Alcon: Geneva
Bayer: Basel (Consumer Health Division)
Lonza Group: Basel
Abbott: Basel (Established Pharmaceuticals Division)
Galenica: Bern
Actelion (Johnson & Johnson): Basel
Janssen-Cilag (Johnson & Johnson)
Sonova: Stäfa
Ferring Pharmaceuticals: Saint-Prex
Galderma (Nestlé Skin Health): Lausanne
Octapharma: Lachen, Switzerland
Vifor Pharma: St.Gallen
Straumann: Basel
Tecan: Männedorf
Siegfried Holding: Zofingen
Medela: Baar
Acino Holding: Zurich
Ypsomed: Burgdorf
Basilea Pharmaceutica: Basel
Debiopharm: Lausanne
Genedata: Basel
Bachem: Basel
Molecular Partners: Zurich
Senn Chemicals: Dielsdorf
Frewitt: Fribourg
NBE-Therapeutics: Basel
Santhera: Basel
AC Inmmune: Lausanne
Idorsia: Basel
VAXIMM: Basel
Cerbios-Pharma: Lugano
Finox Biotech: Kirchberg[disambiguation needed]
Helsinn: Lugano
Novimmune: Geneva
Neovii Pharmaceuticals: Rapperswill
Biognosys: Zurich
InSphero: Schlieren

Pharmaceutical industry in Switzerland
—   A number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Switzerland

https://en.wikipedia.org/wiki/Pharmaceutical_industry_in_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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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ba-Geigy
(Merged 1996)

J. R. Geigy Ltd
(Merged 1971)

 CIBA
(Merged 1971)

Sandoz
(Merged 1996)

Sandoz

Kern and Sandoz Chemistry Firm
(Founded 1886)

Wander AG
(Acq 1967)

Delmark

Wasabröd - from 1999 new ownership
: Barilla Alimentare S.p.A..

Gerber Products Company
(Sold 2007)

Clariant
(Spun off 1995)

Syngenta
(Spun off 2000)

Hexal
(Acq 2005)

Eon Ladbs
(Acq 2005)

Chiron Corporation

Adatomed GmbH

Cetus Oncology
(Restructured after Cetus acquisition)

Biocine Company
(Restructured after Cetus acquisition)

Chiron Diagnostics
(Restructured after Cetus acquisition)

Chiron Intraoptics
(Restructured after Cetus acquisition)

Zhejiang Tianyuan Bio-Pharmaceutical Co., Ltd
(Acq 2009)

Cetus Corporation

PathoGenesis
(Acq 2001)

Matrix Pharmaceuticals Inc
(Acq 2002)

Powder Ject
(Acq 2003)

Chiron Corporation
(Acq 2006)

Chiron Technologies
(Restructured after Cetus acquisition)

Alcon

Texas Pharmacal Company
(Acq 1979)

Alcon
(Acq 2010)

Genoptix
(Acq 2011)

Fougera Pharmaceuticals
(Acq 2012)

CoStim Pharmaceuticals
(Acq 2014)

Spinifex Pharmaceuticals
(Acq 2015)

GlaxoSmithKline
(Cancer drug div, Acq 2014)

Admune Therapeutic
(Acq 2015)

Selexys Pharmaceuticals
(Acq 2016)

Encore Vision
(Acq 2016)

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
(Acq 2018)

AveXis
(Acq 2018)

Novartis

https://en.wikipedia.org/wiki/Novartis#Ciba-Geigy

Pharmaceutical industry in Switzerland
—   Novart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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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Schmid/Siosteran/Geigy
Offset/2.5 x 7.3 x 2.5 cm

https://www.emuseum.ch/search/geigy/objects/images?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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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o Roesli/Siosteran/Geigy
Offset/3.6 x 5.5 x 3.6 cm

Armin Hofmann/Netrin
Offset/cardboard 7 x 2 x 2 cm/aluminium 4.3 x 2.9 x 0.8 cm

https://www.emuseum.ch/search/geigy/objects/images?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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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beth Dietschi/Tebafen
Letterpress/8 x 4 x 4 cm

https://www.emuseum.ch/search/geigy/objects/images?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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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Ircodine
Offset/7.5 x 7.5 x 4.4 cm

https://www.emuseum.ch/search/geigy/objects/images?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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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His/Basudin/Geigy/1954
Offset/21.1 x 14.5 x 7 cm, 17 x 9.1 x 5.5 cm, 
13 x 8.1 x 3.6 cm, 11.5 x 5 x 3.9 cm

https://www.emuseum.ch/search/geigy/objects/images?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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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보여주다 사이

전시 캐비닛(cabinet)은 텍스트로부터 탄생한다. 작품에 대한 전시디자이너의 해석, 번역, 해체에 따라 

전시는 사물, 공간, 경험이라는 환경적 물성을 갖게 된다. 전시 캐비닛은 보통의 ‘가구’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 캐비닛은 태생적으로 전시물의 성격에 따라 기능과 형태가 결정되고 형태적 구조는 

최소한의 모듈 조합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는 타이포그래피의 원리와 유사하다. 

캐비닛과 타이포그래피는 자기충족적이지 않고 내용과 맥락에 따라 결정된다. 타이포그래피가 

사용 방식에 따라 확장, 설명, 변환되듯이, 캐비닛도 여닫는 등의 사용자 행위에 따라 변주된다. 

전시디자이너 김용주의 캐비닛은 사물이자 활자이며, 동시에 일종의 타이포그래피다.

Boda: unfolding structure
The cabinet of an exhibition is born from a tex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ranslation, and 

dismantling of the exhibition designer, the exhibition will have environmental properties such 
as objects, space and experience. The exhibition cabinet has a distinctly different side from 
the usual furniture. The function and form of it are original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exhibit, and the structure of the form is completed with the minimum module 
combination. This series of processes and results are similar to the principle of typography. 
cabinets and typography are not self-fulfilling but are determined by content and context. as 
the typography is expanded, described, and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way it is used, the 
cabinet is also varied according to user’s actions such as opening and closing. The exhibition 
designer yongju Kim’s cabinet is an object, a type, and at the same time typography.

김용주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운영 디자인 기획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디자인과 과천관 30
주년 디자인을 총괄했다. 2018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한국관 시노그라피를 맡았고 2017 월간디자인   

‘이달의 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 미국 피바디에섹스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디자이너로 

활동했고, 계원예대 전시디자인과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독일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수상했다.

yongju Kim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MMca). she was the scenographer of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2018 and led the opening design of MMca seoul, the 30th-anniversary design of 
MMca gwacheon. she worked as an exhibition designer at the peabody essex Museum and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he received a commendation for exhibition design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won several awards including the red dot 
design award, the german design award, and the iF desig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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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볼 수 있는 공유기같은 기계 장치가 전시장 내부 곳곳에 기생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이 장치들은 무선네트워크(WiFi), 스피커 장치,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결합된 ‘WiFi 
사운드 오브젝트’다. 관람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WiFi 사운드 오브젝트에 접속할 수 

있다. 각각의 WiFi 사운드 오브젝트는 하나의 사운드 모듈로, 독립된 개체로서 관객과 관계한다. 

관람자들은 사운드를 켜거나 끄고 변수들을 조정함으로써 사운드의 속성과 질감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며 WiFi 사운드 오브젝트와 대화할 수 있다. 전시장에 일시적으로 모인 관람자는 다양하게 

조합되는 사운드의 풍경을 만들며 합주를 하게 된다.

commotion
Mechanisms such as a router, which can be seen in the subway or public places, are installed in a 

parasitic manner throughout the exhibition room. These devices are ‘WiFi sound objects’ 
that combine a Wireless network(WiFi), a speaker device, and a sound generator. spectators 
can access WiFi sound objects using their own smartphone. each WiFi sound object which 
is a sound module signals independently and associates with the audience. spectators can 
interact with WiFi sound objects by turning the sound on and off, adjusting the parameters. 
it makes various nature and texture of the sound. The spectators who are temporarily 
gathered in the exhibition will make the scenery of the sound with various combinations and 
form an ensemble.

다이애나밴드는 사물, 매체, 상황, 그리고 리듬을 만드는 2인조 미디어아트 팀이다. 다이애나밴드는 기술과 

미디어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기술을 통해 ‘나’와 ‘너’의 

긴밀한 연결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dianaband is a two-member media art team that creates objects, media, situations, and rhythms. 
They are concerned with our life where technology and media environment are ever-
changing. dianaband talks about the ways and attitudes that enable us to have a close 
connection and empathy of ‘i’ and ‘you’ through new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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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가면 그리고 나

다미앙 뿔랑의 가면은 ‘가짜 얼굴’이 아니다. 그와 워크숍 참여자들이 만드는 가면은 그들 자신의 ‘진짜 

얼굴’이다. 그들은 세계와 사회 속에서 느끼는 그들의 생각을 가면으로 보여준다. 가면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다. 타이포그래피는 말과 글 사이, 내용과 형태 사이를 잇는 매개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이 사회의 기호와 이미지를 채집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변환해 가면을 만들고, 가면을 

통해 이야기한다.

The letter, the Mask, and Myself
The mask of damian poulain is not a ‘fake face’. The masks that he and the workshop participants 

make are their own ‘real faces’.  Through masks, they show their thoughts they have in the 
world and society where they live. Mask is a medium mediating their message. Typography is 
a medium between words and writing, between content and form. participants of the workshop 
collect the symbols and images of this society, make masks converting them into their own 
way, and talk through masks.

다미앙 뿔랑은 디자인과 건축을 탐구하는 그래픽 아티스트다. 신도 신자, 부족, 헤럴딕 기호에 영향을 

받았고 공동체의 의미와 이에 관한 믿음의 도구들에 대해 작업한다. 다미앙 뿔랑은 작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는 런던의 케미스트리 갤러리, 케이케이 

아울렛 그리고 도쿄의 캄앤펑크 갤러리, 클라스카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네덜란드의 브리다 

그래픽디자인뮤지엄에서 그룹전을 가졌다.

damien poulain is a graphic artist responding to various invitations, exploring design and 
architecture. poulain’s work develops in a transversality influenced by shintoist, tribal and 
heraldic symbols. he uses material such as textile, spray paint, sculpture, and architectural 
volumes to develop a work targeting the meaning of community and the tools of its beliefs. 
his work invest and promote positive feelings in building communities and wishes through his 
projects to bring people together. he has solo shows in london at Kemistry gallery and KK 
outlet, in Tokyo at calm and punk gallery and claska, and group shows at the Museum of 
graphic design in Breda, holland.

김소은 Kim soeun
김조연 Kim joyeon
김지수 Kim jisu
소우림 so Woorim
손근영 son geunyeong
이영진 lee youngjin
이정현 lee junghyun
장연주 jang yeonju
조윤주 jo yunju
지승연 ji seungyeon
최소희 choi sohee
유지니아 로페즈 eugènia lóp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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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태엽오랑

두루미와날치는 ‘살아있는 유물/유물(스스로를 사물화하기)’과 ‘프레임 없는 화면(사물을 유물화하는 

미디어의 틀에 대해)’을 주제로 한다. 사물을 화석처럼 전시하는 박물관 컨셉의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와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두루미와날치는 박물관에 놓인 유물을 연기하고(30분 내외의 퍼포먼스 

공연), 전시된 유물들은 본인들을 유물화시킨 미디어를 환기한다. 각 요소는 서로 교차하고 충돌하며 

미디어와 신체 그리고 사물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실험한다.

a clockwork orang
durumiwanalchi talk about ‘living artifacts/artifacts(materialize itself)’ and ‘frameless 

screens(about the framework of the media that materialize objects)’. <a clockwork orang>, 
on the concept of the museum exhibiting objects as fossils, consists of the exhibition and the 
performance. durumiwanalchi plays artifacts placed in the museum(performance of around 
30 minutes), and the exhibited artifacts arouse the media that have materialized themselves. 
each element intersects and collides experimenting a new sense about media, body, and 
objects.

두루미와날치는 정승규와 최규석으로 구성된 팀으로 2012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퍼포먼스/

스크리닝 공연 〈offline Body skip〉을 진행했고, 전시 〈호버링 hovering〉의 스크리닝에 참여했다. 

그 밖에 〈퍼폼 perform〉 데이터팩과 〈타이포잔치 2017〉에 참여했다. 최근에는 한강예술공원에서 

진행된 전시 〈유유낙낙〉에 참여하였으며, 한남동에서 대안형 플랫폼 ‘조인트 서울’을 운영한 바 있다.

durumiwanalchi is a team formed in 2012 composed of seung-gyu jeong and gyu-seok choi. 
They performed performance/screening <offline Body skip> at seoul art space Mullae and 
participated in the screening of exhibition <hovering> in 2018. and also participated in the 
data pack of the <perform 2017> and <Typojanchi 2017>. They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yuyunaknak>, held at hangang art park, and operated an alternative platform 
‘joint seoul’ in hannam-dong,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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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간의 머리 그림

라파엘 가르니에와 워크숍 참여자들은 종이를 오리는 방식으로 일종의 토착적인 타이포그래피를 구현한다.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부에서 만든 아웃사이더 아트 건축물을 ‘환상적인 

환경(Visionary environments)’이라고 한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세계를 창조하고, 이것들은 모여   

‘환상적인 환경’을 완성한다.

Frontispiece of an other space
raphaël garnier and the participants of the workshop have created a kind of indigenous 

typography in a way that they have developed by cutting paper. constructions of outsider art 
made outdoors by self-taught or marginalized people are called ‘Visionary environments’. 
participants create their own inner world, and these all gather together to form ‘Visionary 
environments’.

라파엘 가르니에는 장식미술학교를 졸업한 뒤 파리에서 패션, 음악, 컨템포러리 아트 분야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텍스타일 디자인,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시각적 문법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신적인 층위에 잠재되어있는 것들을 성찰하는 

행위이자 일종의 무의식을 모으는 행위로 이 과정에서 생기는 호기심의 조각들은 알 수 없는 

생소함을 만들며 먼 과거의 마술에 대한 숭배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빠져들게 한다.

raphaël garnier graduated from l’Éco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and has since then worked 
in paris in the fields of fashion, music and contemporary art. he invests his time in various 
domains such as graphic design, illustration, textile design, and sculpture. raphaël continues 
works constructing a visual grammar. it is as an introspection of the latent content of his 
mental landscape and a kind of collective unconsciousness disturbing strangeness of clusters 
of interiors of fragmented caverns and wonderful pieces chosen from cabinets of curiosity; 
cabinets that he builds during these explorations, firmly obsessed with both the future and the 
cult of the magic of a distant past.

김소라 Kim sora
김은지 Kim eunji
박수연 park suyeon
서유리 seo yuri
신유나 shin yuna
신인화 shin inhwa
심영롱 sim youngrong
양정은 yang jeong-eun
허지현 heo jihyeon
황인찬 hwang inchan
황기룡 hwang Kir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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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ary
전시장에 책상이 한 개 놓여있다. 책상 위에는 정돈되지 않은 채 정신없이 널브러져 있는 물건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있다. 그 실체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해온 평범한 사물들로 연필, 지우개, 볼펜, 자, 

각도기, 가위, 색연필 등 다양한 문구류이다. 이들의 외곽선 모양이 테이블에 잠길 수 있는 깊이로 

음각되어 있고 한 편에 비치된 리서치북에서 외곽선으로만 존재하는 문구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책상은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보다는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사물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타이포그래피를 작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도구의 집합이 곧 테이블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한 형태의 배열은 그 자체로 다시 타이포그래피가 

된다.

stationary
There is a desk. on the desk, there are holes in the shape of objects that are not arranged in order 

and spread out. it is ordinary objects we have come across in our daily lives, such as pencils, 
erasers, ballpoints, rulers, protractors, scissors, colored pencils. Their outline shapes are 
engraved on the table at a depth that can be hidden. information about the stationaries that 
exist only on the outline can be checked in the research book on one side. desks are objects 
for a variety of arts and hobbies that can be expressed by hand rather than digital devices 
such as computers. The set of tools used for the typography, a base of these various activities, 
is the purpose of the table. The arrangement of shapes for it is itself typography again.

로와정은 노윤희, 정현석으로 구성된 미술가이다.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0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전, 그리고 국내/외의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그들의 관심사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며 이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한다. 직접보다는 간접, 특별함보다는 평범함을 선호한다. 최근에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심이 있다.

rohwajeong is an artist composed of yoonhee ro and hyunseok jeong. since 2007, they have been 
involved in ten solo exhibitions, numerous exhibitions, and residencies in Korea and abroad. 
Their interests vary with the environment and express this in various ways. rohwajeong 
prefer the ordinary rather than the special, the indirect rather than the direct. recently, they 
are interested in education which is done regardless of individua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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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력환경을 위한 규칙 아카이브

웹사이트는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해상도에 따라 출력 결과가 다르다. 서로 다른 출력 환경에서 일관된 

수준의 가독성과 타이포그래피를 유지하기 위해 웹사이트에는 규칙이 적용된다. 〈다양한 출력환경을 

위한 규칙 아카이브〉는 그 규칙들을 수집해 관찰하고 비교하는 작업이다.

1.  특정 해상도에서 같은 내용과 레이아웃의 원본 사이트 ‘a’를 제작한다.

2.  원본사이트에 서로 다른 규칙들을 하나하나 대입한 다수의 사본 사이트 ‘a1’, ‘a2’ 등을 만든다.

3.  같은 해상도 조건 아래에서 모든 사본 사이트들의 출력 결과가 타일링된 형태로 나타난다. 

rules archive for the Multitude of Web environments
Websites have different output results depending on the size and resolution of the display. There 

are rules to be applied to websites in order to maintain a consistent level of readability 
and typography in different output environments. <rules archive for the Multitude of Web 
environments> collects, observes and compares the rules.

1.  create original site ‘a’ with the same content and layout at a specific resolution.
2.  Make multiple copy sites ‘a1’, ‘a2’, and so on, with different rules on the original site.
3.  under the same resolution conditions, the output of all copy sites appears in tiled form.
송예환은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다.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를 위한 도구로 기존의 기술을 응용하고 개조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실험과 시각화 작업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미국, 스위스, 독일 등을 오가며 

그래픽 디자이너로 작업을 해왔고, samsara 팀 멤버들과 비정기적으로 마켓 또는 행사를 기획해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 전시 〈open recent graphic design 2018〉에 참여했다.

yehwan song is a graphic designer who works on web browsers and mobile applications. as a tool 
for graphic design and typography, she is actively using and adapting existing technologies 
and trying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echnical experimentation and visualization. she 
has been working as a graphic designer in seoul, usa, switzerland, germany and has 
been irregularly planning a market or event with samsara team members. recently, she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open recent graphic desig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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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 역, 섬 조각

〈탁자 역, 섬 조각〉은 탁자의 형태에 가까운 조각들과 도저히 탁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범위의 크고 작은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번 전시, 워크숍, 강연 등에서 실제로 탁자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이다. 〈탁자 역, 섬 조각〉은 시각예술작품이 본연의 의미를 오롯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 

또는 사용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따라 역할을 행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과 목적에 따라 변용되고 또한 그 

가치 역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island sculpture of Table role
<island sculpture of table role> consists of pieces close to the shape of a table and large and small 

pieces that are hard to think of as a table. some of these may actually be used as tables in the 
exhibition, workshops, and lectures. <island sculpture of Table role> is based on the idea 
that visual works of art do not have their own meaning by itself, but exist in a way that plays 
a role according to the story the artist or user wants to talk about. The way in which objects 
exist is not fixed, but it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and purpose, and its 
value will also change.

신익균은 예술의 존재 방식과 작동 방식, 힘과 움직임 등에 관심을 두고 입체, 드로잉, 영상 매체 등을 

이용한 작업을 한다. 개인전 〈트로피칼 퓨처 하우스〉(2018)에서는 규칙적 운동과 불규칙 형태의 

조합이 만드는 흔들림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과학의 기초 원리가 예술이 되는 법을 

제안한 〈미술 과학〉 시리즈의 연속선 상에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시 공간 디자이너 및 

제작자로 활동하며 시각예술을 담기 위한 전시라는 제도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ik-kyun shin has been making stories using three-dimensional, drawing, and video, with an interest 
in how art exists, how it works, power and movement. in his solo exhibition <Tropical Future 
house> in 2018, he tried to show a movement close to the shake produced when regular 
motion and irregular shapes were combined. This is on the continuation of the <art science> 
series in 2017, which proposed ways in which the basic principles of science become art. 
since 2013, he has been working as an exhibition space designer and is constantly concerned 
with the system of an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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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위한 실험

현대 타이포그래피에서 한글은 라틴 알파벳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서로 다른 문자를 조화롭게 

사용하기 쉽지 않은데, 각기 다른 환경에서 진화해온 문자들을 조화롭게 설계하고 이용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각 문자의 태생과 성장 배경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양장점은 이러한 작업적 한계가 ‘문자’에 

기인한다고 보고 서체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문자가 아닌, 원초적인 조형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자 

한다. 〈조화를 위한 실험〉은 ‘미래 지향적인’, ‘유려한 곡선표현’ 등 서체 디자인에 자주 쓰이는 

키워드 20가지를 추출한 뒤, 문자가 아닌 추상적인 도형들을 구성해봄으로써 반복된 경험으로 축적된 

서체 디자인의 관습을 버리고, 문자와 사물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조형을 탐구한다.

experiments for harmony
in modern typography, hangeul is often used with the latin alphabet. at this time, it is not 

easy to use different characters in harmony, because there is a clear limit to designing 
and using characters harmoniously that have evolved in different environments. For this 
reason, designers often adopt a somewhat passive attitude recognizing and compromising 
the differences in the origin of each character and its growth background. yang-jang see 
these limits is attributed to ‘character’. They want to show their research about the primitive 
formative rather than the letter from the typeface designer’s point of view. <experiments 
for harmony> extracts 20 keywords that are frequently used in font design, such as 
‘future-oriented’ and ‘flowing curves’, and then constructs abstract shapes that are not 
letters. Through this, yang-jang explores fundamental form penetrating letters and objects 
abandoning the custom of the typeface design accumulated by the repeated experience.

양장점은 로만체 디자이너 ‘양’희재와 한글 서체 디자이너 ‘장’수영이 제작한 서체를 판매하는 상’점’이라는 

뜻으로, 2016년 10월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타입 기반의 작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서체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양희재는 스위스 로잔예술대학교 석사과정에서 Fifty, actual 등을 디자인했고, 

장수영은 산돌커뮤니케이션에 재직하면서 격동고딕, 본고딕 등을 디자인했다. 현재는 각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양장점 펜 시리즈’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 중이다.

yang-jang is a typeface design studio, which means ‘a store’ that sells fonts produced by roman 
type designer hee-jae ‘yang’ and hangeul type designer soo-young ‘jang’. heejae yang 
designed Fifty, actual and so on in the master’s course of École cantonale d’art de lausanne 
in switzerland and sooyoung jang designed the gyeokdong gothic and Bon gothic while 
working in sandol communications. currently, they are working together as freelancers and 
are developing ‘pen series of yang-jang’ projec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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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사람 혹은 지역에 따라 다른 단어로 불리는 사물, 명확한 단어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물, 대응하는 단어가 많은 사물, 대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힘든 혹은 애매한 

사물. 〈불명확한〉은 이러한 사물들에 대한 작업이다. 전시 공간의 한쪽 면에는 작가가 지시하는 

단어가, 다른 한쪽 면에는 해당 단어를 작가의 방식대로 표현한 사물이 보인다. 관람객은 이것들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단어만을 보았을 때는 작가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상상하고 반대로 사물만을 보았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unclear
an object called a different word by a person or region, an abstract or conceptual object that does 

not have a specific name, an object with a large number of corresponding words, an object 
difficult or ambiguous to predict what the corresponding word is. <unclear> is a work on 
these objects. on one side of the exhibition room are words that the artist names. on the other 
side, objects that express the words in the manner of the artist are shown. The spectators are 
inconvenienced because they can not see them at the same time. When they see only words, 
they imagine how the artist would express them. When they see only the object, they worry 
about what it is.

용세라는 서울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를 졸업하고 

2012년부터 베를린의 디자인 스튜디오 ‘호르트’에서 일했다. 호르트에서 만난 체코 디자이너인 

파블라 네슈베로바와 ‘프라울’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작업하기도 한다. 용세라는 나이키, 무종투름, 

데스크탑 매거진, 투쉬 매거진, 플롯 매거진, 싸이컬러지 매거진, 디 차이트, 노비 프로스트, 파리 

그래픽 디자인 페스티벌 등을 위해 작업했다. 저서로는 「베를린 디자인 소셜 클럽」이 있다.

sera yong is a graphic designer based in seoul and Berlin. she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esign at Konkuk university and worked in the graphic design studio ‘hort’ 
in Berlin since 2012. she also works with the czech designer pavla nesverova who met 
at hort under the name ‘praoul’. sera yong has worked for nike, Mousonturm, desktop 
Magazine, Tush Magazine, plot Magazine, psykologi Magazine, die Zeit, novy prostor, 
graphic design Festival paris. her book is the <Berlin design social club>, which tells the 
story of living as a designer in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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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 구문론: 형태와 공간적 구조

이세영은 물질적 형태보다 공간의 형태에 중점을 두고 타이포그래피와 공간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그는 공간적 관계와 공간조직의 구성적 특질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 즉 새로운 단위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타이포그래피와 공간 상호 간의 위상학적 연결 관계를 설정하여 리서치 결과물을 

계량적으로 산출한다. 서로 다른 공간의 단위구조에 따라 과연 타이포그래피의 표현과 생산 구조에 

어떤 차이와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고, 공간영역에 대한 묘사와 분석을 통해 타이포그래피를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Typography syntax: Form and spatial structure
seyoung le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ypography and space with an emphasis on the 

form of space rather than the material form. she creates an objective framework, a new 
unit space, for analyzing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spatial relationships and spatial 
organization. Within it, seyoung lee establishes a topological connection between typography 
and space and calculat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quantitatively. Through this, she studies 
what differences and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expression of typography and structure of 
production according to the unit structure of different spaces. it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typography in a new way by describing and analyzing the space.

이세영은 홍익대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실내건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디자인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뉴욕현대미술관의 사진 학예연구부서에서 일했다. 뉴욕, 

런던, 밀라노, 코펜하겐, 파리 등지에서 다양한 디자인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광주비엔날레 

국제큐레이터 코스를 마쳤다. 대림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했으며, 2015년부터 ‘논스탠다드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의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seyoung lee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hongik university and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interior architecture from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after that, 
s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doctoral degree in design. she had held 
various design workshops and projects in new york, london, Milan, copenhagen, and paris 
and completed the international curator course at the gwangju Biennale. she had worked 
as a curator at daelim Museum. since 2015, she has been running ‘nonstandard’ studio and 
doing design works with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Fondation 
cartier pour l’art contempo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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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천의 의식: 깊게 듣고 들여다보기

조나단 카스트로와 워크숍 참여자들은 사물에 대한 직관적이며 감각적인 해석을 통해 표현하는 

타이포그래피를 선보인다. 직관과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눈을 가려 평소 듣지 못했던 소리와 

물성을 발견하게 된다. 사물을 분별하는 데 주로 시각을 이용해오던 참여자들이 다른 감각을 통해 

사물의 다른 면을 발견하고 새롭게 표현하는 법을 탐구한다.

rites of ascension: deep listening and deep looking
jonathan castro and the workshop participants show expressive typography through an intuitive 

and sensible interpretation of the objects. in order to maximize intuition and sense, they 
closed eyes and discovered the sounds they did not hear normally and physical properties. 
participants who have mainly used vision to discern objects discover the other side of objects 
through different senses and explore new ways of expressing.

조나단 카스트로는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페루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음악가이다. 그래픽 

디자인을 이용해 살아있는 정신을 다채롭게 묘사하며 ‘디자인 픽션’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다. 요즘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 고대 문화와 샤머니즘에 관심을 두고, 이를 통해 

우주적인 의식으로서의 시청각적 경험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032c, 보일러 룸, 센스, 

하입비스트, 슈퍼 페이퍼, 튜니카 매거진, nXs, 잇츠 나이스 댓 등에 소개되었다.

jonathan castro is a graphic designer and musician from lima, perú based in amsterdam. he 
graduated from Toulouse lautrec institute in lima. using graphic design as a colorful 
depiction of the living spirit, his projects always move in search of possible futures under 
the concept of ‘design fiction’. nowadays his attention is currently focused on the research 
of ancient cultures and shamanism in the digital age proposing the idea of visual and sound 
experiences as cosmic rituals. jonathan’s work has been featured in 032c, Boiler room, 
ssense, hypebeast, super paper, Tunica Magazine, nXs, it’s nice That and exhibited 
worldwide.

권재웅 gwon jaewoong
김도헌 Kim doheon
김성제 Kim sungje
박수빈 park subin
백송이 Baek songyi
송광현 song gwanghyeon
이민수 lee Minsu
장영웅 jang youngwoong
장윤정 jang yunjeong
장호담 jang hodam
엘리자베스 수더 elisabeth suter

권재웅 Kwon jae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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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Kim sungje김도헌 Kim do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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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이 Baek song yi박수빈 park su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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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수더 elisabeth suter송광현 song Kwa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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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웅 jang youngwoong이민수 lee 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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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담 jang hodam장윤정 jang yu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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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카스트로 jonathan ca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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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의 문들

문은 건축의 여러 요소 중 유일하게 움직임이 허락된 사물이자 특별한 순간을 위한 경계이다. 문은 때로는 

벽이 되고 닫힘이 전제된 열림이 되기도 하며 빛과 바람, 풍경, 사람들의 움직임처럼 비정형적인 

것들을 담아내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장원은 〈비정형의 문들〉을 통해 문의 구조적 특징을 

재해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면과 입체를 혼합하여 타이폴로지를 구축함으로써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문이 아닌, ‘빛과 소리’를 이용하여 ‘열림/닫힘/그 사이’를 보여준다. 〈비정형의 문들〉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타이포그래피를 제시한다. (기술자문, 사운드 

디자인: 미디어 아티스트 권병준)

informal doors
The door is the only object allowed to move among the various elements of architecture and a 

boundary for special moments. The door sometimes becomes a wall, an opening that is 
presumed to be closed and has a special ability to contain atypical things like light, wind, 
landscape, and movement of people. Through the <informal doors>, jang-Won choi 
constructs a typology by reinterpreting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door and mixing planes 
and solids in various ways. he uses ‘light and sound’ rather than physically moving door to 
show ‘open/close/between’. <informal doors> presents another type of typography that is 
constantly changing and leaves no trace. (Technical advise, sound design: Byung-jun Kwon, 
Media artist)

최장원은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와 컬럼비아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년 ‘건축농장’을 설립했다. 작품    

‘신선놀음’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뉴욕현대미술관, 현대카드가 공동 주최한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의 첫 번째 당선작(프로젝트팀 문지방)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의 〈바람:바램〉 

전, 금호미술관의 〈재료의 건축, 건축의 재료〉 전 등 예술과 패션, 건축의 영역을 넘나드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jangwon choi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architecture at chung-ang university and the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preservation at columbia university. he 
founded the ‘Farming architecture’ in 2013. his work ‘shinseon play’ was selected as the 
first winner(project team Moon ji Bang) of the ‘young architects program’ jointly organized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MMca), the Museum of Modern 
art(MoMa) and hyundai card. since then, he has been working on arts, fashion, and 
architecture. currently, he is an adjunct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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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bjects
사물은 각각의 쓰임새에 따라 최적화된 형태를 지니고 있는듯하지만 어떤 사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기능과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사물이 

합쳐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파일드는 이러한 ‘결합된 사물’에 ‘합자(合字, ligature)’로 만들어진 

이름을 부여한다. ‘합자’란 두 개 이상의 문자 조합이 한 글자의 모양(글리프의 형태)으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obobjects〉는 형태의 변형과 기능의 병합이라는 사물의 결합 현상이 합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사물로서의 문자와 변형된 사물로서의 합자에 대한 유희적인 

탐구이다. 

obobjects
objects seem to have an optimized form for each use, but function and form of some objects are 

changed by personal or social demand over time. in this process, two or more objects are 
merged together. Filed give these ‘combined objects’ a name that is made of ‘ligature’. 
‘ligature’ is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letters in the shape of a letter(in the form of a 
glyph). <obobjects> is a playful exploration about ligatures as transformed objects and letters 
as objects with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combination of objects, modification of form and 
merge of function,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ose of ligatures.

파일드는 네 명의 포토그래퍼와 한 명의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진을 소재로 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파일드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의 문서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새로운 맥락을 만드는 ‘파일’의 방법론을 취한다. 「Filed: the book of filed images」를 출간했고              

〈언리미티드에디션〉, 〈언폴드 상하이 북페어〉 등의 북 페어와, 〈The reference #01: asia art Book 
library〉, 〈Taste collected from Books: Market oval〉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Filed consists of four photographers and one designer who share an ingenious gaze, and they 
are working on various projects based on photographs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m. Filed takes a ‘file’ methodology based on an image, in which documents of different 
content are loosely coupled and tied together to create a new context. They published the book 
<Filed: the book of filed images> and participated in book fairs such as <unlimited edition> 
and <unFold shanghai Book Fair>. They also participated in exhibitions such as <The 
reference # 01: asia art Book library> and <Taste collected from Books: Market oval>.



15
0 151



15
2 153



15
4 155



15
6 157



15
8 159



16
0 161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8-2019〉의 그래픽 디자인

인터넷 세계에 수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소모적인 이미지(이하 ‘짤’)는 현시대의 특별한 ‘사물’이다. 

특정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들은 사용자들이 실재하는 사물을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사물로 

재탄생한다. 디자이너의 해석으로 활자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타이포그래피와 같다. 디지털 시대의 

상징적 이미지인 짤과 타이포그래피의 공통점이 재해석에 있다면 이 시대의 타이포그래피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8-2019〉의 그래픽 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피의 여러 

방법(늘리기, 분해하기, 움직이기, 펼치기, 결합하기 등)을 사용해 기존의 사물을 재해석해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의 짤을 실험한다.

graphic design of <Typojanchi saisai 2018-2019>
a consuming image (hereinafter ‘Zzal’) that appears and disappears on the internet is a special 

‘object’ of the present age. Those who can not be defined by a specific name are reborn as 
a new object by reinterpreting the actual object. it is the same as a typography that creates 
new types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designer. if the common point of the zzal, symbolic 
image of the digital era, and typography is the reinterpretation, how is the typography of 
this age changing? The graphic design of <Typojanchi saisai 2018-2019> explores ‘zzal’ 
of new typography by re-interpreting existing objects and using a variety of typographic 
methods(stretching, disassembling, moving, unfolding, combining, etc.).

팡팡팡그래픽실험실은 박채현, 조화라, 한나은으로 구성된 디자인 프로젝트 그룹이다. 2016년에 

결성되었고 편집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실험적인 태도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으며 다양한 시각적 접근을 추구한다.

pangpangpang is a project group of design consisting of chaehyun park, hwara joe, and naeun 
han. it was formed in 2016 and attempts to expand its work into various fields based on 
editorial design and graphic design. They believe that experimental attitude leads to better 
results and pursue various visu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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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워크

패치워크는 이미 가공된 이미지를 분해하여 오브제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것은 평면의 그래픽을 

물성을 가진 조각으로 인지해 그것에 규칙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각들은 사용자의 즉흥적인 미감의 

영향을 받으며 재배열된다. 〈패치워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미 가공이 완료된 그래픽을 다시 

무작위로 해체하여 미시적이고 순간적인 미감으로 부여되는 규칙들을 관찰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특정한 상징이나 표현이 아닌 기존의 맥락을 벗어나 그래픽 조각들을 배열하는 행위 자체에 오롯이 

집중하고 조각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관람객들은 예상하지 못한 이질적인 질감과 이미지의 

만남이 주는 낯선 장면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patchwork
patchwork is a series of process for creating objects by disassembling images already processed. 

This recognizes the plane graphic as a piece of material and assigns rules to it. The pieces 
are rearrang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er’s improvisation. <patchwork> is a work 
that attempts to observe the rules given by micro and instant aesthetics when disassembling 
graphics that have already been processed in a random manner. When we focus on the act of 
arranging the graphic pieces outside the existing context, the specific symbol or expression 
and observ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ieces, the spectator experiences unfamiliar scenes 
that an unexpected encounter of heterogeneous texture and image gives.

박신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2016년부터 서울 성수동에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페이퍼프레스’를 운영하고 있다. 페이퍼 프레스는 각종 공연 및 전시와 관련된 그래픽 

작업,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래픽 디자인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들에서 경계 

없이 활동하고자 한다.

shinwoo park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Visual design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has 
been running the graphic design studio ‘paper press’ in seongsu-dong, seoul since 2016. 
paper press has been working on graphic works related to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nd 
is collaborating with various brands. she wants to work without boundaries with various 
possible fields dealing with graph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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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난 것

강연

 11. 3. (토) 

 세션 1 
13:00 - 13:25 김용주 보다, 보여주다 사이

13:25 - 13:50 신익균 탁자 역, 섬 조각

13:50 - 14:15 팡팡팡그래픽실험실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8-2019의 그래픽 디자인

 세션 2
14:35 - 15:00 다미앙 뿔랑 하지 마

15:00 - 15:25 라파엘 가르니에  전문가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궁금해하기

15:25 - 15:50 조나단 카스트로 심연의 이미지

 세션 3 
16:10 - 16:35 두루미와날치 시계태엽오랑

16:35 - 17:00 송예환  다양한 출력환경을 위한 규칙 아카이브

 11. 4. (일)

 세션 4 
13:00 - 13:25 용세라 불명확한

13:25 - 13:50 로와정 stationary 
13:50 - 14:15 페이퍼프레스 패치워크

 세션 5
14:35 - 15:00 이세영  활자 구문론: 형태와 공간적 구조

15:00 - 15:25 양장점 조화를 위한 실험

15:25 - 15:50 파일드 obobjects 
 세션 6 
16:10 - 16:35 다이애나밴드 소란

16:35 - 17:00 강주현  스위스 제약 산업과 타이포그래피

The square
lecture

 nov. 3. (sat) 
 session 1 
youngju Kim Boda: unfolding structure
ik-kyun shin island sculpture of Table role
pangpangpang  graphic design of Typojanchi saisai 2018-2019
 session 2
damien poulain don’t do it
raphaël garnier  expert in nothing, curious about everything
jonathan castro images from the deep
 session 3 
durumiwanalchi a clockwork orang
yehwan song  rules archive for the Multitude of Web environments

 nov. 4. (sun)
 session 4 
sera yong unclear
rohwajeong stationary 
paper press patchwork
 session 5
seyoung lee  Typography syntax: Form and spatial structure
yang-jang experiments for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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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보다, 보여지다 사이

안녕하세요. 김용주입니다. 토요일이라 

바깥이 조금 시끌시끌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환된 

것도 재미난 일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목적이 

다양한 이 공간, 바깥에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 

시위와 모임을 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간을 전문으로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타이포비엔날레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로서는 조금 

낯설기도 했는데 다양한 관점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해서 의미 깊게 여기며 나왔습니다. 

제목은 ‘보다와 보여지다 사이’입니다. ‘보다’

의 주체와 ‘보여지다’의 주체는 서로 달라요. ‘

보다’는 사람일 수 있고 ‘보여지다’는 내용이나 

전시물일 수 있지요. 또는 ‘보여지다’가 주체가 

되고 ‘보다’가 객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리서치 기반이니까 처음에는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일까, 과연 사물은 무엇일까 

하고 주제에 대해 탐색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에 대해 재정의해보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만든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받고서는 많이 고민되었어요. 

그래픽 분야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은데 과연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 유사점은 무엇일까? 조형 

원리가 어떻게 될까? 태생적 목적이 무엇일까?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에는 태생적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거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의 해석은 어떻게 

할까? 그들의 레이어는 어떤 층이 있을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목록은 제가 사고하는 프로세스 

영역의 단서들이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의 

배열 관계는 어떨까? 그 둘은 어떤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둘의 구조는 어떻게 짜이는가? 

그들은 메타포를 품고 있기도 할까? 이런 고민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례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시하는 문장은 아주 의미 있어요. 

악보에 있는 ‘음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악보’는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잠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메시지’의 ‘타이포그래피’, 메시지에 있는 

글자는 ‘이미지’로 변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포그래피’는 다종다양의 ‘

정보’로 변환될 수 있는 응축된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왼쪽에 걸려 있는 저 

그래픽에 수많은 이미지와 요소들이 있어요. 글로 

읽히는 글자가 있고 이미지로 가독되는 그림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신(scene)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어떤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변환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를 구성 원리, 그래픽 요소 

같은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이미지를 볼 때 

이것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타이포잔치 

포스터들을 보고 저는 처음에 낯설었습니다. 

배열 자체가 여러 방향이고 이미지들이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타이포그래피에는 여러 가지 응축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를 ‘맥락에 따른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한 의도된 상태 또는 상황으로 정의’

하자고 생각했어요. 2D 그래픽 요소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중에 약간 괴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괴짜 같은 

행동을 할 때 “누구스럽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에 대해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타이포그래피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해요. 그러면 ‘타이포그래피적 

사물’에 초점을 맞추어 들어가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적 사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제가 미술관에 있다 보니 여러 

예술가의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포사이스

(William Forsythe)라는 안무가가 있어요. 

그는 안무적 사물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타이포그래피적 사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에 수많은 추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추가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지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지나가시겠어요? 움직이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 신체를 이동해요. 

바로 이런 상태들입니다. 추라는 것이 수직 

수평을 맞추는 데 쓰는 원래 기능을 넘어서 

사람의 신체 움직임을 유발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런 것이 타이포그래피적 사물이라고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볼게요. 역시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의 작품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입니다. 여기 보시면 테이블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공부하기 위해 또는 밥을 

먹기 위해 쓰는 테이블이 아닙니다. 안무가들이 

테이블 안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그 안에서 동작하기도 하고 테이블을 세워 

방패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가치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마치 자동차처럼 타기도 하고 

테이블 위에 누워 침대처럼 활용하기도 해요. 여러 

행위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 「헤테로토피아」

에서는 바로 테이블이 타이포그래피적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타이포그래피적 사물로는 댄 그레이엄

(Dan Graham)이라는 예술가가 제시하는 커브 

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에 커브가 있다 

보니까 반사되는 면이 서로 달라요. 내 모습이 

투영되기도 하고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가까이에 투영되기도 해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직접적 연대가 

아니라 반사된 모습으로 타인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를 유발하고 관계를 

유발하는 타이포그래피적 사물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의도를 가지고 기획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기획자, 큐레이터가 만들어내는 기획서 종이 위의 

글자들이 어떻게 사물로, 이미지로, 공간으로 

변환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서만 가지고 그래픽 디자이너는 포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단서도 주지 않아요. 빨간색을 

쓰세요, 노란색을 쓰세요, 글자를 어떻게 쓰세요 

하는 단서를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전시한다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래픽 

디자이너는 상상합니다. 이 전시에는 격렬한 

타이포그래피를 써서 마치 저항 운동을 할 때 

내세우는 피켓 같은 느낌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포스터를 만들어내는 식입니다. 글자가 이미지로 

변환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또한 

저처럼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기획서의 

글자들만 보고 공간을 만들어내요. 여기에서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작품을 보게 해야지, 

여기에서는 넓고 높은 공간에서 작품을 만나게 

해야지 하고 장면을 상상합니다. 어떻게 공간을 

만들라는 언어를 주지 않아요. 기획서의 의미를 

파악해서 공간 디자이너는 공간 구조를, 그래픽 

디자이너는 포스터 같은 이미지들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시 경험을 

형성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사고했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하나의 사례로 생각해주세요. 기획서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에는 어찌어찌해서 

사람들에게 무엇무엇을 전달하고 싶다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래픽 디자이너나 

공간 디자이너는 이것을 해석해요. 해석이 

외국어를 번역할 때의 개념은 아니고 여기에서 

단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롭게 

살았던 예술가의 삶’이라면 ‘외롭게 살았다’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할까? 어떻게 공간적으로 

변환할까?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변환해요. 

때로는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또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람,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는 송신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람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그 신호를 받는 수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언어와 텍스트라는 

비물질이 공간과 사물 그리고 이미지라는 물질적 

요소로 변환됩니다. 여기에서 포스터, 전시 

공간, 전시 캐비닛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포그래피적 사물과 가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가만있지 않아요. 잠재된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들여다보고 밑을 내려다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지금 계속 말하는 

이미지라는 단어는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어떤 

상황, 장면이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면이 

연출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과 호출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있으니까 

외로워지고 그랬더니 어릴 때 외롭게 남겨졌던 

상황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자기 내면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장면이 

자기의 경험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은 

다시 분류 체계를 거치면서 ‘그때 전시는 이랬지. 

그때 그 이미지는 이랬지.’ 하고 기억 속에 

기록됩니다. 

저는 공간 디자이너이자 전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늘 행위를 유발하는 

사물에 대해 평면을 구성합니다. 평면을 

구성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다니겠지. 

어떻게 공간을 만나겠지.’ 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평면도 

타이포그래피적 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시실에 공간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물적 가치로 제시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시장 메인 홀에 있는 작품에 제가 진열장을 

하나 만들어놓았어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것입니다. 진열장은 소위 

타이포그래피적 사물인데 이것을 캐비닛이라고 

부를게요. 그 캐비닛의 기획은 2018년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에 나갔던 기획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960-70년대에 지워진 

기록들이 있어요. 분명히 공존했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기억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펼쳤습니다. 1960

년대 이야기는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이상향적인 도시 건설을 꿈꾸었지만 이상과 

정부가 하려는 일이 서로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건축가들의 실험적인 생각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정부가 해온 것들의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이상향을 

꿈꾸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시간을 전시했어요. 여러분이 

만져지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과거라는 시간을 

전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해주세요. 

본관에 가시면 사물 캐비닛을 보실 수 

있어요. 캐비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울 

경사면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경사가 지는 

역경사입니다. 거기에 거울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없는 높이에 무엇인가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사된 이미지로 자료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고 건축가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적인 도시 

건설에 대한 이슈들의 모순을 반사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제시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반사, 굴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들의 가치를 

드러내요. 이런 자료들을 왜 연구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재하는 아카이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없는 자료들을 놓는 아카이브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미래의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 있는 현장 속에서 사실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사되고 확장되는 물질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캐비닛을 형성하고 있어요. 

사실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의 결론은 

캐비닛이 어떻다는 것이 아닙니다. 캐비닛은 

제가 하는 역할과 직업에서 추출된 것이고                 

‘타이포그래피적으로 생각하다. 타이포그래피적 

사물이다.’라는 언어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진 잠재성을 들여다보고 

가치를 더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디자인 전공자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때 타이포그래피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언어적 습관이 된다면 그 내재적 

가능성을 보자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 그다음에 곡면의 유리, 그리고 

제가 사용한 캐비닛의 거울, 이런 것들은 시간을 

펼쳐내기도 하고 행위를 유발하기도 하고 관계를 

설정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도 단지 

유리는 어떤 투명한 물질, 공은 튕겨 오르는 

하나의 사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와 연결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제가 이번 타이포잔치에 

참여하면서 제시하고 싶었던 의도였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지만 오히려 인바운드가 

아닌 아웃바운드의 시선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그래픽 언어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후에도 여러분은 다양한 

작가들의 시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렸겠지만 실물은 전시장에 있으니까 

시각 자료보다 이런 생각의 나열로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신익균

탁자 역, 섬 조각

안녕하세요. 신익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체 

조형을 위주로 시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분처럼 공간 디자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연이라기보다 제 작업을 

기반으로 이번 전시를 어떻게 연결 짓고 작업을 

이어나갔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만들어내는 것 

중에는 미술 작품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고 

일을 할 때는 사물이라고 불리기에 조금 더 

적합한 것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품은 애초에 용도가 불분명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작품은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 저기서는 저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요새 연구하고 싶은 것은 작품도 조금 더 

유연하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에게 본명이 있지만 어떤 캐릭터를 만날 

때 캐릭터 이름이 생기고 이런 역할을 했다가 저런 

역할을 했다가 하는 것처럼 미술 작품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작품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 작품 중의 하나는 「탁자-역-

섬 조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그런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그중에 세발자전거가 기억에 남아요. 

세발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다니다가 마당에 

모래가 있는 데서 소꿉놀이를 할 때는 뒤집어서 

페달을 손으로 돌리면서 바퀴에 풀을 끼워보기도 

하고 방앗간에서 무엇인가 갈아내는 것처럼 

모래를 후드득 떨어뜨려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음식이라고 하면서 먹었다가 다시 뱉기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사물인 세발자전거가 그 

놀이에서만큼은 아마 다른 효과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집에 

우산이 많이 있잖아요. 우산을 서너 개 이리저리 

겹쳐서 마당 한편에 둥그런 이글루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텐트나 집이나 비밀 

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상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제가 작업을 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상상들을 만남으로써 제 작업도 조금 달리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애초에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형태나 역할, 작업이 

놓이는 환경, 주변 작업과 엉김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작업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2010년에 만든 「의자」

입니다. 제가 금호동에 살 때 길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버려진 의자였는데 다리가 하나 

없고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고쳐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 생각을 

넘어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걸어 다니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의자를 수거해 택시를 타고 작업실에 가서 

열심히 연구해 주먹구구식으로 용접하고 철도 

자르고 모터 가게에 가서 물어보고 해서 겨우 

걸어 다니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 전시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작업을 보여주고 

싶은데 무슨 내용이라고 설명해야 할까, 만들게 

된 연유는 어떤 연민 같은 생각에 기초했지만 

그것을 이 작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버려졌지만 고쳐져서 다르게 걷게 

되었다는 어떤 극복 같은 것이 작업에 대한 

유일한 설명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어떤 생각까지 

들었나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작품도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우가 하듯이 

그때그때 다른 역할을 맡고 다른 내용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화분을 올려놓고 걷게 해보기도 하고 촛불을 



17
8 179

여기저기 꽂아 놓고 걷게 해보기도 하고 의자가 

다니는 바닥에 사포를 깔아서 걸어갈 때마다 

발이 갈리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출하고 

연구해보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일하느라고 

오랫동안 작업을 못 했습니다. 3년 전쯤에 다시 

작업을 시작하면서 요새 이 작업을 다른 작가 

또는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굳이 제 이야기를 하는 데 쓰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제 작업이라고 고집부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가져다가 어떤 역할이든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의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걷는 모양이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극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쌍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캐릭터랄까, 

지니는 분위기를 강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는 어렵겠다 싶었고 그러면 조금 더 

유연한 또는 변화가 쉬운 형태나 개념만 놓아두고 

거기서부터 작업을 펼쳐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테이블인데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 띄웠어요. 미술에 과학을 더해서 

작업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기초적인 힘, 장력, 

탄력, 중력 등을 응용해서 작업을 풀어나가다가 

부력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부력을 

이용한 돌탑 같은 조각물들을 만드는 중에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그냥 작품이라고 놓아두고 

싶지는 않았고 어떻게든 이용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에 오시는 손님들이 심심하니까 

차를 마실 수 있게 의자를 몇 개 깔아 놓았어요. 

찻잔을 놓으면서 테이블이 기우뚱기우뚱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고 밤에는 여기서 술 한잔 먹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같은 내용으로 이 작업을 

다르게 풀어갔는데 인도에 있는 레지던스에 갔을 

때 마찬가지로 부력을 이용한 탁자를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사과나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소비하지 못합니다. 가져다가 파는데 

그러고도 많이 남아서 사과가 땅에 막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사과들은 썩기도 하고 그냥 주워서 

먹기도 하는데 어딘가에 올려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다가다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나무 있는 쪽에 테이블을 가져다 

놓았어요. 떨어진 사과를 주워 놓으면 그것을 

집어가는 사람도 있어서 사과가 세 개 있다가 

두 개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과로 탑을 쌓기도 하고 그 탁자 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릴 때 하던 

놀이요. 세 번째로 만든 부력 탁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제 개인전에서 ‘흔들림’이라는 주제로 

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움직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탁자가 마찬가지로 물에 떠 있는데 

등고선 같은 모양이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탁자를 흔들고 여기 보시면 나뭇잎도 

자꾸 비틀거리면서 탁자를 흔드는 역할을 해서 

테이블 전체가 기우뚱기우뚱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바깥의 

소리가 크고 여기 스피커 소리는 크지 않아서 

잘 들리지는 않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이 나뭇잎의 하부 구조가 

견고하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이블이 

흔들리면서 끼익끼익 마찰음 같은 것도 들리는 

상황입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도 탁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탁자 역할을 한다면 어떤 쓰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안타깝게도 

어떤 쓰임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 

작업했는데 제목을 「이동식 기둥-역-산 조각」

이라고 붙였습니다. 기둥인데 이동할 수 있고 

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산 역할의 기둥 

조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나무 구조 삼각뿔이고 생각보다 무겁지만 바퀴가 

달려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조각입니다. 나무 

구조가 지붕처럼 만들어져서 여기를 보면 꽂을 

수도 있고 매달 수도 있고 탁자처럼 되어서 그 

위에 무엇인가 얹을 수도 있는 형태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테이블 작업에서는 흔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돌이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 작업은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할을 이제부터 

많이 찾아보아야 합니다. 기둥을 더 많이 세우고 

건축적인 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원두막 

같은 것을 만들까? 혹은 처음 말씀드린 비밀 기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기초적인 형태 

혹은 모듈이 될 가능성만 가진 상태를 만들었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맡아줄 수 

있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찾아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미술 작품이 고정적으로 어떤 

본연의 의미 하나를 지닐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다른 배역을 맡는 식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칩니다. 

팡팡팡그래픽실험실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8-2019의 그래픽 

디자인

안녕하세요. 이번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포스터 디자인을 맡은 팡팡팡그래픽실험실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박채현, 조화라, 

한나은, 세 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이야기를 하게 되어 영광이고 

이렇게 강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타이포잔치 주제가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인 

만큼 저희가 재해석한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을 

표현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포스터를 

시리즈로 제작했는데요. 빙빙 도는 것, 방방 뛰는 

것, 펼쳐지는 것입니다. 포스터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일명 ‘짤’을 주제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전적으로 ‘짤’이란 “인터넷 공간 속에서 

돌고 도는 각종 ‘자투리 이미지 파일.jpg’의 

통칭이다. 어원은 ‘짤림 방지’로, 줄여서 ‘짤’

이라고도 부른다. ‘짤방’은 이후에 ‘웃기는 사진’

의 동의어처럼 쓰이게 됐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짤은 점차 게시물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시선을 붙잡는 움직임이 있는 gif 이미지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거치면서 

gif는 파생되고 재해석되어 점점 다양하게 

발전하고 현재는 하나의 온전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지피

(GIPHY)입니다. 지피 사이트는 gif를 최대로 

보유하고 공유하는데 이 사이트의 가치는 무려 

7,000억 원에 달하고 올해는 하루 사용자 수만 

1억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왜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라는 

주제에 이런 짤을 대입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것에 앞서 잠시 저희가 

생각하는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의 연관성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규정짓고 이름을 지어서 

그것을 인지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과정의 기록이 하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 사물은 시간이 지나면 

변형되고 변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언어가 생겨나고 또다시 이름 붙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과 타이포그래피는 끊임없이 서로 

유기적으로 순환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 사람들은 과연 언어가 

사물을 그대로 지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처럼 대상의 본질, 대상을 지칭하는 

수단, 언어와 사물 사이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제3의 공간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직관적 언어 표현 방식에 

대한 의문들이 확장되었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그 

결과가 바로 gif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만져지는 

사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새로운 사물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자신의 세상 모형에 기반해 삭제, 왜곡, 

일반화의 세 가지 틀을 이용해 실제와는 다른 

자신만의 사물화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은 생성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한 개의 같은 사물을 

세 명이 받아들이는 순간 각각의 다른 사물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불어나는 소모적 이미지들을 보면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짤의 영어 명칭인 ‘

인터넷 밈(meme)’은 유전자인 ‘진(gene)’에서 

유래한 단어로, 번식하며 대를 이어 전해지는 

문화 요소를 뜻합니다. 문자 혹은 어떤 것에 대한 

규정이 끊임없이 변형·복제되고 번식하는 것과 

같이 물성적 제약을 갖지 않는 디지털 세계의 삶, 

즉 짤 또한 제약 없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대상을 

지칭하는 수단, 언어와 사물 사이의 연관성에서 

독립해 짤 그 자체로 사물화가 가능하다는 점. 

문화 요소라는 큰 틀 아래 함께 번식해나간다는 

점. 이런 이유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짤을 이번 

전시 그래픽의 대표적인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미지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잠시 gif 

이미지들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같은 햄버거를 

보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같은 컴퓨터를 

보아도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리서치 과정을 통해, 만든 이의 

사물화를 거쳐 왜곡되고 과장된 움직임이 현시대 

짤의 공통적 특성이라 느꼈습니다.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탄생한 현시대의 새로운 사물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모양으로 움직이고 합쳐지고 

펼쳐집니다. 사물을 고르고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새로운 사물을 창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돌아갈 수 없는 사람과 방방 뛰지 않는 

것을 뛰게 하고 펼쳐질 수 없는 것을 펼쳐서, 보는 

사람에게 새로운 사물화를 의도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은 어떤가요? 이상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gif도 

마찬가지인가요?

한나은_ 저희 포스터에 사용된 모션이나 

사물은 다 저희가 선택하고 직접 만들어서 

어떻게 모션을 주는 것이 좋을지 토론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을 인터넷이나 인쇄 매체 등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이 이렇게 회전할 수 없고 사과나 고깔이 

스스로 방방 뛰기는 불가능한데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 보여주면서 색다른 경험을 느끼게 하려고 

제작했습니다. 

디지털로 만들 때는 움짤로 구성되지만 

포스터로 만들 때는 평면 이미지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움직임을 평면에 담을 때 더 유심히 

생각하시는 점이 있나요?

조화라_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단 모션 

위주였던 것을 인쇄 매체로 풀어내 매체가 

달라지는 경우잖아요. 모션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이해하는데 인쇄 매체는 고정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화면의 조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을 계속 

보면 프레임마다 다른 위치에 얼굴과 몸통이 

배치되는데 포스터에는 텍스트 레이아웃과 

맞추어서 비스듬한 형태를 가져가는 조형적인 

배치가 들어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참신했어요. 여기서는 

발표하시는 분이 안 보이는데 일일이 글자를 

치시니까 소통하는 기분이었어요. ‘팡팡팡’도 혹시 

언어 자체에서 동작이 느껴지는 이름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한나은_ 저희가 세 명인데 다 키가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통통 튀는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팡팡팡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한 명이 안 왔는데 셋 다 성격이 

조금 다르고 하는 일도 조금씩 다른데 한데 모여서 

자꾸 작업하다 보니까 또 잘 맞아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기억에도 남고 타자 칠 때 ‘

팡팡팡’을 치는 속도감이나 리듬감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조화라_ 저희는 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졸업했고 맨 처음에는 졸업하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우리끼리 그냥 가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한동안 만났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우연히 되었습니다.

포스터 세 개 중에 두 개는 평소에 저런 

사물을 보면서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포스터는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조화라_ 세 개 다 짤방에서 파생된 

포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명명하기를 

돌아가는 것, 방방 뛰는 것, 펼쳐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물들을 표현하는 데 일반적이지 

않은 이상한 표현 방식을 선택했는데 세 번째 

경우에는 다른 두 포스터보다 쓸모없게 펼친 

것이라고 할까요. 유리잔 네 개가 붙어 있고 돌이 

쪼개져 있고 의자가 앉을 수 없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렌더링되는 듯한 모션을 주어서 새로운 

사물이 생성된다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사물이 생성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렌더링하면 그것이 생성이란 

의미인가요?

한나은_ 3D 이미지를 만들어서 추출할 때 

생기는 모션감을 이용해서 만든 포스터인데요. 

픽셀화되어 깨지는 부분이 렌더링할 때 

생기는 특징과 비슷해서 그것을 차용해 모션을 

제작했거든요. 실제로 있는 사물이 아닌데 마치 

렌더링해서 이 사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세 분이 같이하시는데 이번 포스터를 만들 

때는 어떤 분의 의견이 가장 많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한나은_ 저희가 세 명인데 한 몸입니다. 세 

명이 있으면 보통 일을 분담해서 하고 그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하기 어렵고 힘들 줄 알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마다 누구 하나 굽히지 않고 주장하는 바람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이 년 

지나니까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세 명 다 하나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스터를 

만들 때도 다 같이 모여서 사람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두 포스터도 주로 

맡아서 한 사람은 있지만 지분을 따지고 들어간다 

치면 동등한 비율로 작업했어요.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 작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는 만약 포스터 하나를 

만든다면 셋 다 작업을 동시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언제 같이 보자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함께 돌려 보면서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 하면서 좋은 

부분들을 뽑아내 묶어서 또 하나의 작업에 다시 

들어가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틀이 나오고 작업이 완성될 

즈음에는 셋이 모여서 하나를 가지고 돌려서 

작업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세 명이 

자주 모이고 작업할 때는 거의 일주일 내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스터는 색감이 쨍한데 

마지막 포스터는 어둡고 채도를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화라_ 세 개가 다 같은 톤이면 

심심하잖아요. 사실 세 번째 포스터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완성하고 

보니까 세 번째를 할 때 세 개가 다 화려하면 

강약이 죽어버리기도 하고 시리즈이니까 어느 

정도 조화로우면서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그런 

방향성이 좋다고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일반적인 사물이 

이상하게 펼쳐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gif

를 쓴 다른 것과는 색감이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한나은_ 더 말씀드리자면 앞선 두 개의 

포스터에 사용된 사물들은 일반적이라면 일반적일 

수 있고 조금 독특해 보일 수도 있는데 세 번째는 

평범하고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조합하고 재가공할 때 오히려 더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리즈 포스터이니까 세 개의 조화도 

맞아야 하고 조금 눌러주는 느낌의 포스터가 

있어야 해서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다미앙 뿔랑 

하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다미앙 뿔랑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저는 하지 않기, 그러니까 

“하지 마.”에 대해 강연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관찰한 현상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만든 디자인 

요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원을 보시면 디자이너는 빙 돌아가며 사색에 

잠기거나 다른 식으로 자연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저 지점에서 다리로 걸어갈 때 지름길을 선택한 

흔적을 목격합니다. 디자이어 패스(desire path)

라는 것입니다. 디자이어 패스란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자주 다니면서 저절로 

생긴 길입니다. 항상 같은 길로 다니는 당나귀 

같은 동물들에 의해서 자연에서도 발견됩니다. 

디자이너로서 우리는 작정하고 디자인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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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어딘가로 갈 때 자기만의 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를 이용해 달라는 

이 표지판은 상당히 풍자적입니다. 시의회에서 

공원 한가운데에 만들어놓고 “제발 공원을 

이용해주세요. 사색에 잠겨보세요. 디자이너의 

관점을 선택해주세요.”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은유 같습니다. 이 사회는 길을 따라오라고 

조언하고 유도함으로써 여러분을 통제하려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것은 저의 길입니다. 저는 

프랑스 서부에서 태어나 오를레앙과 낭시에서 

공부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리고 툴루즈에서 

살다가 다음에는 독일로 갔습니다. 이 길은 아주 

특별한 나의 흔적이고 그래서 마치 내 우주의 

심벌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보통 작업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서는 각자의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보면 

일직선 방향이 아니어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한국의 소도시 출신일 수도 있겠고 앞으로 

삶과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온갖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경험이 쌓여 자기 자신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그래픽 아티스트와 출판사로 분리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9년쯤 전에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우디(oodee)’라고 

합니다. 우디란 지금 보시는 후드를 뜻하는데 

저는 프랑스인이어서 프랑스에서는 h를 실제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우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예술가들의 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2011년에 런던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여성 사진가 다섯 명의 사진 작업을 

선택해 각각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다섯 권을 내고 2012년에 도쿄로 

갔고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남아메리카 

보고타, 그리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2015년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런던에서 시작해 다섯 개 도시로 정했으니까 

여성 작가 스물다섯 명의 작업이 되었고 디자인 

면에서는 같은 컬렉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원칙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서점에서 책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들은 서점에서 분류됩니다. 이를테면 예술 

서적은 여기, 팬진은 여기 등등. 저는 제 책들이 

서점에서 적절한 자리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팬진처럼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스물다섯 권의 책 전체입니다. 도시마다 

색상이 있고 보시다시피 항상 위에는 작가 이름이 

들어가고 아래에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긴 제목도 지면에 맞추어 앉힐 수 있고 낱권이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한 묶음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도쿄판인데 다섯 

권하고 한정판 한 권이 있습니다. 책마다 들어가는 

이미지에 맞추어 레이아웃을 달리했습니다. 

다음은 베이루트판의 예입니다. 각 도시에 갈 

때마다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정말 좋았던 것은 한 도시에서 다섯 명의 젊은 

여성 작가를 선택했는데 대부분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처음 도쿄에 가서 

바와 식당에서 만나고 그들이 서로 연결되고 

전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정한 살아 있는 경험 

같았습니다. 제 모든 작업은 결국 체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로서 기업을 위해 

일하고 수익을 도모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 

또한 삶의 방식이고 실제로 나 자신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소통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의 자리를 찾기 

위해 나에 대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비비안 사센(Viviane Sassen), 로저 발렌(Roger 

Ballen), 샬럿 뒤마(Charlotte Dumas) 등의 

예술가들과 작업해서 더 큰 책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남아프리카의 정체성에 관한 

피터 휴고(Pieter Hugo)의 책입니다. 이것은 

비비안 사센의 전시를 위해 특별히 한정판으로 

만든 책입니다. 모든 이미지를 검은색 종이에 

인쇄했는데 여기에서 의도는 시가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책을 펼쳐도 

텍스트를 잘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런던에 있을 때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책인데 내용물을 떼어 내서 자기만의 풍경을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잡지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에 제시해서 나이키를 위해 이런 

세팅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몇 년간 종이만 

가지고 입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종이로 

좋은 작업을 했지만 매우 정교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클라이언트와 일하게 되어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니클로와 한 작업인데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함께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 분야는 어느 순간 너무 커져서 

종이로 작업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고 이런 입체 

공예가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변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제의했는데 

인쇄물이 아니라 나무로 오브제를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종교를 잃고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종교에 근거한 마흔아홉 

개의 작은 토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꼼데가르송입니다. 이것은 마우리치오 카텔란

(Maurizio Cattelan)이 갤러리 대표 페로탱

(Perrotin)에게 입혔던 토끼 분장입니다. 그래서 

총 마흔아홉 개의 작은 토템에 각각 해당하는 

새로운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제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후에 

제가 가고 싶은 어떤 방향,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그렸고 

스스로 또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알파로메오에서 

요청한 자동차에 관한 포스터입니다. 이것은 

런던에서 초대한 전시인데 360도 화면입니다. 

무엇으로 이 큰 공간을 채울까 하다가 알파벳으로 

정했습니다. 알파벳 글자마다 캐릭터와 사운드가 

있어서 한꺼번에 틀면 바이올린도 있고 북도 

있고 등등 마치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공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사운드를 함께 연주하면 음악이 되고 벽에 낱말이 

등장합니다. 

의뢰받는 기회가 올 때마다 저는 철저히 

변신합니다. 소재와 타이포그래피를 평면에서 

입체, 애니메이션, 사운드까지 한계를 두지 

않고 여러 가지에 적용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스스로 자극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뮤지엄에서 요청한 작업입니다. 

사탕을 만드는 현지 기업과 협업해야 해서 모두 

사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단것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단것은 어릴 때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선물이고 성인이라면 성적인 

의식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길에서 찾은 풍선, 쓰레기통 

같은 틀을 이용해 석고를 뜨고 전부 사탕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을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저입니다. 이 캐릭터들을 만들었는데 상상의 

심벌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스페인 

이비사의 레지던시에 초대되어 현지 바느질 

장인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비사에 

가면 어디에 가나 테크노 음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테크노를 위한 섬입니다. 이비사는 히피 

생활,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졌지만 한편으로 

테크노 음악이 아주 소란스럽고 존재감이 

강합니다. 테크노 음악 10곡을 선별해서 깃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tuff in the trunk, bang 

the box, can you feel it’은 모두 테크노 음악의 

제목인데 결과물이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도쿄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셔터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는데 

좋은 구실이 되어서 「Happy Face」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는 

세계 모든 도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곳은 파리입니다. 때로는 초대나 협업이 

작업을 변화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저는 그림을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 공간에서 더 많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교회 

안에 은유적인 상징을 바탕으로 작은 신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전 주위를 둘러보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는 다른 요소,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란에 가서 

유목민을 주제로 작업했습니다. 제 삶이 유목 

생활 같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타이포그래피는 

점점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기호와 그래픽 

요소로 사람들과 더 소통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성공입니다. 공통의 언어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것은 이란의 

유목민에 관한 작업이지만 세상 모든 곳의 

유목민에 관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그들의 공예와 고유한 풍습에서 나온 다양한 

그래픽 요소로 이루어진 유목민의 초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이었는데 올해 사진 

페스티벌을 위한 조형물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동물 사진을 찍는데 동물이 사람 사진을 

찍어주면 보기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물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가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줍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작업하고 있는 

사랑에 관한 연작입니다. 

어제 워크숍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결과물이 나와서 모든 학생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워크숍 역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영감을 찾아 무엇인가 큰 

것을 만들어내고 두려움 없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내보이고 틀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을 보여주면서 

슈퍼 히어로가 됩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학생이 

처음에는 가면 만들기를 주저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는 어떤 것을 드러내고 다른 길을 

찾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번 기회에 

성장하고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두가 그렇게 다른 해결책을 내놓는지 보면서 

재미있었고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조언이지만 누군가 

하지 말라고 한다면 도리어 하고 싶고 그 벽을 

뛰어넘고 싶어집니다. 나이키가 말하는 ‘그냥 해.’

가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 ‘하지 

마.’라는 조언 역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파엘 가르니에

전문가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궁금해하기

안녕하세요. 라파엘 가르니에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왔습니다. 먼저 이 강연 제목에 

관해 설명하려는데요. 죄송하지만 프랑스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궁금해하기’란 제가 전문이 아니고 전혀 

배우지 않은 다른 분야, 특히 지금 이야기하는 

타이포그래피에 열정을 쏟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칙을 모르고 지식을 갖추지 

않은 영역으로 접근해서 오히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시각으로 방향을 모색하려는 동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 작업을 잠시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디자인한 세 가지 글자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브르(Kuivre)는 처음으로 접근한 글자 

디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브뤼겐(Bruggen)

은 완전히 끝까지 개발한 글자체입니다. 세 번째 

아뒬트(Adulte)는 계속 진행 중인 작업입니다. 

제 일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쪽은 작업 의뢰를 받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La Trance」라는 개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릴 시간은 

없지만 비주얼 아티스트로서 하는 작업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라서 제 작업을 개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관련 작업이 많네요. 

조소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라 말하고 싶습니다. 

퀴브르는 프랑스에서 제작되어 벨기에와 

캐나다에서 방송된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관련된 

것입니다. 프랑수아 드 루베(François de 

Roubaix)와 베르나르 메트르(Bernard Maître)

가 이 인형 애니메이션을 위해 만든 음악을 

다시 모아서 발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랑수아 드 루베는 아주 위대한 작곡가로 

영화 음악에 신시사이저를 도입했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약간 수작업 같은 면모를 가져와서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글자 ‘i’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일그러진 작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글자체 이름을 퀴브르라고 

했는데 베르나르 메트르와 프랑수아 드 루베가 

음악을 만드는 데 사용한 비틀린 금관악기

(cuivres) 같은 느낌도 듭니다. 저는 스케치를 

하지 않고 바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서 베지에 

곡선으로 글자를 조각하듯이 해서 벡터 

파일을 만듭니다. 글자체의 기묘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리프의 방향과 정렬을 여러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글자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내놓으려고 이 프로젝트에 

정말로 자신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형태들을 

배치한 음반 재킷입니다. 재킷을 차례로 

열어나가면 애니메이션의 인형 그림이 점점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취소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을 가지고 무용과 

연극 등의 무대가 모인 복합 문화 공간을 위한 

글자를 다시 디자인했습니다. 세네 뒤 골프

(Scènes du Golfe)를 위한 글자체라 ‘퀴브르 

SdG’가 되었습니다. 퀴브르의 뼈대 디자인을 

아동용 텍스트에 사용하기 더 알맞은 구조로 

다듬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에는 조각과 안무 

같은 면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만들어진 글자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나란히 정렬하면 제대로 읽히게 됩니다. 

글자체에는 제가 생각하는 용도가 있는데 일단 

글자를 판매하고 나면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경우에 저는 사용된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글자체 이야기로 

돌아가면, 글자의 세리프가 연결되어 일종의 

이음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뤼겐은 제가 끝까지 디자인한 첫 

글자체입니다. 제 스튜디오인 ‘아틀리에 

라파엘 가르니에(Atelier Raphaël Garnier)’

의 약자 ‘At.R.G.’에서 시작했습니다. 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함 등에 사용할 

글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못생겼지만 그것으로 글자체를 

디자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첫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려면 부족한 요소와 

인식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글자가 

어떻게 쓰이고 글자 사이에 실제로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글자체를 조각하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의 디자인입니다. 제가 그려내는 

이미지와 어울릴 수 있는 기하학적 바탕의 

글자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면을 훑어볼 

때의 수평적 흐름도 고려했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의 디자인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체와 제 작업이 이루는 조화를 만들고 

싶어서 현재 작업 대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뤼겐이라는 이름은 카플라를 발명한 톰 판 

더르 브뤼헌(Tom van der Bruggen)에게서 

유래합니다. 카플라는 쌓기 놀이를 하는 작은 

나무 블록입니다. 이 명칭을 택한 이유는 모든 

획의 끝부분을 직각이 되도록 90도로 잘랐기 

때문입니다. 『랭크루아야블(L’incroyable)』은 

매호에 인물 특집이 있는 청소년 잡지인데 저는 

창간호에서 아트 디렉션을 했습니다. 잡지의 

디렉터가 제 글자를 사용하고 싶어 했던 것이 

글자체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애덤 히그턴(Adam Higton)

의 책 『플로리안(Florian)』을 펴냈습니다. 그림을 

강조하기 위해 한쪽으로 배열하고 쪽번호를 

커다랗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클래식 트럼펫 

연주자 티에리 카엥(Thierry Caens)이 20년 

전에 연주한 곡을 발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그 시절에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 글자체와 

일러스트레이터 알린 잘코(Aline Zalko)의 색채 

팔레트를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이것은 CD 

버전입니다. 이 글자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겠다고 

빌려달라는 요청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중 이것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예술 공간 빌라 노아이유(Villa 

Noailles)의 전시회를 위해서였습니다. 글자를 

나무에 새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 

아뒬트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연히 

스웨덴 사진가 토레 욘손(Tore Johnson)

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후 1940

년대에 파리에 머무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잘 알려진 몇몇 사진들이 있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사진 속 게시판에 있는 아주 

기묘한 타이포그래피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사해보았는데 『로브(l’aube)』는 폐간된 

신문이고 실제의 제호 글자는 이렇게 디도(Didot)

체였습니다. 제가 흥미를 느낀 점은 그 게시판 

글자를 그린 도공이 디도체의 뼈대에서 출발해 

타이포그래피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게시판에 글자가 

들어가는 공간의 높이가 부족해서 어센더를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의 디자인과 디도 폰트의 

뼈대를 바탕으로 글자체 한 벌을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로 소프트웨어에서 

작업에 들어갔는데 제가 끌렸던 다소 거친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센더를 

줄이고 엑스하이트라고 하는 소문자 높이를 

확연히 높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를 찾는 

퍼즐 같았습니다. 구조가 존재하고 디자인에서 

벗어나는 몇몇 글자가 글자체에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숫자는 올드스타일 숫자라고 하는 

소문자 숫자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라인 위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L’âme 

agit.(La magie. 라마지.)’ ‘Matisse m’attise(

마티스 마티즈)’ ‘Là, où se crée le secret...(

라우스크레 르스크레...)’ 프랑스어 언어유희인데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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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늘 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에 가입해서 

활용하라고 합니다. 일례로 이 글자체를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책에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글자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표지에 

제목 글자로 사용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책등에 작게 들어가서 원래 디자인의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관리할 수 없는 

것이 글자체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나단 카스트로 

심연의 이미지

먼저 제가 몇 년간 지켜본 이 멋진 

페스티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영광이고 기쁘고 

흥분됩니다. 2016년에 한 달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 작업을 공유할 수 

있다니 신기합니다. 모든 관계자분, 그리고 시간을 

내서 제 지루한 강의를 들으러 와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조나단 카스트로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페루 리마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먼 곳입니다. 최근 2년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아주 먼 나라인 유럽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배경도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작업에 

대해 그다지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가진 배경과 그것이 결국 저와 제 

일에 어떤 큰 영감을 주었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페루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음악에 대해,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지금 나의 모습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선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노부인은 페루의 정글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강으로 가서 강의 

수호신에게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강의 수호신은 

큰 아나콘다입니다. 아나콘다는 강에 사는 정말 

큰 뱀입니다. 10m 정도 길이니까 아주 거대한 

뱀입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지 말라고 

이 큰 뱀에게 노래합니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의 세계에서 하고 싶은 것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러나 더욱 감성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물을 

창조한다는 것은 그저 아름답거나 추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제목을 ‘심연의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브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천 

년 된 오브제입니다. 잉카는 페루의 고대 

제국인데 그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그들은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은 그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브제를 

만들어내고 이 실재하는 사물에 그들의 에너지와 

정보와 생활 방식과 그들이 믿는 것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조형이나 초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 도자기구나.’ 

생각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믿은 신에 대해, 어떻게 동물을 

숭배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 작업 일부를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책(Hilde Bouchez, A Wild 

Thing)을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책입니다. 사실 

여자 친구가 사주었습니다. 사물의 오라, 사물의 

에너지, 의식을 가진 사물에 관한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저는 페루의 산악 지대 몬타냐에서 

자랐습니다. 몬타냐에는 각기 다른 전통 춤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중 하나인데 ‘악마의 춤’

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천사와 악마의 싸움에 

관한 춤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예술가가 

아니지만 지난 200년 동안 자기 의상을 스스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색을 쓰는 법이나 형태에 

담긴 정보, 그러데이션, 선, 상징, 그들이 창조해 

의상에 집어넣은 이 모든 세계가 아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도자기와 오브제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그들의 옷에 

넣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의상이 아니라 신비한 

힘으로 가득한 무엇입니다. 물론 색의 힘 역시 

무척 놀랍습니다. 이것을 볼 때 중요한 점은 색을 

잘 사용하면 정말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면 그들이 의상에 

사용한 모든 상징에 너무나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뒷면에 많은 상징이 있고 또 앞면에는 

완전히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가면도 전혀 다르고 

신발도 그렇고 의상 전체가 정보입니다. 압도당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저는 ‘가위 춤꾼’이라고 하는데 

화면 위쪽에 있는 제 로고가 이 춤에 사용하는 

가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가위질을 합니다. 가위질하는 이유는 

악마와 합의에 이르기를 원해서입니다. 악마는 

장차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의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의식은 정말 

오래된 것이지만 동시에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작업에 담고 싶은 점입니다. 

오래된 것이면서 또한 미래적인 것입니다. 

의상을 디자인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픽 

디자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디자인을 

전혀 배운 적이 없지만 자기 방식대로 

포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치차(chicha) 

포스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옷에 사용한 

것과 같은 색을 포스터에 적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같은 정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타이포그래피에서 보이는 이 엄청난 양의 말도 

안 되는 글자체들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의상에 있는 상징과 같은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터에는 의상과 다른 형태가 

전개되지만 같은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것 또한 디자이너로서 흥미로웠습니다. 10

대 시절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포스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리마 자체는 회색 도시입니다. 

콘크리트가 가득하고 하늘은 우중충한데 문득 

이 색깔들이 도시에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이 

또한 무척 시적입니다. 이것은 포스터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벽에서 도시와 포스터의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가 포스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종잇조각이 어떻게 커다란 

정신을 담을 수 있는지 봅니다. 그것은 도시의 

기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방금 보신 것은 제 배경의 한 부분이고 제가 

아이에 더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열다섯 

살 무렵에 리마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진 과격 좌파와 정부 사이의 대립이었습니다. 

사실 이 좌파 정당은 처음에 평등에 대해 그리고 

낡은 전통을 현대적 생활로 이끄는 것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몹시 나쁜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과격한 

주장을 하면서 폭탄을 만들어 도시에서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일깨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1980

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것도 시작되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음악 신입니다. 젊은이들은 페루의 

정치적 상황에 맞섰습니다. 나라 사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젊은이에게 그 유일한 

방법은 음악이었습니다. 소음에 가까운 블랙 

메탈이나 펑크 같은 아주 강하고 거친 음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일종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열다섯 살이었는데 

스물한 살이었던 사촌은 그때 이미 음악 신의 

일원이었고 밴드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았는데 

저에게 여러 밴드의 카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노이즈 브루털라이저(Noise Brutalizer)

라는 밴드에서 연주했습니다. 아주 과격했습니다.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런 종류의 모든 

음악을 알려주었습니다. 음악도 흥미로웠지만 

저는 카세트의 미술 작업, 이런 밴드 로고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 글자체, 레이아웃에도 역시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음악의 힘을 

미술 작업에 제대로 가져오는 방법을 알았고 

그것이 저에게는 놀라웠습니다. 그 시기에 행사 

주변에 이런 사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인에는 온통 경찰 배척과 정치 사회에 대한 

불신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음악 신을 둘러싼 

이런 것들에도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까 많은 

정보를 담은 의상의 다의성을 이야기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와 글자체, 정보를 

뒤섞었습니다. 이런 다의적 접근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팬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팬진에서 놀라운 무엇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것은 DIY, 자체 제작 문화였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미학에 열중했습니다. 그 많은 에너지를 

담은 방법과 복합적 특질에 대해서였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노래 가사, 사회, 전쟁 또는 다른 음악가 등을 

이야기합니다. 단 한 장에 항상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제목 등을 

한데 섞어놓았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에 필요한 모든 영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페루 전통 의상의 상징과도 연결됩니다. 

처음 디자인을 시작할 때 저는 두 세계를 

혼합하기로 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지의 

미학과 블랙 메탈 언더그라운드의 미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작업입니다. 몇 달 전에 

베를린에서 전시한 포스터들입니다. 이따금 

포스터를 디자인할 때 저는 아까 보여드린 

의상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색의 힘 그리고 

다의성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전통 

의상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 자신의 

의상도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글자체 역시 

중요합니다. 저도 헬베티카를 좋아하고 미니멀 

디자인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 주제는 더 

과도한 글자체를 사용하는 데 집중됩니다. 이 

예는 최근에 한 제목 레터링들인데 글자에 

어떻게 모든 에너지와 정신과 색을 담을 

것인가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서도 

영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볼리비아 

출신의 건축가가 디자인한 건물입니다. 그 역시 

안데스 지역의 미학과 문화를 바탕으로 건물을 

디자인합니다. 바로크적이면서 키치적이면서 

또한 미래적으로 보입니다. 볼리비아 고지대에 

있어서 산으로 둘러싸인 배경에 이런 건물이 

있는 광경이 디스토피아적입니다. 2천 년 전의 

잉카 아이콘에 있는 이런 형태를 건물 작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만들게 되었는데 

책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지를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집어넣습니다. 책은 이런 정신을 담는 

오브제이면서 다른 세계로 가는 지점입니다. 다른 

차원이나 세계로 가는 입구 같은 것입니다. 또한 

저는 다층적으로 작업하기를 좋아합니다. 작업에 

깊이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하나의 평면 

이미지가 아니라 가상현실 체험처럼 통과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이에 인쇄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간에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느낌으로 

애니메이션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애니메이션을 생각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위한 음악도 

만들었습니다. 음악도 작품에 완전히 연결되어 

분위기와 공간감을 조성하고 우주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미와 날치 

시계태엽오랑

최규석_ 안녕하세요. ‘두루미와 날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장승규, 최규석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함께 작업했고 

조각이나 퍼포먼스, 영상 등 조금은 다양한 매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어떻게 작업을 

해왔고 그 작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은 

처음 작업을 시작했을 때 찍은 일부 영상의 스틸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둘이 등장하는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둘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해보자, 두루미와 날치라는 팀을 

만들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둘이 대학교에 

다니고 자취하면서 같이 살게 되고 그러다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같이 살 때 저는 

낮부터 저녁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이 친구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아르바이트해서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둘이 보내는 시간이라고는 

자기 전에 영화 한 편을 받아서 같이 보고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도 영화를 한 편 만들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단은 

시나리오도 없고 제대로 된 카메라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화를 만들지 고민했습니다. 

당연히 배우도 없어서 저희가 배우처럼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찍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에 삼각대를 놓고 카메라를 

고정해 혼자 그 앞에서 연기하거나 말하는 것을 

녹화해놓고 가면 다음 사람이 보고 이어나가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그 영상들을 

보던 느낌은 약간 러브레터 같기도 했어요. 영상 

편지를 보는 느낌도 났고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는 

날에 둘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화면 안에 들어가서 아무 

몸짓이나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노는 

모습도 찍고 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나리오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편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둘이 녹화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화면 안에서 아무 의미 없는 

동작이 반복되고 둘이 걸어가고 장난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찍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희가 나오는 영상을 둘이 

방에서 보는 것이 조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는 장면을 찍은 초기 작업입니다. 

이렇게 화면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동작을 합니다. 

그 이상한 기분이 왜 들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 하나의 사람같이도 느껴졌습니다. 

관객이라든가 하나의 시점이라든가 하나의 

공간이라든가 그렇게 영상 자체에 대한 관심이 

이때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자는 계획에서 시작해 영상이란 무엇일까, 

영상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처음 같이한 

작업인데요. 주변에 카메라들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핸드폰으로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는 

상황을 담은 영상입니다. 만들고 나서 영상 

자체보다는 영상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스로 

처음 든 작업입니다. 이런 영상 작품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한 고민은 영상에 관해 그리고 미디어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잘 훈련되지 않은 우리 몸이 

나와서 제대로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미디어나 영상에 대해 맺고 있는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저희 작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승규_ 카메라를 놓고 둘이 화면 안에 

들어가서 찍히고 그것을 저희가 보면서 

편집하거든요. 스스로는 화면 안과 밖을 오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저희가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을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카메라를 

두고 동작이나 몸짓을 하는 시간에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끼면서 하는데 화면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몸짓들이 활자나 기호처럼 영상의 한 

부분으로 기능한다고 느꼈고 영상이 많아지면서 

그것들을 분류해야 하는데 동작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은 날짜, 크기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화면 안에서 우리가 행한 

몸짓들은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어떤 기분이 

들었고 몸짓을 행한다는 생생한 감정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화면이라는 프레임 안에 일종의 가림막이 있어서 

그것이 전달될 수 없고 저희의 몸짓이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몸짓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를 

바라보면서 화면의 막이 아니라 진짜로 무엇인가 

가려진 느낌의 막을 계속 상상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서로 눈을 가리는 작업인데 그런 막에 

대해서 작업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둘이 서로 

눈을 가리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서로의 

몸이 작용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몸짓을 

했습니다. 그것을 찍는 카메라가 있고 저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느끼면서 몸짓들이 얽혀서 

덩어리처럼 보이기를 바랐습니다. 카메라의 

시점으로 두 사람을 볼 때 구성으로 짜인 안무가 

아니라 계속 반응과 작용, 어떤 반응에 대한 반복 

같은 것들, 무의미한 몸짓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하나의 막이 생기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신 

것처럼 카메라를 들고 서로를 찍어줍니다. 프레임 

안에서 계속 사람을 촬영하고 동작이 얽히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프레임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올해 초에 「Offline Body 

Skip」이라는 공연을 했어요. 거기서는 영상에 

저희가 출연해 아까 말씀드린 공허한 몸짓을 

계속 반복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직접 그 동작들을 보여주는 식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라는 주제로 

타이포잔치에 참여했는데 저희는 화면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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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느꼈던 것, 화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신체적인 감각을 가지는 신체로서의 인물이 

아니라 프레임 안에서 활자화되고 기호화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일종의 동적인 의미에서 타이포그래피화로 

해석했고 그 타이포그래피화한 기호를 멈추어진 

유물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화한 

기호나 활자 그리고 유물이라는 주제로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최규석_ 저희 예전 작업의 일부를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는 기호화되고 추상화되고 단순화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 작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라는 주제를 타이포그래피화, 사물화 

같은 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런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생각해서 처음 떠오른 

곳이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첫날은 

박물관에 같이 갔어요.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천장 사진입니다. 박물관에 가서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켜고 여러 유물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던 

와중에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시장 

한편에 유골이 있었는데요. 그 유리 진열장 안에 

있는 유골 앞에서 어린아이가 설명을 들으면서 

지루했는지 비비적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영상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녹화되어서 여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만난다는 생각도 들었고 살아 있는 것, 사물이 

된 것, 유물이 된 것의 차이 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부터 박물관에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 손을 

잡고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온 어린아이들이 

박물관에 아주 많았어요. 그것이 조금은 

기괴하다고 느꼈어요. 중요도나 시간 연대기 

순으로 잘 정리된 박물관이라는 구조 안에서 

어린아이, 선생님, 수많은 다른 시간이 거닐고 

있는데 그것들은 어디에 위치할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그 유물처럼 되지는 않을까? 박물관이 

위치하는 자리는 어디인가? 수많은 시간이 겹치는 

곳에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유리 진열장으로 분리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유리란 것을 저희 작업 맥락 안에서 하나의 

프레임, 미디어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리서치를 더 

진행했습니다. 

장승규_ 지금 보시는 것은 ‘ASMR’이라고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의 줄임말인데 유튜브에서 

ASMR로 검색하면 이와 비슷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의 특징은 주로 행위자가 

화면 앞 정중앙에 위치해요. 그리고 화면을 

쓰다듬거나 무엇인가 만지는 제스처를 화면 

앞에서 행하는데 주 콘텐츠는 마사지나 안마 

같은 형태의 영상들입니다. 이 사람이 카메라에 

대고 가상의 안마나 마사지를 해주고 청각적으로 

마사지 소리가 들립니다. 박물관에서 프레임 

같은 것들로 어떻게 작업을 확장할 수 있을까 

하던 찰나에 ASMR 영상을 보게 되었고 조금 

기괴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프레임을 하나의 

막이나 가려진 상태의 무엇인가로 인식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행동했는데 이 영상의 경우에는 

무엇인가 정말 만진다는 촉각적인 느낌을 

전달해주는 감각이 새로 생겨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부위를 만지는 제스처를 취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신체가 언제 생겨났을까, 안마할 

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만지고 있을까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새로 생겨난 보이지 않는 

신체 또는 장기 비슷한 것, 그 신체에서 유발되는 

또 다른 감각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마사지를 받는 듯한 기분을 댓글로 

적어요. ‘정말 편안합니다. 오늘 밤도 ASMR

로 잠을 잔다.’ 이런 댓글들을 보는데 저로서는 

새로운 감각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프레임을 넘나드는 감각이 있을 수 있겠다, 동시대 

프레임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짧게 

3D 작업을 만들었어요. 가상의 3D 안마사가 

화면에 대고 마사지를 해주는 3D 영상인데 저희가 

느낀 막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박물관에서 프레임을 

중심으로 유물과 유물 아닌 것이 나뉘는데 그 

프레임 안에는 프레임을 넘나드는 감각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겠지만 새로운 

유물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영상 

작업인데 이것은 스틸 사진입니다. 물질이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한강에서 

전시한 작업인데 박물관과 ASMR, 프레임 같은 

저희 리서치를 합쳐서 새로운 가상의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한강에서 수집할 수 있는 각종 사물과 

점토를 이어 붙여서 유물처럼 만들어 전시한 

작품입니다. 

최규석_ 이 사진은 저희가 타이포잔치 

사이사이를 준비하면서 처음 계획안으로 

냈던 작품 모습입니다. 저희 작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습과는 매우 다릅니다. 아직 

리서치를 진행하지 않은 시점에 이 도안을 

작성했는데 세모, 동그라미, 다각형 등이 

있습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어떤 작품을 놓을지 

몰라서 스케일만 측정하고 이렇게 놓았는데요. 

최종 작품은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오렌지색 좌대 위에 오렌지를 올려놓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작업과 리서치가 진행됨에 따라서 

타이포그래피화는 무엇이고 사물화는 무엇이고 

오렌지는 무엇이고 사물은 무엇이고 이런 질문이 

여러 개 떠올랐어요. 지금 보여드리지 못한 영상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찍은 영상으로 「시계태엽 

오랑」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찍으면서 이것을 타이포잔치에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라는 형태로 전시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떠오른 제목이 「시계태엽 오랑」인데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소설에서 따왔거든요. 

그 『시계태엽 오렌지』라는 소설 제목의 뜻이 

궁금했어요. 저희 작품에 오렌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오렌지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하다가 

『시계태엽 오렌지』를 검색했습니다. 그 작가가 

처음에는 『시계태엽 오렌지』의 어원은 옛날 

속담에서 따왔다고 말했다가 또 ‘오랑’이 

말레이시아 말로 ‘인간의, 사람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이라는 뜻이라고도 했다가 

마지막에는 자연물인 오렌지가 기계 문명화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계속 말을 바꾸었다고 

해요. 소설과 무관하게 그런 설명이 재미있어서 

「시계태엽 오랑」을 영상 작품의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물을 리서치하고 타이포그래피화하는 것을 

리서치하다가 오렌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큰 

질문들 속에서 오렌지가 떠올랐는데 그 자체로 

하나의 기호처럼 전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의 답변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작품이 나왔고 이모티콘 같다고도 생각해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이렇게 축약되고 압축된 

답장을 언어로 달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추상화되고 단순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더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오렌지의 의미는 모르고 여기에 오렌지가 

왜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렌지 이모티콘을 

누른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예환 

다양한 출력 환경을 위한 규칙 아카이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8-2019 웹사이트를 담당해 그것을 하나의 

리서치 결과물로 전시하고 강연도 하고 평소에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송예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번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웹사이트의 

모습이고 중앙 현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는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typojanchi.org’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직접 사용해보실 수 있어요. 제 개인 

작업보다 이번 웹사이트 작업에 관해 설명하면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직관적으로 

타이포그래피가 출력되는 대상물로서의 

사물이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면 

타이포그래피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든가 

글자꼴 같은 형태라서 출력되어야 가시적이고 

의미를 가지니까 타이포그래피 자체가 사물과 

만나는 지점은 그 출력되는 매개체입니다. 예를 

들어 포스터의 경우에는 종이가 매개체 사물이고 

그렇게 가장 직관적인 사물은 타이포그래피가 

출력되는 대상으로서의 사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코딩해서 작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물이 웹브라우저 그 자체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리서치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 대한 저의 리서치 결과물이자 

그것을 담은 작품입니다. 

웹브라우저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가 포스터나 책을 

만든다면 먼저 판형을 잡고 시작하거든요. A4로 

뽑는다면 297×210mm 크기로 맨 처음에 비례를 

잡고 그리드를 나누거나 글자 크기를 정하거나 

하는 식으로, 판형을 잡고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픽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방법인데 웹브라우저를 

대상으로 진행하면 바탕에 있는 판형이 정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위에 무엇인가를 

쌓고 콘셉트를 잡고 코딩을 잡고 하지만 사용자가 

그 대상물에 데스크톱으로 접속하는지 모바일로 

접속하는지 와이드 화면으로 접속하는지 

크롬으로 접속하는지 사파리로 접속하는지 PC로 

접속하는지 맥으로 접속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 통제권이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거의 없다는 

것이 브라우저를 다루는 웹 디자이너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웹 디자이너는 자기가 디자인한 

대상물이 왜곡 없이 항상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출력되는 대상물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위 반응형 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다른 디바이스로 접속했을 

때 물론 왜곡이 있겠지만 크지 않고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그런 방법을 적용한 장치들을 웹사이트 뒤에 

이렇게 저렇게 쌓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PC

로 접속할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패드로 접속할 

때는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을 다 짜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이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웹브라우저라는 사물이 가지는 특징을 

가장 잘 포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화면 비례에서 웹사이트가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디자이너들이 사용한 장치를 하나하나 

수집하는 것이 제 리서치의 과정이었습니다. 웹이 

출판물보다 훨씬 역사가 짧다 보니까 지금도 

이 다양한 출력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립된 규칙이 별로 없어요.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은 있지만 규칙이 완전히 세팅되지 않았고 

디자이너끼리 서로 너는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나누는 식이거든요. 게다가 웹 디자이너는 

커뮤니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디자이너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것을 

아카이빙하고 조사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로 참고한 것은 이런 것들인데 

개인이 만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작위로 그 

규칙들을 소스 보기로 스크랩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웹사이트는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다수의 

사람이 만들어 웹에서 유통하는 css 스타일 

툴이거든요. 내려받아서 색깔을 바꾸고 글자체를 

바꾸면 “짜잔, 나도 웹사이트를 만들었지.”

라고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 틀이 

위에 보이는 ‘Bootstrap’이나 ‘Welcome css’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나 

다른 출력 환경에 대해 어떤 장치를 마련했는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추출했습니다. 그것이 위에 보이는 ‘css 

media query’와 저 단위들(vh, vw, %)인데요. 

예를 들면 글자를 화면에 배치할 때 이 글자는 

몇 픽셀이라는 식이 아니라 화면 가로 크기의 

몇 퍼센트로 해서 배치합니다. 화면 가로 크기가 

바뀌면 글자가 그에 맞추어 반응형으로 바뀌니까 

디자인 왜곡이 줄어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css media query’란 일종의 단위를 

마련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화면 가로 크기보다 

세로 크기가 길면 이 스타일을 불러온다, 화면 

가로 크기가 1,000픽셀보다 작으면 다른 스타일을 

불러온다, 이런 식으로 기준치를 잡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화면 

가로 크기의 1%일 수도 있고 세로 크기의 1%

일 수도 있고 화면 비례를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빨간색 점을 찍은 저 일곱 가지 장치들

(css media query-ratio, css media query-max-

px-height, css media query-max-px-width, 

css media query-min-px-height, css media 

query--min-px-width, vh, vw, %-screenheight, 

vh, vw, %-screenwidth)을 추출했습니다. 그 

장치들을 하나하나 대입해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장치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와닿지 않으니까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하나의 

원본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제 웹사이트는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전체 웹사이트의 

기능도 해야 하니까 타이포잔치 내용이 담긴 

웹사이트입니다. 원본 사이트를 보시면 우리가 

하는 리서치라든가 강연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실험 

결과물이면서 원자재로 사용되어야 해서 텍스트를 

1열로 죽 나열해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본 규칙들을 원본 사이트에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이트에 서로 

다른 장치들이 적용된 252개의 사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 사본 사이트들은 이 링크로 

들어가면 하나하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본 사이트의 모습인데요. 다는 아니고 그중 

일부를 캡처한 다음 루핑했는데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서 다양한 사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어서 잠깐 앞으로 돌아갈게요. 

원본 사이트는 이 흰색 박스가 가로 1300픽셀, 

세로 900픽셀 해상도 기준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화면 기준으로 가로 1400픽셀, 

세로 900픽셀이라 약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장치가 적용되다 보니까 원본 사이트가 다르게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본 사이트를 만들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본 사이트 중 하나인데 세로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로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 

텍스트가 그에 맞추어서 같이 줄어들어요. 반면에 

이 경우는 세로 크기를 기준으로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원상 복귀되는 장치가 

마련된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장치 

252개가 각각 나열된 사본 사이트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본 사이트들을 각각 쭉 

나열하고 이것을 252개로 잘라내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서 총 252개의 사본 사이트를 

이렇게 하나의 웹사이트로 모아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웹사이트가 지금 볼 수 있는 

타이포잔치 전체 웹사이트입니다. 1300×900

픽셀을 기준으로 하는 원본 사이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웹사이트를 1300×900

픽셀로 이렇게 줄이면 원본 사이트가 드러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화면 비례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만들어놓은 장치들에 대한 리서치 결과물을 

아카이빙한 인포그래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사본 사이트가 있지.”라고 말해주는 표지 같은 

느낌의 웹사이트이면서 타이포잔치 사이사이의 

웹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세라 

불명확한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용세라이고 이번 전시에 참여해서 「unclear」라는 

제목으로 작업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번 작업을 했는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타이포잔치이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어서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 타이포그래피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했어요. 

쭉 보면 아시겠지만 작업 시작 단계에서 

타이포그래피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조금 

소극적으로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치중하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를 가려지게 

쓰거나 조금 묻히게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노란색 작업도 글자가 

보일락 말락 한데 대개 과감하지 않게 그 정도로 

사용하고 가독성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혹은 

소위 그래픽 디자인의 완성을 위해서 아주 작게 

넣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완성을 위한 도구로만 타이포그래피를 

얹는 느낌으로 많이 이용했는데 약간 뺄 수는 

없지만 안고 가야 하는 식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미리 완성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문구를 찾아서 적는 정도 혹은 텍스트를 

온전히 이미지화한 작업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요. 

저는 스스로 그래픽 디자이너라 말하고 

싶은데 독일에서 일할 때만 하더라도 내가 

타이포그래피를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미지 메이커라고 부르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불리고 싶은데 왜 그렇지 못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 누가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없고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주 좋은 이미지에 얹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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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적인 텍스트가 이미지의 강렬한 느낌을 

방해하기도 하고 약간 그저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텍스트를 강하게 얹으면 쿨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의 

상관관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고민으로 리서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제가 주어질 때 별로 깊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빠르게 이미지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만들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직접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만들기는 했는데 만들어놓고 보면 

많이 추상적이고 딱히 한 단어로 무엇이라 말하기 

어려운 작업이 많이 나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구구절절하게 무엇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설명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본인 뜻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내가 만들면서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떠올리면 그 자체도 또 다른 재미라 

생각했고 관람객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다른 

사람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우선 만들고 나중에 

보니까 1 같은 형태가 나오면 이것은 숫자 1

이다, 넘버원의 개념이 있다고 가져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잘 모르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작업하고 

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더 힘든 일도 있었어요. 만약 여기 ‘사과’라는 

텍스트가 적혀 있다면 이미지의 강렬함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껌’인데 

텍스트가 없어야 이미지만으로 강렬함을 유지할 

것 같아요. 이것은 동산이라는 주제로 작업했는데 

보시는 분들은 아마 동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괜찮거든요. 만든 입장에서도 동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래픽 디자인 페스티벌 파리>를 위한 

작업인데 이 해의 주제는 스포츠였어요. 그런데 

스포츠를 너무 직접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율동감, 

운동감만 주고 싶어서 공과 선만 이용해서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리서치 작업은 

이미지와 타이포그래피가 한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벗어나 그야말로 글자와 이미지를 분리한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지 알아채기는 쉽지만 무엇이라 

부를 한 단어를 찾기 어려운 작업을 구상했습니다. 

불명확함이 주는 묘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타이틀드」라는 제목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을 볼 때 왠지 모르게 

실망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약간의 힌트 정도는 얻고 싶어서입니다. 

관람자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힌트는 주기를 원했던 

경험이 있어서, 힌트는 제공하되 함께 볼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몇 가지 선정해 그것을 표현했는데요. 

단어를 고를 때 하나의 사물에 대응하는 단어가 

많은 것이라든지 사물에 대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애매한 것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사투리처럼 지역에 따라서 

불리는 단어가 다른 사물 같은 것 아니면 명확한 

이름이 없는 조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했어요. 작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물이고 커피, 색깔, 프로그램, 

그림자, 쓰레기, 사람입니다. 더 있지만 실제로는 

다 움직이는 이미지들이어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미지는 제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작업인데요.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 노트북, 스크린 등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의 이미지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미지화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미지들을 빌려왔는데 ‘프로그램’으로 

검색하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트북 

형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면 하트 

혹은 심장인데 실제로는 움직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두근두근, 쿵쾅쿵쾅 같은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트 

외에 어떤 이미지를 가져다 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트 형태를 가져와서 작업하고 사랑을 

표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총 세 화면으로 나누어 한 화면당 네 가지 

요소를 넣었고 별도의 화면 하나에 그것을 위한 

힌트를 드렸어요. 어제 전시를 시작해서 공간에 

잠시 있으면서 보니까 직접적인 힌트이지만 

함께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숨은그림찾기 식으로 

보시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뒤를 

돌아보고 이것은 물이겠다 이것은 그림자겠다 

추측하면서 보셔서 의도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고 표현 방법도 각자 다르겠지만 

결국 같은 한 단어를 설명하는 상황인데요.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내 방식대로 표현하는지가 

늘 작업할 때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은 없다는 것에 대해 관람객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보아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작업했습니다. 실제로는 움직이는 이미지이고 

사운드도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작품에 글자를 넣을 때 폰트가 아니라 

손글씨로 넣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용세라_ 기존 서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손글씨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판단에 

따르는 것 같아요. 더 어울릴 것 같으면 손글씨로 

하고 아닐 것 같으면 서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어제 작품을 보고 오늘 이미지를 보니까 

색을 다양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세라_ 이것도 작업 과정에서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색깔을 

써야겠다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별 의도 

없이 어울릴 것 같아서 씁니다. 사실 흑백 작업을 

요구받을 때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색을 쓰고 

싶어서요. 일부러 다양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를 결합하는 방식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용세라_ 계속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한 화면에 사물 이미지를 

네 개씩 넣었는데요. 우선 엘리먼트 열두 개를 

다 따로 만들고 조합했을 때 어울리는 것으로 

구성해서 세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번 작업을 보면 움직이는 영상에 사운드가 

들어갔는데 사운드는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용세라_ 제가 프라울(Praoul)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일할 때 만난 구 파블라 

네슈베로바(Pavla Nešverová), 얼마 전에 

결혼해서 성을 따라 현 파블라 자브란스카(Pavla 

Zábranská)인 친구와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전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번 

작업에도 그 친구가 만든 사운드 중에 어울리는 

것을 골라서 사용했어요. 그 전시실이 조금 

작잖아요. 거기 들어갔을 때 약간 현실 같지 않은 

기분을 느끼기를 바랐거든요.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요. 거기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골라서 

사용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일하셨다는데 어떤 계기로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용세라_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티스트 

레지던스에 들어가고 싶어서 세 군데에 

지원했어요. 바르셀로나, 베를린, 하나는 아마 

암스테르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붙은 데에 

가려고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연락이 와서 가게 

되었는데 대학 시절부터 호르트(Hort)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침 호르트가 

베를린에 있으니까 지원해서 인턴십을 거쳐 계속 

일하게 되었고 지금 한국에 와서도 연결이 있어서 

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미지 안에서 아이콘을 결합하는 방식에 

규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세라_ 전혀 없고 우선 작업해서 괜찮다 

싶으면 결정하고 아니면 하나씩 다른 것을 

넣어보는 식으로 작업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와정

Stationary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와정입니다. 저희는 

미술 전반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생활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도 지금 이곳도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 

사라졌을 때는 잘 상상되지 않거든요. 계속 

고민하다가 저희가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에 접근한 

방식은 그 둘의 관계였어요. 존재하기 위해 서로 

필요한 공생 관계라 생각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좁혀 들어가 저희가 작업할 때 손에 쥐고 사용하는 

사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사물은 

가깝게는 펜이나 연필이 있고요. 개념 미술을 

하지만 미술 작업을 할 때 손을 사용해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한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깎거나 철을 다듬는 부분에도 항상 마지막 

디테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손에 쥐고 사용하는 사물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사물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의 글이 생각났는데 너무 딱 들어맞았어요. 

조르주 페렉의 『생각하기/분류하기』에서 한 

문단과 프랑시스 퐁주의 시집 『테이블』에서 한 

문단이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에 쥐고 사용하는 사물에 

관해 리서치했고 그것을 베이스로 아이디어가 

나온 작업을 보여드릴 텐데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확산하면서 가깝게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가상 체험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물론 4D라든지 향기를 대체한다거나 

진동을 주어서 실제로 그 공간에 있는 느낌을 

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이 우리가 

느끼는 촉감이라든지 물질성을 대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D 프린터라는 기술도 

개발되어서 손으로 만들지 않아도 입력값에 

의해서 조각품이나 오브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싫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관심은 

아무래도 동시대나 근미래보다는 과거에 조금 

치중하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취향대로 과거 지향적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에 쥐고 사용하는 사물에 관해서 

리서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 

제목을 설명해 드리자면 「Stationary」인데 ‘-nery’

가 아니라 ‘-nary’입니다. 

문구류라는 ‘stationery’의 사전적 의미를 

찾으려다가 철자 e를 a로 잘못 썼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단어가 나왔어요.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변하지 않는, 비유동적인’을 뜻하는 

형용사인데 작업할 때 사물들이 저희 손에 의해 

비로소 움직이지만 항상 주변에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목으로 

결정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업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여러 가지 사물을 선택한 

다음에 스캐너에 넣어서 직접 스캔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물을 실측해서 컴퓨터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하나는 스크랩북이고 다음은 테이블입니다. 

이 사진은 스크랩북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맨 

왼쪽 사진은 스캔한 연필의 이름을 따라 그리는 

장면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약간 필사의 

느낌도 들었어요. 옛날에 인쇄물이 나오기 전에는 

다 필사를 했는데 수도원마다 서체가 달랐다는 

이야기도 생각하면서 이름들을 따라 그렸습니다. 

스크랩북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감이 번진 듯한 경우는 평판 스캐너에 넣고 

스캔을 받았기 때문에 높이가 있는 사물은 

음영이 많이 생겼고 그에 반해서 납작한 사물은 

그러데이션 없이 평면으로 잘 나온 편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함께한 지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계속 같이한 사물도 있고 새로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이 테이프는 다 사용하면 또 

비슷한 테이프 제품을 사곤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많이 바뀌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크랩북에 있는 사물들이 잠기는 

혹은 심기는 형태의 테이블을 제작했는데요. 

높이를 정확히 측정해서 사물이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면 수평이 딱 맞는 구조입니다. ‘문구류’

가 아닌 ‘유동하지 않는, 고정된’이라는 단어에서 

각자의 자리에 계속 고정된 상황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용되는 문구류, 필기구류, 오브제가 

유동하지 않고 자리를 채워야 하는 구속, 속박에 

관한 이야기도 포착했습니다. 

작업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 

가운데 빈 부분은 종이라든지 컴퓨터를 놓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이나 무덤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프랑시스 퐁주의 ‘대패질이 잘 되어 

매끈하고 두께가 최소 … 펜으로 보면 그것은 

땅이다.’라는 문구에서 착안해 땅속에 묻힌 

스테이셔너리를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양극단에 있는 성격을 대변하는 작품을 만드는 

데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발랄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작품에 담고 싶었어요. 관이나 땅이나 어딘가에 

묻혀서 사라지는 것, 수평적으로 볼 때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작업과 여태까지 해온 기존 작업의 

연계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테이블입니다. 전시하는 작품도 

만들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도 몇 개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을 가구가 아니라 조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항상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Ms 

Ponge」라는 테이블인데 아까 보신 프랑시스 

퐁주의 『테이블』이라는 시집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업입니다. 주변 지인 작가들의 

워크테이블을 모아서 조각낸 다음에 합쳐서 

만들었어요. 작업의 흔적들을 가져오고 그 대신 

새 상판으로 교체해드리는 프로세스가 있었고 

시간성이 다른 것들의 유닛이 합쳐 하나의 개체가 

되는 작업이었습니다.

「Ms fragile」이라는 테이블의 의뢰자는 글을 

쓰는 분이라 소파에 앉아 글을 쓰는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협소한 곳에 

살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첫 번째 그림처럼 

접어두었다가 글을 쓸 때는 아래 양 날개를 펴고 

상판을 열면 노트북이나 자료인 책들도 올려놓고 

글을 쓸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로 변신합니다. 

「Mme Beckdoh」라는 제목의 테이블은 1인 

서점을 하는 분이 예닐곱 명이 앉아서 책을 읽는 

낭독회를 하는 데 사용할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만들었어요. 여러 개의 얇은 합판을 

이 점에서 저 점까지 일직선이라는 개념으로 

잘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두 다른 삐뚤빼뚤한 

형태가 나왔고 그 조각들을 붙여서 만든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과 같이 주문한 책장은 1인 

서점이라 책을 많이 가져다 놓을 수 없고 딱 열 

권의 책을 항상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양쪽으로 

열 권이 꽂히는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목발을 짚은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보기에 완벽하지 않고 무엇인가 불편해지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목발 

지지대가 없으면 넘어지는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책이 엎어져 있는 형태는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한옥이어서 기와 같은 

느낌도 동시에 주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가구들은 약간 취미처럼 

계속 가져가고 싶은 활동이라면 이제부터는 

「Stationary」와 기존 작업의 연계점을 작품으로 

보여드리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중심과 

주변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많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인 만큼 그중에서도 

타이포그래피와 관련이 있는 작업을 가져왔어요. 

2015년에 <문자 심포지아>라는 

페스티벌에서 야외에 설치한 작업 중 하나였어요. 

제목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평등함」

인데 실제로 저 형태가 티베트 혹은 부탄의 

문자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평등함’이라는 

뜻입니다. 

주류 언어가 아닌 주변의 언어를 사용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싶었고 저희가 부탄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탄 언어를 찾다 보니 발음은 다르더라도 

티베트와 문자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문자를 사용했고 티베트 말을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어요. 그분께 연락이 닿아서 

제목을 영문으로 드리고 번역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분이 번역을 여러 폰트로 보내주셨어요. 

폰트마다 한 언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림이 

너무 달라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필기체에 가까운 폰트를 선택했는데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폰트 중에 아동들이 쓰는 

폰트가 따로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평등함’이라는 뜻 자체가 

당시 중국과 티베트의 국가적인 관계에 대한 저희 

생각을 담기도 했던 작업이었어요. 

생활하면서 작업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작업은 모기장에 설치했어요. 모기장에 

하얀 실로 ‘still life’라는 문구를 수놓아서 설치한 

작품인데요. 지금 노화도라는 완도 아래 있는 섬의 

레지던시에 설치되어 있고 이 작업을 할 때 의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자가 

있는 지역에 이 작업이 없는 경우에만 설치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노화도, 제주도, 교토에 있고 

광주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still life’가 고요한 

삶이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 정물화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모기장 너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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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중요했습니다. 낮에는 모기장 너머의 

대상이 있는데 밤에는 그것이 차단되고 ‘still life’

라는 문구만 보이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다시 

자신에게 환기됩니다. 

이것은 「cutting boards」라는 작품입니다. 

저희가 어디 낯선 곳에 가면 도마부터 삽니다. 

나라마다 나무들이 다른데 나무라는 재료를 

좋아하고,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도마를 사는 

편이거든요. 작년에 3개월간 핀란드 헬싱키 

레지던시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사용하던 

도마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ethic, ethnic, 

aesthetic’이라는 단어에서 묘하게 반복되는 

철자를 유희적으로 이용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grocery list」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3개월간 

있을 때 했던 작업인데 레지던시에서 버려진 나무 

벽을 보았어요. 그때 저희 아이디어의 전체적인 

콘셉트가 전시 공간이 아닌 외부에 작업을 

설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스팟과 

오브제 같은 것을 찾았고 버려진 나무 벽 위에 

종이를 잘라서 붙인 작업입니다. 해외나 낯선 곳에 

가면 슈퍼마켓에 가는 것도 버릇 중 하나인데 

갈 때 그로서리 리스트를 적어서 가거든요. 

중간중간에 ‘inteligence’를 지우고 ‘ignorance’를 

집어넣는다든지 ‘portrayal’ 같은 단어를 넣기도 

하고 작가가 가져야 하는 덕목이나 태도 같은 것을 

한편에 같이 넣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good answer」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good answer’라는 텍스트를 밧줄로 쓴 다음에 

밧줄을 잡아당겨서 구기고 작은 우유 팩 하나를 

걸어놓았어요. 저희가 초등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둘 다 초등학교 때, 저희는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 우유 급식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착안해서 그때 받았던 우유 

급식과 똑같은 크기의 우유 팩 하나의 무게로 

인해서 ‘good answer’라는 문구가 우그러지는 

평면·입체 작업을 했습니다. 좋은 대답과 정답의 

구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든 작업입니다. 

이것은 「live and let live」라는 작업이고 역시 

초등교육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한편으로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전선으로 만든 ‘live and let live’라는 

문구는 어떻게 보면 저 건전지와 전구를 이어주는 

통로거든요. 그 통로를 이용해 서브젝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live and let live’가 개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문구인데 그것을 

통해 아이들에게 획일화를 벗어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의도를 내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The thing」이라는 작업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good answer」 작업처럼 밧줄로 

문구를 새긴 다음에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로 

저희 둘이 밧줄을 잡아당겨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매달아 놓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프닝 이후에 

오는 분들은 문자가 변형된 상태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ignature」라는 작업인데 미술 

작가로서 서명이라는 형태가 중요하거든요. 

작업의 종결도 되고 개런티도 되고 나의 캐릭터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서명을 이용해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로와정의 사인은 저희 둘의 

사인이 병합된 형태인데 사인의 형태 자체도 

유니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았어요. 1년간 

파리 레지던시에 있었는데 머물던 레지던시를 

종결하는 의미에서 방을 한 번 쓸고 거기에서 나온 

먼지로 사인을 남기고 오는 작업이었습니다.

페이퍼프레스 

패치워크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퍼프레스라는 

그래픽 스튜디오를 혼자서 운영하는 박신우라고 

합니다. 이번 프리비엔날레에 전시한 「패치워크」 

작업을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되었는지 일련의 

과정과 리서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사전적으로 패치워크는 

‘1. 각양각색의 헝겊을 잇댄 세공, 2. 긁어모은 

것, 잡동사니’라고 간단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패치워크의 이미지를 보시면 퀼트나 다양한 

조각보 같은 작업도 될 수 있고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창작자의 기호에 따라 선별·조합하고 

색을 맞추어 다시 큰 형체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타이포잔치를 위한 

작업을 하기 전부터 패치워크라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공예적인 부분보다는 패치워크라는 

방법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지 자체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보통의 작업 방향이라면 

큰 주제를 두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떤 과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한 뒤에 

이미지나 결과물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패치워크의 경우는 그것이 전복되어서 

내가 만들지 않은 소스들이 이미 산재하고 

그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의사결정을 한 뒤에 

그것들을 모으는 작업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소스들을 직접 만들고 결과물을 

취합하는 것과 다르게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쩔 수 

없이 붙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전체적인 형상이 

독특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어서 패치워크를 

만드는 방법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패치워크 방법론을 요약하자면 

어떤 경우의 수 안에서 내 의사 결정으로 

선택과 배열을 하는 이미지 조합 방식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 안에서 선택과 배열을 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타이포그래피라는 행위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은 제가 

무작위로 긁어모은 다양한 사람들의 작업인데요. 

그리드 안에서 움직이는 이미지 배열이나 기타 

이미지와 글자들을 붙이는 레이아웃을 잡는 

과정이 패치워크가 가지는 방법론과 밀접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arrange’나 ‘organize’ 같은 단어만 

검색해도 사물을 이미지적으로 예쁘게 정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칼럼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미적인 판단에 따라 

컴퓨터 평면 안에서 마우스로 이것저것 움직이는 

것 외에 비전공자들이 일상의 사물을 움직이고 

예쁘게 꾸미고 배열하는 행위와도 맞닿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디자이너가 포스터나 그래픽을 

만들 때 명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직관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밖으로 전시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타이포그래피와 패치워크의 관계에서 

공통점을 도출하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주어진 소재 안에서 나의 의사 결정으로 선택과 

배열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 둘의 교집합을 

뽑아서 이번 작업에 적용했습니다. 이번 작업의 

전신이 되는 이전 작업이 있었는데요. 10월에 

동대문 DDP에서 했던 <소통의 도구> 전시에서 

제 그래픽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연필, 자, 테이프, 

스티커 등 여러 가지 문구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패치워크의 방법을 가져오고자 

시도했어요. 그래서 큰 주제를 두고 그것을 위해 

제 소스를 만들어서 그 소스들이 주제 안에서 

하나의 맥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역전해서 일단 만들고 싶은 일련의 이미지를 

무작위로 생성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거친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만들고 싶은 패턴이나 

색상, 도형을 가지고 일곱 개 정도의 요소들을 

나열한 작업입니다. 이것들을 서로 다른 조합으로 

엮어서 펜, 스티커, 자 등 다양한 오브제와 

미디어 네다섯 개 정도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보시면 이런 식의 오브제들이 나왔고 

일곱 개 요소가 다 쓰인 것도 있고 쓰이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런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이 이번 패치워크의 

전신인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완전히 패치워크 작업의 방법론을 가져다 썼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요소 자체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질감의 요소들을 

만들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저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었고 완전히 타인의 

작업을 가져다가 배열하는 작업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나름대로 무작위의 그래픽 요소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합으로 다른 

결과물을 뽑아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제가 

작업하면서 목격하는 자체가 재미있었습니다. 

결국은 크게 하나의 오브제 세트로 묶이지만 

안에서 일곱 가지로 한정된 패턴들이 서로 다르게 

조합되면서 이 패턴과 저 패턴이 붙을 때 나오는 

생경한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 비슷하게 결이 

맞는 그래픽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의 조합에서 나오는 신선한 그래픽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인 작업의 생성 

과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노출되는 작업을 보면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작업 중’이라고 일부분의 

작업이 올라오고 며칠 뒤에 완성된 멋있는 작업이 

올라오잖아요. 디자이너의 어떤 미적인 판단을 

거쳐서 또는 레이아웃이 어떻게 변형되는 과정을 

거쳐서 작업이 탄생하는지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추상적이고 형태가 불분명하고 저도 

작업하면서 어쩌다가 이것이 나왔는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미적인 판단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을까, 

한 사람이 작업하는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더라도 

배열되는 순서의 과정을 끄집어낼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메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레이아웃을 하는 ‘

행위’로 전시하자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것을 전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전시장에 

한 유닛이 1800×1800mm인 철판 두 개가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훨씬 크게 하고 싶었어요. 

혹은 바닥에 눕혀서 방 전체가 패치워크를 

움직이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패치워크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조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가능한 선에서 제일 큰 패치워크 

그래픽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늘린 이유는 작업하는 저도 맥 화면 정도 크기 

안에서 마우스로 배열하던 행위를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행위로 크게 확장하면 레이아웃을 

경험하는 질감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픽을 

배열하는 행위를 마치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처럼 

치환하고 싶어서 최대한 그래픽이라는 요소를 

오브제로 느낄 수 있게 크기를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 베이스를 만들고 패치워크 

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전시장에 같이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픽 요소들을 취사선택할 

때 어느 정도 조건을 두었어요. 이런 이미지를 

놓으면 관람객들이 이렇게 배열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 아래에서 넣은 조건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구상 이미지들을 넣었어요. 큰 의미 

없이 제가 셔터스톡에서 구매한 것도 있고 만든 

이미지도 있습니다. 사람 아기, 눈, 뇌, 군중의 

이미지 등인데 이미지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할 

법한, 아니면 온전한 형태가 해체되었을 때 조금 

불편할 법한 이미지들을 수집해서 구상 이미지 

섹션을 하나 마련했고 나머지는 의미를 담을 수 

없는 패턴이나 추상적인 색면으로 구성했어요. 

그다음에는 텍스트 유닛을 마련했는데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or’처럼 

이미지 사이에 놓았을 때 어떤 의미를 만들거나 

혹은 의미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유닛들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구상 이미지, 추상 이미지의 

세 가지 유닛으로 소스를 구성했습니다. 원본 

소스의 작업자는 저라는 타자이지만 관람객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유닛을 가지고 놓인 상태를 

보면서 새로 조합하고 배열하는 것이 패치워크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서 프로젝트명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것도 텍스트 유닛인데 알파벳 a

입니다. 그런데 a라는 것을 잘 알아볼 수 없는 

폰트로 넣어서 텍스트와 추상 사이에 있는 

셈입니다. 

지금 2층 전시장에 가시면 이런 모양의 큰 

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설치한 

원래 모습이고 제가 설명서를 갖다 놓기 전에 

이미 많은 분이 보자마자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한 큰 그림은 옮겨지는 이미지들을 계속 

아카이빙해서 결국 전시가 끝나는 날 마지막에 

남은 레이아웃까지 모아서 하나의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기를 분리하기도 하고 다시 붙여서 

눕히기도 하고 뇌 사이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내용과 관계없이 낯설게 패턴들을 조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하고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미지와 

이미지의 조합이 색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기가 

자꾸 분리되었다가 누웠다가 합쳐졌다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편적으로 여쭈어보니 이미지를 

다루는 관련 전공자들은 아기든 패턴이든 

눈이든 다 이미지로 해석해서 따로 분해하시고 

비전공자분들은 계속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려고 

모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빙할 때 이것을 움직이는 분들의 직업이나 

간단한 신상 정보를 모으면 재미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카이빙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인스타그램에 태그만으로 

따로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긴 지 조금 

되었어요. 아이디처럼 태그에 관련된 피드만 쭉 

뜨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정리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에도 썼지만 ‘#typo_patch_work’

라는 태그로 전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몇 장 올라와 있습니다. 

전시를 보러 가서 한 번씩 움직이고 올려주시면 

전시 끝날 때까지 아카이빙되는 일련의 레이아웃 

변화 과정과 피드를 다 모았을 때 전체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패치워크 작업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강연 끝나고 2층에 가셔서 

꼭 ‘#typo_patch_work’로 태그해서 작업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개밖에 안 

올라와서 아카이빙이 못 되고 있어요. 전시가 짧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해주셔서 피드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_ 이미지를 구성할 때 추상, 구상, 

텍스트로 분류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신우_ 이미지의 선택 기준을 고민하다가 

제가 조건을 단 것인데요. 이미지를 움직일 때 

사용자들이 재미있게 스스로 조건을 달고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마련해드리고 싶었어요. 

보통의 패치워크처럼 패턴만 쭉 깔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조합할 때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분은 

스토리를 만들고 그래픽으로만 해석해서 조합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성격의 이미지들을 모아놓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나 눈처럼 다른 이미지와 붙을 때 

재미있게 조합되는 상상이 가능한 구상적인 

이미지 유닛 구성 패밀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의미 없이 그래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닛과 텍스트로 의미를 담아서 풀 여지가 있는 

유닛으로 나름대로 성격을 분리해서 마련했어요. 

여기에 딱히 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래픽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_ 처음에 아카이빙할 때 이 패턴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한 반응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박신우_ 아직 아카이빙이 여섯 개밖에 되지 

않아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적인 이미지를 

계속 합쳐서 스토리를 만들려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합쳐놓으면 다시 분리해서 아기 머리는 

왼쪽에 두고 다리는 오른쪽 끝에 두고 사이에 

이미지를 조합하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사진 촬영을 하면서 여쭈어본 결과로는 

전공자분들은 계속 분리해서 낯선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하셨고 아닌 분들은 자꾸 

아기를 합쳐서 눕혀 놓으셨어요. 물론 아주 

작은 사례라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직업군별로 

그래픽을 다룰 때의 차이에서 오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이 들었습니다. 

이세영

활자 구문론: 형태와 공간적 구조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2층에 타이포그래피를 직접 해보게 되어 있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작품을 미리 보신 

분들이면 제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했고 디자인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를 소개할 때 저조차도 

건축가인지 디자이너인지 기획이나 큐레이팅을 

하는 사람인지 단정 짓기 힘든 포지션에 있습니다. 

타이포잔치 사이사이에 참여하면서 「타이포그래피 

신택스(Typography Syntax)」라는 제목으로 

형태와 공간적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번 전체 주제가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이고 

타이포그래피를 사물이라는 3차원적 오브제와 

연계해서 바라보는 시선인데요. 저는 그래픽이나 

타이포그래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를 글자나 구문이 모인 것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번 전시에 참여한 분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다 타이포그래피로 

읽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는 

타이포그래피와 오브젝트, 제가 건축이나 공간 

디자인을 하면서 느낀 둘 사이의 차이점을 먼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오시면 정면에 이번 참여 작가 

전체가 참여한 리서치 내용이 있어요. 손으로 

화면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500개 정도의 

키워드로 이루어진 리서치인데요. 제 경우는 

다른 작가들이 진행하신 리서치 내용을 다 

읽어보고 제가 느끼는 사물이나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 

리서치에 다시 적용해서 타이포그래피와 오브젝트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리서치에서 드러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신택스나 구문론 그리고 

형태나 공간적 구조에 대해서 약간은 생소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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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리서치에 접근했거든요. 

타이포그래피라면 글자나 활자 또는 

그것으로 이루어진 그래픽 요소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활판 인쇄술과 관련해 글자의 

활자 및 조판의 디자인을 의미하는 말. 활판술. 

활자 서체의 배열을 말하는데, 특히 문자 또는 

활판적 기호를 중심으로 한 2차원적 표현을 

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보게 

되는 타이포그래피는 2차원적 표현을 칭한다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작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들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차원적 표현을 칭한다고 제가 

이전에 생각한 것과 유사한 정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은 ‘일과 물건을 아우르는 

말’이고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 특히 ‘

물질세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질’이나 ‘특정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이 

3차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물이라는 단어는 

3차원적이고 타이포그래피는 2차원적이라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원의 

것들을 믹스업하거나 둘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것이 이번 전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연구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여러 작가분이 찾은 

내용을 보았는데요. ‘상하, 전후, 좌우 세 방향으로 

퍼져 있는 빈 곳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차원적 공간을 규정하는 정의가 

많았습니다. ‘공간이란 사람이나 사물이 점하고 

있는 장소 또는 인간의 활동이 행해지는 장이나 

물체의 운동이 그 속에서 전개되는 넓이를 

말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을 

받아들이는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사물로서의 타이포그래피가 3차원 공간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신택스도 여러 정의가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 규칙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2

차원의 타이포그래피와 3차원의 오브젝트라면 

저로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건축에서 신택스가 

사용되는 경우는 계량화된 숫자나 더 객관화된 

지표로 공간을 표현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타이포그래피의 

배열이나 조합에 어떤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타이포그래피가 좋은 타이포그래피인가 할 때 

그냥 “조화로우니까요. 잘 어울리니까요.”라고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공간이 

좋은 공간인가 할 때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툴로 신택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포그래피도 

3차원으로 확장된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건축에서 사용되는 툴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구문론에 대해 그래픽 

디자이너가 내린 정의입니다. ‘페이지의 단어와 

문장을 형성하기 위한 인쇄상의 기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요소인 문자, 단어, 선, 열 

및 여백은 활판 인쇄 공간, 시각적 계층 구조, 

ABA 양식 및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해 전체로 

응집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면도도 제 

연구에 포함이 되는데요. 아이러니한데 건축에서 

신택스를 분석할 때 3차원 공간을 분석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툴은 평면도입니다. 여기 건축을 

전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건축을 표현하는 데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로 시작해서 2차원적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평면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공간에 적용하는데 그것이 신택스의 

한계로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2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타이포그래피에 

신택스라는 툴을 적용하면 더 정확하고 계량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건축보다 2차원적인 

기존 그래픽 결과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신택스와 

타이포그래피가 연결되는 단어가 레이아웃이라 

생각하고 투명한 시트 위에 글씨를 써서 계속 

레이어로 점층하는 작업을 시도했어요. 뒤에 

더 자세한 예시가 나오겠지만 레이아웃을 

레이어링하는 작업을 통해 계량화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아직은 

리서치가 진행 중이고 오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리서치를 나중에 

분석하는 데 적용할 기준이라면 여백, 배열 그리고 

특히 시선, 시각처럼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지에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2011년에 신택스로 연구해서 

논문을 발표한 일본에 있는 가나자와 21세기 

뮤지엄입니다. 사나(SANAA)라는 건축가가 

디자인했고 뮤지엄 공간이 이렇게 개별적인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어요. 건축가가 각각의 

단위 공간을 동그란 전체 평면 안에 배열하는 

시도를 통해서 디자인한 건축물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 분석인데 여기서 신택스라는 것을 다 

설명할 작정은 아닙니다. 신택스는 기본적으로 

건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컴퓨터 

렌더링을 통해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연구에 적용한 것은 시선입니다. 사람의 노출도와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 영어로 하면 ‘visual 

access’와 ‘visual exposure’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적용했습니다. 평면도를 분석했는데 뮤지엄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높이의 기준 차이가 

없이 벽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어서 평면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높이가 다르면 더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각각에서 사람들이 공간을 

얼마만큼 바라볼 수 있고 역으로 공간에서 사람이 

얼마만큼 노출되는가에 대해 저 대신 컴퓨터가 

더 정확하게 분석해줍니다. 이것은 비주얼 

액세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코너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방향, 전체 공간으로 

확산하는 시선의 축이 촘촘하게 분산됩니다.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액세스가 높은 지점이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액세스가 낮은 지점입니다. 이런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 큐레이팅이나 전시 기획을 할 때 미술관에 

들어와서 처음 눈에 띄는 공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을 놓거나 또는 너무 액세스가 높다면 오히려 

벽을 세워 액세스를 전체 공간으로 분산하는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평면에서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어떤 

공간은 입체적인 작업을 놓아야 하고 다른 공간은 

더 평면적인 작업을 놓아야 한다고 공간 자체를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작업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동선이라든가 시선 

즉 인지적 요소들이 물리적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디자인한 공간 안에서 실제 체험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실수요 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 건축이 

좋은지 아닌지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량적 요소에 관련된 연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작업이 지금 

2층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나가 건축물을 

디자인한 것처럼 임의의 그리드를 관람객에게 

제시하고 이번 타이포잔치 포스터에 사용된 

텍스트를 그 평면과 연결해 관람객이 다시 

적용하게 만듭니다. 그 공간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써보게 하는 

것입니다. 건축이라고 치면 이런 조사입니다. 

사람들한테 건물에서 입구로 들어간 다음에 

자유롭게 한번 움직여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동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동선 여러 개를 

레이어링한 것이 아까의 결과물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이것에 대해 

써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을 디자인할 때 많이 

고민했어요. 위에 진짜 건축처럼 물리적인 

오브제들을 올려놓고 주변에 텍스트를 써보라고 

할까 아니면 더 레이어를 주어서 입체적인 연구를 

해볼까 그리고 이것은 아카이빙하기 힘드니까 

크기를 조금 줄여서 아이패드 같은 것으로 더 

많이 아카이빙하는 편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등 계속 고민했는데 그래도 포스터에 관련된 

콘텐츠를 그대로 남긴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체험적인 전시를 디자인했습니다. 

두 개의 패널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써주시면 맞은편에 투명 시트를 계속 

점층해서 그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서치로 발전한다면 관람객에 대한 정보라든가 

더 여러 가지 요소에 제한을 두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시도이고 전시에 여러 특정되지 않은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놓아두려고 했어요. 

어제 하루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제가 거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관람객이나 

디자이너들 또는 나이 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하실 때 관람객 정보를 조금 받고 더 구체적으로 

리서치의 꼴을 정해서 보완하면 재미있겠다는 

아쉬움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고는 했지만 현장에서 나온 결과들이 

다이내믹했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시트를 걷어서 반대편에 조명이 

있는 바닥에 레이어를 점층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두 가지 패턴을 설정했는데요. 결과물이 

최대한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가장 간단한 

장치들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다란 원이나 

사각 프레임 등을 사용했고 이것이 사각형이 

들어간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쌓인 결과물입니다. 

어제 진행한 결과인데 양쪽이 굉장히 달라요. 

어찌 되었든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공간 구조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패턴이 

다르고 제가 제시한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이 

쓰는 타이포그래피 유형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그 패턴과 텍스트 간의 

강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제가 

빨간 사각형을 디자인했는데 그 바깥 부분에는 

아무도 텍스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 겹의 레이어가 집중되는 지점과 

비어 있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노트 디자인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 그리드 시스템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 조금 더 의도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사진을 찍어서 스캔했는데 하나하나 

패턴과 연결해서 일반 참여자분들이 이렇게 다른 

결과물을 내주셨고 점층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따라서 사람들이 

타이포그래피를 집중시키고 여기에도 사각이 

지금까지는 아주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드러날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에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장점

조화를 위한 실험

장수영_ 안녕하세요.

양희재_ 저는 양장점의 양을 맡은 

양희재입니다.

장수영_ 저는 양장점의 장, 장수영입니다. 

저는 한글 디자인을 하고 양희재 씨는 라틴 

알파벳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서체라는 것이 

라틴 알파벳, 한글, 숫자, 특수 문자까지 세트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 의기투합해서 

스튜디오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튜디오 

구조가 이번 전시에서 저희의 주제와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스튜디오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전시를 설명하기 전에 전시와 

연계되는 것이라서 양희재 씨와 제가 과거에 

한 작업과 같이한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작업 

설명은 없고 이미지를 쭉 넘길 테니까 이런 것을 

했구나 하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제 작업이고 저는 박리다매로 일해서 양희재 

씨 것보다 많아요. 여기부터는 저희가 같은 

주제를 공유해서 라틴 알파벳과 한글을 같이한 

작업입니다. 스튜디오 특성상 서체 한 벌을 

만들려면 하나의 콘셉트를 공유해 각자의 문자를 

가지고 재해석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작업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영영 맞출 

수 없는 것인가? 결국은 따로따로인 것인가? 

스튜디오가 언제까지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는데요. 일단 문자 특성상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발달해온 

과정도 다르고요. 영문에서 개럴드, 트랜지셔널, 

이런 계열이 한글로 치면 명조체가 되겠지만 붓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서체라서 도구적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맞추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번 전시를 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공유하고 각자의 문자에서 나온 각기 

다른 필터를 빼고 원초적인 조형으로 둘이 한번 

맞추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앞서 보신 양희재 

씨 작업의 엘리먼트로 구성한 것이고 이것은 제 

작업의 엘리먼트를 합쳐놓았어요. 이것만 보아도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결국 이것이 문자 자체의 

특성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양희재 씨와 

나의 개인적 취향의 발로인가? 아니면 로마자는 

어센더, 디센더, 베이스라인, 엑스하이트, 이런 

수평적으로 나열되는 구조이고 한글은 자소들이 

네모꼴 안에 꾸역꾸역 들어가는 선천적인 구조적 

특성의 차이인가? 저희도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본 적은 없고 항상 일이 닥쳐서야 어떻게 

맞출까 하는 식이라서 이번 전시를 통해 원초적인 

고민을 해보려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양희재_ 이번 리서치 과정에서 보여드리게 된 

작업의 제목은 「조화를 위한 실험」입니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설명이 없는 불친절한 형태여서 

작업의 기획 의도와 과정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면 

이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느낀 점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프리비엔날레에 

초대되면서 전체 행사가 타이포그래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모든 재료가 

타이포그래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식의 

문구가 있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우리 스튜디오 

혹은 서체 디자이너로서 타이포그래피가 나에게 

어떤 형식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체 디자인을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는 이렇게 일반 

디자이너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크게 

확대한 환경에서 글자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이 안에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 혹은 우리의 

개인적 의도를 담아야 합니다. 서체라는 것이 

그냥 예쁘다는 말로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은 무엇을 보여준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조형을 다루는 형식 안에 의미를 넣어야 

해요. 이런 작업 환경에서는 언어라기보다 

도형과 공간, 검은색과 흰색의 관계 같은 것들 

안에 우리가 꼭 넣어야 하는 의미들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 안에 있는 세계, 그 안에서의 

조형 문제가 우리에게 타이포그래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각자 그려서 

다른 언어의 결과물로 내보이게 됩니다. 저희 

스튜디오 특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글은 한글 

디자이너가, 영문은 영문 디자이너가 한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지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 우리가 

다른 스튜디오와 다른 점이고 계속 어필하는 

부분입니다. 맞추려야 맞출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이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작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적인 리서치 작업이 이번 

전시 결과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설명할 때 서체 디자인 문화 안에서 많이 언급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글자에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담았다.’ 저보다 실무 경험이 많은 

장수영 디자이너의 경험에서 나온,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한 적이 많아요. 글자에 

정말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지, 단순히 

영업을 위한 형용사적 표현이 아닌지, 이것을 

계속 답습해야 하는지, 어떻게 글자로 표현해야 

하는지…. 그래서 글자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카테고리로 나누어 열네 가지 키워드로 

작업하고 그것들을 합치는 과정이 저희 작업의 

프로세스입니다. 

장수영_ 어디에서 많이 본 단어들이잖아요. 

서체를 설명하기 위해 나오는 미사여구들이요. 

대표적인 것들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전용 서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다 

비슷해요. 현대적이면서 심플하면서 유니크하고 

거기에 신뢰감이 들어가야 해요. 어떤 기업이 

우리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면서 구질구질한 

느낌으로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콘셉트로 이 회사 저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다르게 

표현하느라 디자이너가 죽어납니다. 시기/

시대적인 것, 인상/감성적인 것, 그 밖의 형용사적 

표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는데 

이 키워드 자체가 그런 작업에 대한 반문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재_ 저희가 실제로 일할 때의 프로세스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퀘스트가 

있을 때 회의를 아주 많이 하고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공유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고 각자 작업해서 이것이 완성 

형태다 싶을 때 만나서 그것이 가지는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줄이면서 조율하는 것이 저희의 

서체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왜 안 맞고 

맞추기가 어려운가, 그 문제가 언어 때문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 작업에는 언어라는 

필터를 제하고 그 프로세스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색상은 흑백만으로 구성한다. 특정 이미지나 

심벌 등을 연상시키는 연출은 배제한다. 투시/

원근법 등 입체로 해석될 수 있는 오브제와 연출을 

배제한다.’ 이런 요소들만 제한하고 앞의 키워드에 

대해 자신의 표현 방법으로 조형을 완성했을 

때 둘이 만나서 또 하나의 결과물로 완성하면 

우리가 계속하는 글자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서 

고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제한 사항과 키워드만 가지고 따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각자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이미지가 나왔고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합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처음은 ‘현대적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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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키워드를 

다시 제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워딩으로 모두 

바꾸었어요. ‘현대적인 것은 무엇이다.’라고 바꾼 

다음에 그 ‘무엇’을 그렸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작업을 진행했고 ‘현대적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동그라미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서체 디자인에서 무엇인가를 

동그랗게 하려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정말 

동그랗게 그린 원으로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글자에서 동그라미를 표현할 수 있게 조정된 원을 

두 개 그렸습니다. 

장수영_ 프레젠테이션에서 왼쪽은 제 

작업이고 오른쪽은 양희재 씨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의 세 가지 전제 외에 중요했던 전제가 

합치기 전까지는 서로 작업을 절대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전혀 공유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작업한 것을 놓고 

보니까 평소 작업 스타일이 저는 네모꼴 안에 한글 

자소들을 배치하면서 공간 분배 위주로 신경을 

쓴다면 양희재 씨는 기하학적인 로마자의 조형 

자체에 신경 쓰는데 문자라는 필터를 빼고서도 

화면 구성에 각자의 캐릭터가 적용된 것 같아서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현대적인’에 대해 

점, 선, 면 그리고 수직, 수평, 정각 45도 등으로 

화면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모던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양희재_ 그렇게 해서 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현대적인’의 그래픽입니다. 다음은 ‘

미래지향적인’인데요. 

장수영_ 저 다각형의 흑백 반전된 조형 

자체가 현대에서 다각도로 세포 분열을 해서 

미래를 향해 꿈틀대며 나아가는 조형이라면 이 

지면에서 어디에 위치할 때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보일까 해서 사람으로 치면 먼 산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화면 왼쪽 아래에 배치했습니다. 

양희재_ ‘미래지향적인’으로 제가 생각한 

형태적 키워드는 돌진, 소실점, 목표 등이었어요. 

그것들을 모티브로 이런 선들을 그렸습니다. 

장수영_ ‘미래지향적인’을 조합할 때도 

제 그래픽의 위치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음은 ‘고전적인’인데요. 클래식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던보다는 아무래도 곡선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단순히 곡선이면 소프트한 느낌이고 

클래식이라면 곡선상에도 흔히 말하는 ‘에지’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조금 예리한 표현을 

가미해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양희재_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같이 

작업하지 않고 서로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완성했거든요. 저도 곡선인데 파르테논 

신전 기둥이 가지는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그런 

것이 고전적인 형태가 아닐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곡선이 가지는 ‘에지’가 공통된 심상이었던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해서 만들어진 

작업은 이런 형태입니다. 

장수영_ 이것은 ‘귀여운’인데 개인적으로 

귀여운 것을 정말 못 하거든요. 기초 조형인 

세모난 것, 네모난 것, 동그란 것 중에 동그란 

것이 가장 귀엽다고 생각해서 원을 베이스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귀여움을 담아보았습니다. 

양희재_ 저는 풍선, 부풀어 오르는 느낌, 텐션 

등을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장수영_ 다음은 ‘우아한’ 콘셉트인데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있어야 하고 

직선적인 요소와 함께 놓일 때 곡선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직선과 

곡선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조형미에서 우아한 

아름다움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양희재_ 제가 생각한 우아함은 자유로운 듯 

계산된 곡선이었어요. 자유롭게 그린 것 같지만 잘 

정돈된 패스와 긴장감을 가진 형태가 우아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것을 넣을 곳이 

없어서 아래에 조그맣게 넣었습니다. 

장수영_ 이것은 ‘섬세한’인데요. 극세사, 나노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양희재_ 발표 전에 이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했는데 실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꾸민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저도 바늘로 실을 꿰는 

느낌을 생각했어요. 바늘귀에 실을 딱 넣어서 쫙 

뽑는 느낌이요. 다르지만 가지고 있던 생각은 

비슷했다는 점에서 저희에게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장수영_ 다음 ‘밝은’도 조금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 넣은 흰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일 밝지 않나 해서요. 빛의 파장을 생각해서 

원의 패턴을 만들었는데 지면이 밝아 보여야 

하니까 선을 가늘게 쓰고 곡선을 중간중간 다 

끊어서 전체적으로 배경에서 여백이 통하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양희재_ 이 조형은 서퍼가 기다리는 파도를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말했더니 무슨 소리냐는 

피드백이 오기도 했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어찌 되었든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생각하지 못할 만한 

무엇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밝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조금 멀리 나갔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형태였습니다. 

장수영_ 다음은 ‘부드러운’이라는 주제인데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부제는 딥 키스입니다. 

양희재_ 저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딥 키스가 

아니라 에어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부딪쳐도 

다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생각했습니다. 

장수영_ 다음은 ‘차분한’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랜 시간을 두고 무엇인가 축적되는 것인데 

대상화를 하자면 지층의 단면 같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아무래도 수직선보다 수평선이 차분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두께가 다르게 쌓아서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양희재_ 제가 하는 작업에서 차분한 대비를 

생각할 때 소문자 n의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을 

이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 차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곡선과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을 만들었습니다. 

장수영_ 다음은 ‘인간미가 있는’이라는 

주제인데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약, 움직임, 궤적을 곡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양희재_ 저는 ‘인간미가 있는’ 것을 ‘흔들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흔들흔들하는 

느낌이요. 인간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모양을 그렸습니다. 

장수영_ 다음은 ‘조화로운’인데 같은 것들의 

나열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모여 어울릴 때 

조화라고 생각해서 원 베이스 하나를 축으로 두고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를 둘러서 중심축을 가지는 

각각의 태양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조화롭게 

보이는 식으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양희재_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조화롭다는 것은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직선, 곡선, 정원, 반원이 어울리는 조형을 

만들었습니다. 

장수영_ ‘유니크한’인데 말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전혀 시도하지 못한 유일무이의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조합 패턴을 

만들었어요. 

양희재_ ‘유니크한’이 서체 표현에 많이 

쓰이는데 유니크한 것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는 획을 그려나갈 때 강약의 강한 대비에 쓰는 

느낌 같은 것들이 유니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장수영_ ‘스마트한’은 직관적으로 ‘스마트!’

를 표현했어요.

양희재_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는데 

만들어낸 조형은 유사하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수학적인, 계산된, 분할의’ 등을 생각하고 

만든 이미지입니다. 

장수영_ 다음 ‘신뢰감 있는’도 어려웠는데 

기초 조형 중에서 가장 신뢰감 있어 보이는 

것이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상에서 

아래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배치할 때 안정감 있고 

신뢰감 있어 보여서 이렇게 구성했어요.

양희재_ 제가 이미지를 만들 때 들었던 

생각은 신뢰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흑과 

백, 회색 인간이 아닌’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열네 장의 모티브 그래픽 같은 

형식으로 나왔고 저희가 큰 스케일을 좋아해서 

아주 크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게, 포토월로 

두고 찍고 싶게끔 해놓았습니다. 

장수영_ 이번 전시 준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앞으로 양장점의 서체에는 절대 ‘

유니크한, 신뢰감을 주는’ 따위의 키워드는 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양희재_ 저희가 만든 글자가 만약 그따위 

키워드로 나온다면 저희가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너희가 이러지 않았다. 

원래는 달라지려고 했다. 그렇게 초심을 상기시켜 

주세요. 열심히 글자를 그려서 여러분의 지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일드

obobjects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타이포잔치 

사이사이에서 「obobjects」라는 작업을 

전시하는 파일드(filed)입니다. 저희는 네 명의 

포토그래퍼인 강경희, 이민주, 이소정, 정다혜와 

한 명의 디자이너인 유현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파일드는 사진 이미지를 소재로 각기 다른 

내용의 문서들을 느슨한 연결로 묶어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는 파일의 방법론을 취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네 권의 책을 

하나의 파일로 엮은 독립 출판물 『Filed: the book 

of filed images』를 <언리미티드 에디션>과 <

언폴드 상하이 아트북페어>에서 선보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웹사이트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작업 일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filed.kr’로 접속하시면 지난달에 참가한 <Zine 

Night>라는 행사에서 전시했던 저희의 단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작업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편의점에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빙그레사와 세븐일레븐이 협업으로 만든 메로나 

수세미라는 것인데요. 메로나 형태이지만 

수세미 기능을 가지는 사물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물이 기능적이거나 시각적 또는 다른 

여러 이유로 결합하는 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부터 「obobjects」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로나 수세미처럼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결합한 양상을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저희에게 익숙한 

예로는 짬뽕과 짜장면이 결합한 짬짜면이 있고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잘 인식하기 어려운 

예로는 카메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이 결합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린 

메로나 수세미처럼 조금 낯선 예로는 어항 시계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물 결합 현상에 

주목해서 이 현상을 소재로 리서치 기반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사물의 

선정과 촬영이고 두 번째는 이름의 부여와 합자 

제작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물의 선정과 촬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결합 사물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 수많은 결합 사물 중에서 특정한 기준으로 

사물을 선정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각각의 기능이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사물인 것, 그리고 저희에게 익숙한 

사물과 낯선 사물을 섞어서 총 열 가지 사물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물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다가 사물을 집중적으로 담담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르인 정물화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별다른 요소 없이 사물 자체만을 이용해서 

정물화 시점과 방식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사진의 배경 역시 사물 결합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두 가지 색이 결합한 그러데이션 색상으로 

했는데요. 종이가 아닌 천을 이용해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그러데이션 배경을 

바탕으로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선정한 사물의 

특징을 살려 촬영했습니다. 

리서치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비슷한 

결합 사물들을 고안했던 것을 알게 되어 생각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 

특허청에서 해당 사물을 검색해 찾은 유사한 

예 세 가지를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진에 있는 스포크는 스푼과 포크가 

합쳐진 예인데 이것이 최초로 스포크 특허를 

받은 스케치입니다. 유사한 예로 나이프와 포크가 

합쳐진 경우도 있었고 자르는 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진 스포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걸레와 

슬리퍼가 합쳐진 것인데 지압판이 더 합쳐졌거나 

리본 장식이 된 경우도 있었고 모두 아주 유사한 

기능을 동시에 떠올렸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거울과 빗이 합쳐진 예시인데 이것이 해당 

스케치이고 옆에 거울이 내장된 형태나 빗의 등판 

전부가 거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자 테이블은 정확히 이 스케치로 만들어진 

것인데 더 변형되어 퍼즐 형태인 액자 테이블도 

있었고 다리 부분에 액자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착형 액자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결합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런 것들에 이름을 

부여하고 합자로 된 이름을 제작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새로운 대상이나 현상 

혹은 문화가 생기면 소통의 편리함을 위해 이름을 

붙이고는 하는데 예를 들면 짬짜면처럼 이미 

굳어진 채로 사용되는 이름도 있지만 아직 적절한 

이름이 없는 결합 사물도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상을 가시화하기 

위해 각각의 사물에 직관적인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합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합쳐진 

사물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도록 이름을 조합해서 

만들고 여기에 합자로 만들어진 이름을 부여하는 

것까지 작업했는데요. 합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두 개 이상의 특정한 문자 조합이 한 

덩어리의 글자 모양 즉 글리프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효율성과 

심미성 그리고 가독성 등을 이유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사용됩니다. 합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합자가 공간과 기능 그리고 

시각적인 이유를 고려해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제작한 합자는 사실 별개의 단어를 강제적으로 

결합한 것이어서 논리적인 기능보다는 유희적인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제작한 열 가지 합자 이름이고 아까 

배경에 사용했던 두 가지 색을 활용해 콘셉트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합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은 두 개의 원이 

겹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직선과 원이 겹치는 

형태, 세 번째는 두 개의 직선이 겹치는 형태, 네 

번째는 연속적인 선의 형태입니다. 

다음은 전시장에 설치된 저희 작업의 

모습입니다. 사물은 기능이 최적화된 형태를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시대적 욕망의 

변화에 따라 변주됩니다. 「obobjects」는 형태의 

변형과 기능의 병합이라는 사물 결합 현상이 

합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 

사물로서의 문자와 변형된 사물로서의 합자에 

관한 유희적 탐구를 하고자 했던 작업입니다. 

저희 작업은 지금 전시장 2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커스를 사물 각 지점에 다 맞추어 촬영해 

합성하신 것인가요? 

파일드_ 그렇게 촬영하지 않고 그냥 

촬영했습니다. 

합자를 만들 때 사물이나 문자를 결합하면서 

무엇인가를 빼야 하는데 어떤 고민이 없으셨는지 

듣고 싶고 특허청에서 자료를 리서치했을 때 결합 

사물들의 특징이나 패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파일드_ 합자를 만들 때 스포크가 이미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스푼과 포크가 합쳐진 

규칙에 기반해서 다른 이름들도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몰리퍼는 걸레를 뜻하는 ‘mop’과 

‘slipper’에서 공통인 철자를 제거하고 합쳐지는 

부분의 합자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o와 l을 합친 

합자를 제작했고, 다음으로 특허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물들을 검색하다가 그것들을 최초로 

만든 사람에 대해서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보았더니 여러 사람이 동시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신청했고 그렇다 보니까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차이로 

누군가 최초의 개발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유사하게 결합한 다양한 사물들을 

찾아보았는데 저희가 세 개씩만 가져왔지만 

수십 수백 개인 사물도 있어요. 슬리퍼와 걸레를 

합친 것만 해도 수십 개를 찾을 수 있었고 제일 

명확하게 결합이 잘 보이는 예들을 선별해서 

전시와 이 발표를 위해 가져왔습니다. 

열 가지 사물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궁금합니다.

파일드_ 스퐁러브(spongloves), 몰리퍼

(molipper), 스포크(spork), 쳬어륑(chairwing), 

건블(gunbble), 프레임블(framble), 

나이포프너리저스(knifopenerissors), 브러시러

(brushirror), 치코크(chicoke), 펜슬레이저

(pencilaser)입니다.

보여주신 이미지들은 어디에서 가져오셨고 

저작권이 어떻게 되고 그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것을 그리는 담당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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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드_ 특허청에서 검색하시면 다 찾을 수 

있는 이미지이고 모두 내려받게 되어 있어요. 

개발자 이름이 적혀 있어서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등록 번호와 

사물 이름을 전시장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림 톤이 백과사전 도판 같아서요. 

파일드_ 전부 실제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뒷배경 천 색깔을 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하셨나요?

파일드_ 색 선정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첫 

번째로 저희 모두가 좋아하는 색이었고 두 번째는 

크로마키에 보통 사용되는 연두색과 파란색을 

이용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물과 겹치지 않는 색으로 설정했습니다.

2층 복도에 미로처럼 막힌 상태를 피해서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파일드_ 전시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자로 

된 공간을 요청했어요. 저희가 복도를 원했고 

처음에는 일렬로 배열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의도한 순서대로 사물을 보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꼭 일렬로 

배열하지 않아도 동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배치를 지금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통로이기 때문에 동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뒷면을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서 볼 때 모든 

사물이 조금씩 보일 수 있게 배열한 상태입니다. 

합자를 만들면서 단어 둘의 앞뒤 순서를 

어떻게 정하셨고, 영어를 사용하셨는데 만약 

한글로 했다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파일드_ 그것을 고민하다가 스포크 조합 

규칙에 기반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철자 위치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최적화된 순서로 배치해서 합자를 제작했고 

사실 한글 이름도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 내에 

작업하기 어려워서 일차적으로 영어를 가지고 

시도했습니다. 

전시 배치에 순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순서를 부여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파일드_ 상당히 시각적인 이유였는데 뒤에서 

합자 이름들을 볼 때 적당한 리듬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반대로 이미지만 볼 때 사물의 

형태나 크기, 색깔 등이 한눈에 제일 괜찮다고 

판단되는 순서로 배열한 상태입니다. 

사진들이 다 후보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가요? 

파일드_ 후보정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원본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먼지를 제거하고 

열 장끼리의 조화나 크롭을 맞추는 정도만 하고 

보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크기가 크다 보니까 먼지 지우는 데 이틀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애나밴드

소란

신원정_ 눈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좋은데 원격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애나밴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신원정이고요.

이두호_ 같이 활동하는 이두호입니다. 

신원정_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조금 드리고 「소란」 

작업이 어떤 생각에서 나왔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밴드라는 이름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앨범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곧 

내고 싶은데요. 밴드라는 이름으로 미술 작업을 

하는 이유는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즉흥적으로도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다이애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따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한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관계,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나와 너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매체로 연결하고 어떻게 다르게 

연결할지를 고민하는 팀입니다. 저희는 물질을 

다른 물질로 만들고 그것이 사물′를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첫 작업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매체인 종이에 전도성 잉크를 발라서 종이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피아노 

교습소를 하셨는데 친구들이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이 피아노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물과 사람의 인터랙션이 작용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페이스를 다시 만들고 

사물을 다시 만들고 물질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재미를 느껴서 다음에 

한 작업은 종이를 크게 월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올록볼록한 점자 형태로 비가 내리는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만지면서 비에 대해 상상하기도 

하고 만지면서 생기는 스펙트럼을 사운드로 

치환하는 악기 장치였습니다. 그다음은 불을 

다르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종이라는 매체 혹은 

재료를 다른 성질로 만들었는데 종이에 연필 

흑연으로 두 줄을 긋고 나서 불태우니까 전기가 

통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발명 같은 발견을 

물질 안에서 만들고 그것을 사운드로 치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운드로 

어떤 사건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전기가 통하는 두 선을 555 

타이머라는 칩에 연결하면 타이머가 ‘딱딱딱딱’ 

소리를 내다가 계속 전기가 통하면서 저항이 

작아져 신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하던 것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닥’ 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물질을 다르게 만드는 고민을 하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물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은 성냥을 잘게 잘라서 

이어 붙였는데요. 성냥이 ‘치이익’ 소리가 나는데 

머리 부분만 잘라서 연결하면 ‘치이익 치이익 

치이익’ 소리가 나지 않을까 했어요. 이것이 리듬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냥을 이어 붙여서 ‘치이익 치익 칙’ 할 때 

군가를 따라 부르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발상을 

나누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두호_ 이것은 「Forget the Land」라는 

작업인데 땅에 대해서 잊으라는 뜻도 되고 문명을 

잊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원래는 ‘Forget the 

Land, Go Sale’이라고 해서 ‘땅을 잊어버리고 

항해를 떠나요.’였습니다. 뉴 미디어 아트나 

새로운 기술이나 발견이든 발명이든 어디 가서 

보고 따라 하기든 다 좋은데 저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원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기술적인데 

아주 감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장치들이 

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태도가 조금 

있습니다. 

신원정_ 여기서 원시적이라는 말은 언어를 

잃어버렸거나 다른 세상에 떨어졌거나 ‘언어를 

넘어선, 이 세상이 아닌’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두호_ 이렇게 가면을 만들었는데 가면 

속의 사람이 말하거나 노래하거나 소리를 낼 때 

그 목소리나 내용을 방해한다고 할까 다르게 

번역한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스피커 

장치가 마스크 안에 있어요. 

신원정_ 안에서 피리나 멜로디언이나 새 소리 

같은 것이 나요. 무슨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면 ‘

뚜두두두두’라는 식으로 번역해서 소리가 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 아예 이해타산적인 언어 외에 땀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다른 소통 방식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물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물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물을 

만드는 것 외에 주변에 있는 사물을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방식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언어이기도 하면서 나의 행동 강령이 되기도 

하는 사물을 다시 만드는 것. 그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브라스가 없어서 가지고 싶었어요. 줄자를 뺄 

때마다 줄자에서 ‘뿌뿌뿌뿌뿌우뿌우’ 하고 브라스 

소리가 났으면 해서 줄자를 빼면 몇 회 돌아가는지 

계산하는 센서를 넣었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하고 싶은 대로 막 만드는 타입이고 

이두호 씨는 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나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작업해요. 줄자를 빼면 몇 회 돌아갔는지 계산해서 

많이 빼면 높은음이고 적게 빼면 낮은음이 되는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보행기나 메가폰이나 수레를 악기로 혹은 

다른 소리가 나게 하는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만들 때 조그만 아두이노나 소형 

컴퓨터를 넣어서 제작해요. 그리고 이전에는 

물질이나 사물을 만들 때 다른 언어적 사물을 

내가 직접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보면 좋겠다거나 이것이 

어떤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줄자 악기를 따라 

만들려면 조금 비싼 장치들을 사야 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스마트폰이 있고 

스마트폰은 GPS로 매번 인공위성과 대화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육측센서 같은 

것을 이용해 무엇인가 만들고 싶다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너무 잘되게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기술 환경에서 우리가 고작 

하는 일은 매일 구글과 만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기업 혹은 거대한 권력과 개인들이 

만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주어지는 시스템이 

아닌 개인화된 장치 혹은 개인화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두호_ 전에 만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저희 입장이나 관점에서 개인화된 장치라면 

이제는 참여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간단하게 

앱이나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인데요. 비논리적인 

사건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웹은 특성상 여러 사람과 함께하기 쉽고 즉각성과 

동시성이 있고 한마디로 기동성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확 불이 붙잖아요. 그런 매체이니까 

다 같이 무엇인가 하기에 좋아서 여러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사운드 필드를 만들었어요. 

신원정_ 웹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갑니다. 

메가폰으로 혼자 소리치면 혼자만의 소리이지만 

내가 메가폰으로 소리칠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면 더 큰 소리가 되잖아요. 기술 환경이 

개인들을 연결해서 한 명이 약간 허튼짓할 

때 도와주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개인적이더라도 공동체적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퍼포먼스도 

했어요. 동기화해서 실제로 같이 소리를 내는 

사운드 퍼포먼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고민이 웹페이지를 하려다 보니까 인터넷을 

꼭 이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우리의 연결도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다거나 네트워크 자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손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 말하자면 

공유기입니다. 와이파이 신호를 내보내는 소형 

모듈을 사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메시지를 

웹페이지 하나로 띄울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정 

공간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면 팝업이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스타벅스 

와이파이를 클릭하면 ‘돈 내라.’ 하고 뜨니까요. 

그것처럼 이 장치는 와이파이로 사람들에게 

페이지 하나를 던질 수 있는 선전지의 용도가 

있어요. 디지털 선전지인데 누가 뿌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두호_ 이 신호 이름들을 한번 읽겠습니다. 

‘수줍은 와이파이, 싸다싸가격먼저보세요, 왜 

안터지지?’ 와이파이 신호 이름을 ‘506호 너무 

시끄럽군 쿵쿵’ 이렇게 해놓는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것처럼 신호 이름으로 어떤 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었거든요. 

신원정_ 거대한 기업의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끼리 서로 와이파이로 다 연결되면 그것이 

인터넷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기술을 소비하는 방식 외의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었어요. 물론 느리고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과 물질, 사물과 

사물, 그것들이 사건이 되는 시간, 공간, 사람들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노래가 되는 방식, 

리듬이 되는 방식이요. 언어나 명령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놀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소개를 드렸고, 이번에 

저희가 타이포잔치에 초대되었어요. 미디어 아트 

작가인데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를 받았지만 

저희가 사람들과 같이하는 문화, 이것을 공유하는 

방식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디자인이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보다 

소통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언어적 소통, 비언어적 

소통, 언어적 소통을 넘어서는 소통과 그 툴, 

그것이 사물이 되는 부분을 고민했어요. 지금 

전시장 1층에 나무로 동그랗고 뾰족하고 길쭉하게 

만든 것이 있고 ‘삐리리리리리리릭’ 이런 소리가 

나는 친구들이 저희 작업입니다. 

이두호_ (심)상. 상이란 모양인데 마음속에 

있는 상입니다. 저희 고양이가 있는데 이름이 

소리라고 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여요. 병에 

걸려서 눈을 적출했습니다. 고양이랑 살게 된 지 

2년 넘었는데 특히 둘만 있을 때면 말을 안 하고 

“어어어어” 합니다. 고양이가 말을 안 하니까 

나도 고양이한테 언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으으응어어어으으냐냐냐어어아라아어어.” 

대화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음성적 대화’라는 

용어가 있던데 고양이 소리짱에게도 고양이끼리 

통하는 자기의 언어 체계가 있겠지요. ‘각각의 

언어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쉼 없이 구축하고 

가공하며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음성적 대화라면 

동물들이 서로 하는 대화도 그런 것인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원정_ 제가 진(zine) 만들기 워크숍을 

하는데 몸이나 사고 체계 형태가 조금 다른 

분들을 만나요. 만약 동해 양양에서 맞았던 바람을 

생각한다면 ‘바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바람을 

추억하거나 감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말을 입에 담자마자 그 바람은 텍스트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언어나 텍스트가 감각을 가두고 

일반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글자를 

쓰면서 말도 같이 하세요. “자동차”라고 하면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많이 또는 전혀 안 

받았거나 아니면 도시 생활이나 언어 체계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자동차라는 음성이 다시 귀로 

들어오면서 말하기와 쓰기 체계와 형태 같은 

것들이 혼용된 상태로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이두호_ 참고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반전된 줄 알고 다시 반전하라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쓰셨대요. 글자를 뒤집어서 왼쪽부터 

쓰신 것이지요. 정확히 읽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양이 더 자동차 

같고 역동적이기도 해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자동차라는 글자가 어차피 익숙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신원정_ 자동차로 읽히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주관적이니까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 바퀴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이두호_ ‘자동화’처럼 보여요.

신원정_ 동그라미가 이렇게 역동적일 수 

없습니다. 

이두호_ 지금 이야기한 것이 어떤 언어를 

머릿속에 생각하거나 발화하거나 기록하는 순간 

그 언어의 ‘음성적 호기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신원정_ 『음악 혐오』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두호_ 하모니, 조화라는 것은 ‘그러한 

음성적 호기심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글자를 이렇게 쓰신 것도 호기심이 넘쳐나서 

정해진 글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담으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줄자를 

잡아당겨 연주하는 줄자 오케스트라 영상을 못 

보았는데 인터페이스적 호기심에 대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인터페이스나 몸짓들이 

있습니다. 젓가락질, 숟가락질, 더블 클릭,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적 

언어나 체계입니다. 물병은 항상 뚜껑이 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정해진 것들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보려는 호기심이 누구나 있지는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신원정_ 우리인가요. 

이두호_ 그것이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신원정_ 발명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혼자만의 발명이요.

이두호_ 저희 작업은 「소란」이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는 ‘commotion’이라서 같이 움직이는 

소동에 가깝습니다. 이 커다랗고 동그랗고 

울리거나 뾰족한 사물들이 다 신원정 씨 마음속 

언어의 조합 같은 것인데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 정리한 셈입니다. 어떤 것은 크게 

돌아가고 어떤 것은 뾰족하고 날카로운데 소리의 

이미지보다는 더 감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귀에 꽂히는 듯한 소리라는 식으로요.

신원정_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정리는 

못 했는데 나와 소리 세계 안에서의 관계 같은 

것도 분명히 작용하고 소리 내는 오브젝트 

자체가 어떻게 운동하는가에 따라서도 이런 

심상들이 그려집니다. 단순히 어떻게 들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와 소리 나는 세계의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혹은 언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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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_ 공감각적 심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리라는 차원과 모양이라는 

차원 사이에 공감각적 링크를 만드는 스도쿠 게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언어가 정해지는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적인 과정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언어와 만들어지는 언어는 전혀 별개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원정_ 언어적인 부분을 떠나서 

타이포그래피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제시하고, 

음성적인 것과 이미지적인 것과 언어·텍스트적인 

것이 어떻게 서로 공감각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현

스위스 제약 회사와 타이포그래피

안녕하세요. 「스위스 제약 회사와 

타이포그래피」라는 제목으로 이번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스위스 

제약 회사를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이포잔치의 전체 주제가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인데 사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물 자체가 

오브제로 작용하는 접근 방법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오브젝트가 대량 생산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타이포그래피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적게는 몇백 개에서 몇천 개 혹은 몇십만, 몇백만 

개가 복제되어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지는 사물이나 

매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라는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복제품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패키지 

쪽인데 평면이었던 패키지 그래픽 도안이 기계 

공정을 거치면서 사물로서 물체성을 띠게 되는,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경계가 또 다른 

흥미 유발 요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1960년대 

스위스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있어서 그때 

나왔던 대량 생산 복제품을 위주로 조사하다 

보니 당시에 가이기(Geigy)라는 제약 회사와 

타이포그래피를 전문으로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주제로 선정해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타이포그래피 혹은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교육자들과도 학술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졸업 

다음에 산업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스위스의 제약 회사에 관련한 리서치를 

진행했는데 스위스에서는 제약이 전체 수출의 

30%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한 나라의 수출에서 

30%에 해당하는 산업이라면 대단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또한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몇백만 

개, 몇천만 개의 상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타이포그래피가 긴밀하게 작용했습니다. 

제약 회사 중에서도 바젤에서 생겨난 가이기라는 

회사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가이기는 현 

노바티스라는 제약 회사의 전신으로, 1800년대에 

만들어진 가이기와 치바라는 회사가 합병하고 

다시 1996년에 산도츠라는 회사와 합병하면서 

노바티스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산업군 

회사들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는 제약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과정이 

처음에 그래픽 디자이너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가이기라는 사람은 1750년대에 스위스 

바젤에서 화학, 염료, 약품 등의 거래를 시작했고 

조금씩 인수와 합병을 해나가면서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당시는 전후 사정 때문에 해충에 

의한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T라는 살충제를 

가이기 회사에서 처음으로 발명했습니다. 이 

DDT 발명으로 파울 헤르만 뮐러(Paul Hermann 

Müller)라는 화학자는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DDT를 만들 때 조건이 많았는데 곤충에게는 

독이 되지만 사람이나 포유류, 어류, 식물에는 

무해하고 살충 효과가 빨리 작용해서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또한 화학적 살충제의 자극적인 냄새를 줄이고 

싼값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조건에서 되도록 많은 

절지동물에게 효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뿌리면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해서 작용하는 

것 등이 DDT의 조건이었는데 여기에 맞게끔 

1939년에 헤르만 뮐러가 발명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로 DDT를 위해 아주 많은 

패키지가 디자인되었고 유럽 내에서 통용되는 

패키지와 미국에서 사용되는 패키지는 다른 

버전으로 만들어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가이기 아틀리에, 가이기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이기 스타일이 스위스 

국제 양식,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근본이 

되는 양식이었습니다. 전에는 『티포그라피셰 

모나트블래터(Typographische Monatsblätter)

』나 『노이에 그라피크(Neue Grafik)』 같은 

타이포그래피 학술지라든가 타이포그래피 관련 

실험 혹은 저널에서 만들어진 학술적인 스타일로 

많이 조명되었는데요. 재작년 출판된 아르민 

호프만(Armin Hofmann)의 부인 도로테아 

호프만(Dorothea Hofmann)의 저서 『스타일의 

탄생(Die Geburt eines Stils)』에서는 그런 

학술적인 측면이 있기 이전에 가이기 스타일이 

특히 미국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로 

인해서 인터내셔널 스타일 즉 국제 양식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가이기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는 당시에 

가이기 프로파간다라는 이름으로 선전 홍보부로 

작용했는데 이 부서에만 150명 이상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근무했을 정도로 디자인에 매우 큰 

지원을 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통틀어 보면 가이기 

스타일로 작용했지만 가이기 스타일이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었고 하나의 스타일로 굳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그래픽 디자이너를 150명이나 고용했습니다. 

모더니즘의 개척자들을 포함한 대규모 

디자인 팀은 바젤에 소재한 아르민 호프만의 

바젤무역학교와 협력해 작업했고 이후에 다양한 

창작자가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너무 좁은 스타일의 아이디어는 피하고 기업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가이기 스타일이고 

아틀리에가 표방하는 의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의 탄생』에서 도로테아 호프만의 설명에 

따르면 가이기의 엄격한 그래픽 디자인과 광고는 

근대성 운동과 이어지면서 스위스 그래픽 또는 

스위스 스타일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래픽 

레이블이 되는 데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도로테아 호프만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 

2009년에 이미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디자인 

뮤지엄에서 가이기 제약 회사의 패키지와 포스터 

혹은 사내 카탈로그와 같은 다양한 시각물을 

아카이빙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다양성

(Corporate Diversity)>이라는 전시인데 그때 

가이기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이후에 가이기 스타일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가이기 스타일이라고 불릴 만한 

패키지의 형태는 1950년에 바젤산업학교 출신의 

막스 슈미트(Max Schmid)라는 디자이너에 

의해서 확립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패키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윗부분은 흰색이고 

아랫부분에는 제약마다 해당하는 색상이 

들어갑니다. 윗부분에는 컨덴스트 볼드체로 

제품 이름과 함께 가이기라는 회사명이, 아래에 

색이 들어간 부분에는 제약 설명이 명시됩니다. 

상자 안의 패키지는 원통형에 스티커를 붙이고 

흰색 부분과 색이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해당 

제품을 표현했습니다. 네트린이라는 정제에는 

철제 패키지를 만들고 산세리프 컨덴스트 

볼드체에서 응용한 레터링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없이 색상과 글자의 

레이아웃만으로 제품을 표현했고 때에 따라서는 

레터링으로 제품명을 다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DDT 같은 살충제, 제초제들이 

발달하면서는 패키지에 간단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들어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레터링과 색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전시장에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럽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던 

패키지였고 미국으로 건너간 제초제와 살충제의 

패키지는 다른 식으로 디자인되어 유통됩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는 공식을 만들게 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볼드 텍스트 

타이포그래피와 색상만으로, 때에 따라서는 

간단한 레터링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시간이 흘러 더 확장되면서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라는 타이포그래퍼이자 

그래픽 디자이너가 일본에서 오츠카 제약과 

협력해 디자인한 패키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색과 텍스트로 

표현하는데 선으로 화면을 분리해 정보들을 

표기하고 제품에 따라 색상을 달리합니다. 

이런 리서치를 기반으로 저는 실험실을 

연상시키는 시험관 같은 오브젝트 혹은 전시 

집기를 제작해서 실험 같은 행동을 해볼 수 있게끔 

전시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세모난 것

워크숍

The Triangular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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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하우스빅도어

조직위원회 정병규 조직위원장 정병규 디자인

 김경선 서울대학교 교수 / 2015 예술감독

 박영국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안병학 홍익대학교 교수 / 2017 예술감독

 유정미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회장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해외자문위원회 폴라 쉐어 (paula scher, 미국) 펜타그램

운영위원회 진달래 (운영위원장) 타입페이지 대표

 박우혁 (운영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영나 테이블유니온(Table union) 대표 

 박연주 헤적프레스(hezuk press) 대표

 이재민 studio fnt 대표

 이재원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충호 울산대학교 교수

 윤충근 ‘디자인방’ 공동 운영 / 코디네이터

 크로스 로 홍익대학교 교수

예술감독 박우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진달래 타입페이지 대표

사무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류영미 디자인문화진흥팀 팀장

 이재화 디자인문화진흥팀 선임

 정현숙 디자인문화진흥팀 연구원

프리비엔날레 함께 만든 분들

 신혜정 학술연구원

 팡팡팡그래픽실험실 그래픽디자인

 송예환 웹사이트디자인

 박기수 사진

 정종민 기술지원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d by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organizing committee of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cooperative institution 
 national hangeul Museum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endorsed by international council of design(ico-d) 
sponsored by jikji soft
 design press
 ca BooKs
 small house Big door 
organizing committee 
 chung Byoung Kyoo (chair) president of chung design 
 ahn Byung hak professor of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art director of Typojanchi 2016-2017 
 choi Bong hyun director o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Kymn Kyung sun professor, department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 art director of Typojanchi 2014-2015

 park young goog director of national hangeul Museum 
 shin eun hyang general Manager of Visual art & design division, McsT 
 yu jeong Mi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paula scher partner of pentagram office in new york, u.s.a

steering committee
 jin dallae (chair) representative of graphic design studio Typepage 
 park Woo hyuk (chair) professor of department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chris ro professor of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Kim young na graphic designer, Member of Table union 
 lee chae Won professor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seoul Women’s university 
 lee choong ho professor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university of ulsan 
 lee jae Min graphic designer, Founder of studio FnT 
 park yeoun joo graphic designer, Founder of hezuk press

 yoon choong geun joint operation of design room / coordinator of Typojanchi 2018-2019 

art director jin dallae representative of graphic design studio Typepage 
 park Woo hyuk professor of department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cretariat design promotion Team,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ryu young Mi Team Manager 
 lee jae hwa senior researcher 

 chung hyon suk researcher

contributors shin hye jung researcher

 pangpangpang graphic design 
 song yeh Wan Website design

 park Ki su photography

 jung jong Min Technical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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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8-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그래피와 사물: 

둥근 것, 네모난 것, 세모난 것, 모양이 없는 것

2018.11.1.–6.
문화역서울284

Typojanchi saisai 2018-2019: 
international Typography Biennale
Typography and objects:
The round, the square, the Triangular, and the shapeless
nov. 1-6, 2018
culture station seoul 284

둥근 것 리서치: 전시  2018.11.3.-6.
네모난 것 강연 2018.11.3.-4.
세모난 것 워크숍 2018.11.1.-2.
모양이 없는 것 출판 2018.12.

The round research: exhibition nov. 3-6, 2018
The square lecture  nov. 3-4, 2018
The Triangular Workshop nov. 1-2, 2018
The shapeless publishing dec.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