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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독자이자, 저자이자, 산책자이자, 소비자이자, 생산자이자, 
중재자이자, 예술가이자, 시민이자, 노동자로 도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시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를 이루기도 불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은 커피를 들고 거리를 걸으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합니다. 당신은 댓글을 달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동조하거나 관망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도시를 이해합니다. 당신은 이미 도시에 살고 있고 도시를 만나지만 
도시의 그늘 안에서 숨어 살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이미 무언가를 타고 있거나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리의 간판을 읽거나 보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합니다. 
거리의 간판은 마치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전단지를 
건내줍니다. 당신은 그것을 휴지통이나 거리에 버립니다. 종이는 어디에나 
흔하게 있습니다. 도시는 당신에게 하나의 이미지이거나 소리이거나 
냄새이거나 혹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은 마트에서 저녁에 먹을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휴대폰으로 레시피를 검색해서 휴대폰 안의 이미지를 당신의 
부엌에서 구현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 사진을 다시 휴대폰에 
넣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만든 음식 사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무시합니다. 당신은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섭니다. 당신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음식 사진을 좋아한 사람이 지금 당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대화하는 대신에 새로 문을 연 카페 안에 들어갑니다. 
카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찍힙니다. 당신은 카페에 들어오자 
마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당신은 또 
다시 사진을 올리고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의 휴대폰을 슬쩍 엿봅니다. 
그(녀) 역시 카페의 사진을 어딘가에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웹툰을 
보거나 읽고 별점을 올리거나 무시합니다. 당신은 와이파이로 흘러다니는 
기체이자 액체이자 고체입니다. 당신에게 도시는 와이파이이자 와이파이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당신은 도시를 소비합니다.

타이포잔치 뉴스레터 4호는 도시 안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자의 운명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나 이미지로 재조직화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결과물은 타이포잔치 본 전시에서 전시 형식으로 구현됩니다.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설문을 완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typojanchi-a-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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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의 나이는 어느 범위에 속하시나요? 1  How old are you?

13  당신은 SNS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분을 쌓은 경험이 있나요?

3  신문을 읽으신다면 일주일에 몇 일이나 읽으시나요?

5  당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는 무엇인가요? 

6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미디어는 무엇인가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10  만약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신다면 그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11  당신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으로 SNS를 활용하시나요?

12  당신은 얼마 동안 SNS를 사용하셨나요?

4  뉴스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읽으시나요?

2  당신은 종이 신문을 읽으십니까?

14  당신은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친숙한가요?

16  만약 거리의 방향 표지판과 휴대폰 지도 서비스 간에 정보가 

 다를 경우 무엇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17  당신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10–19  20–29  30–39  40–49  50 이상 	 10–19 	 20–29		 	 30–39		 	 40–49		 	 +

 Yes  No

 Everyday

 Everyday  Almost never

 2 to 3 times a week

 4 to 5 times a week

 예  아니요

 매일  2–3회  4–5회

 신문  책  휴대폰  라디오

 신문  책  휴대폰  라디오

 신문  책  휴대폰  라디오

 라인  기타(직접 기입) 

 매일 수회 이상  일주일에 1~3회  일주일에 4~5회

 예  아니요

 1년 이하  2–5년 사이  5년 이상

 예  아니요

9  당신은 SNS에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십니까?

 블로그  라인  기타(직접 기입) 

8  당신은 지금 어떤 SNS를 주로 사용하시나요?(복수응답 가능)

 기타(직접 기입) 

 기타(직접 기입)  기타(직접 기입) 

7  당신은 어떤 SNS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셨나요?

 매일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

 거의 읽지 않는다

 예  아니요

 예

 거리 표지판  휴대폰 지도 서비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책을 읽는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휴대폰을 본다  기타(직접 기입) 

 아니요

15  당신은 이동시에 휴대폰 지도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온라인  오프라인

18  당신은 웨어러블 장비를 사용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종류의 

 장비인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계, 안경 등) 

19  당신은 지금 어느 도시에서 살고 있나요? 

20  당신을 대표하는 도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도시를 적어주세요. 

21  당신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는 어디인가요? 

22  당신은 미디어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도시를 경험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미디어를 주로 활용하시는가요? 

23  당신은 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이 있거나 친숙하십니까? 

 예  아니요

24  타이포그래피와 도시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나 생각은 무엇인가요? 

 도시의 표지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기타(직접 기입) 

 건물 간판  기타(직접 기입) 

 신문의 타이포그래피 

25  도시와 타이포그래피를 연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6  도시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  당신이 좋아하거나 당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서체가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적어주세요. 

 있다 

 있다 

 도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외관이 더 좋아질 것이다 

 기타(직접 기입) 

 그래픽 디자이너  행정가  일반 시민
 기타(직접 기입) 

 없다 

 없다 

28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대표하는 특별한 서체가 있나요? 

 만약 있다고 생각하시면 적어주세요. 

29  도시에서 사는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타이포그래피는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30  도시의 타이포그래피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  Do you read paper / printed newspapers?

3  If you do read newspapers, how many times do you do 
 so in a week? 

4  Do you read news on your mobile device? 

5  What type of media are you most frequently using? 

 Television

 Smart Phones  Radio  Etc. 

 Newspaper  Books

6  Which type of media do you trust most?

 Television  Newspaper  Books

 Smart Phones  Radio  Etc. 

7  Which typ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do you use?

 Facebook  Twitter

 Facebook  Twitter

 Yes  No

 Everyday or more  1 to 3 times a week

 4 to 5 times a week

 Instagram

 Instagram

 Kakao Talk

 Kakao Talk

 Blog

 Blog

 Naver Line

 Naver Line

 Etc. 

 Etc. 

8  Which typ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are you using 
 at this very moment? (Multiple answers are possible)

9  Do you regularly post writing to social networking services? 

10  If you do regularly write to social networking platforms, 
 how often? 

11  Do you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via social 
 networking services? 

 Yes  No

12  How long have you been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s? 

 For less than a year  2 to 5 years

 5 years or more

13  Using social networking services, have you met friends or 
 made more friends? 

 Yes  No

 Yes  No

 Online  Offline

14  Which is more familiar with you, making friends on online 
 or offline?

15  While you are moving do you use map or mapping services? 

16  If the signage you saw while walking on the street differed 
 from the information you received on your phone’s 
 mapping services, which one would you believe more? 

 Street signage  Smartphone

 mapping services  Depends on situation

17  When you use public transportation, what do you most 
 frequently do?

 Read books  Nothing at all

 Looking at your smartphone  Etc. 

18  Have you ever used wearable technology/gagdets? 
 If so, what type of device have you used? 
 (For example, watch, glasses)

 None  Yes 

19  Which city do you currently live in?

20  Which city do you feel most represents you? 

21  Which city do you wish to visit most next? 

22  Is there a part of your city that you experience through media
 or technology? If so, which media do you use the most?

 Television  Newspaper  Books

 Smart Phones  Radio  Etc. 

23  Are you familiar with or interested in typography? 

 Yes  No

24  When you think about typography and the city, what is
 the first image or idea that comes to your mind? 

 Signs in the city

 Very important  Not important

 Not sure  Etc. 

 Signs on shops

 Typography on printed matter

 Etc. 

25  Can you describe some ways that you see typography 
 connects to cities? 

26  How do you see the role of typography in cities in the 
 future? 

27  Is there a particular typeface that you enjoy or feel that 
 represents you? If so, please tell us which one. 

 Yes 

 Yes 

 A way to understand cities. 

 Graphic designers  Administrators

 Citizen

 Understanding information rapidly and efficiently

 It improves the exterior of the city

 No

 No 

28  Is there a particular typeface that represents your city? 
 If so, please tell us which one.

28  How important is typography for the average everyday 
 citizen of a city? 

 Etc. 

30  Who do you think the person responsible for typography 
 in the city i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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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readers, authors, wanderers, consumers, 
producers, arbitrators, artists and citizens. You both 
labor and live in cities. You are part of the massive 
network of the city but you can also make it crash. 
While simultaneously holding a cup of coffee and 
strolling the streets, you scan the news on your mobile 
phone and exchange ideas with others. You write comments 
and criticize, agree or observe. You understand the 
city through somebody else's eyes, ears, and mouths. 
You already live in the city and meet it, but you can 
also live under the shadow of the city as well. You 
always walk and run somewhere, ride or attempt to ride 
something. You read signs on the street, then forget 
or remember. A sign on the street seems like a wi-fi 
password. Somebody hands you a flyer. You dispose of it 
on the street. Paper is everywhere.
A city is an image, sound, scent, and yourself. You buy 
food ingredients for dinner in the market, search recipes 
with your mobile phone, and realize the images in your 
kitchen. You take a picture of food and store it again 
in your mobile phone. People like, don’t like, or ignore 
your food pictures. You eat dinner and take a walk. The 
person who likes your food photo on Instagram is coming 
towards you. Instead of talking with him (or her), 
you go into a newly-opened cafe. In there, many people 
are watching their phones already. They communicate 
with somebody with taken photos. As soon as you enter 
the cafe, you check the wi-fi password and access the 
internet. You upload the cafe picture again and glance 
at the mobile phone next to you. He (or she) also upload 
the cafe picture somewhere. You read a web-toon and rate 
it with stars or ignore it. You are a flowing gas, 
a liquid, and a solid through wi-fi. A city is a wi-fi, 
and wi-fi password for you. To know the password, you 
consume the city.

The 4th Typojanchi Newsletter seeks to gather your opinions on 
the fate of typography in the context of rapidly changing cities 
and reorganize them as both story and image. The results of this issue 
will be exhibited at the upcoming Typojanchi main exhibition. 
We greatly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and response in this 
website. www.typojanchi-a-z.kr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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