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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ason why Typojanchi 2015 
decided on cities as its theme is 
that a city is where human lives 
become intertwined in the most 
complicated way. Another reason 
is that we would like to better 
understand how typography exists 
in a city. The parentheses in the logo 
of this particular Typojanchi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but most of 
all it implies the organizers’ wish that 
each participant will draw different 
aspects of a city from their own point 
of view and fill in the parentheses. 
It seems there is no better way to 
understand massive, diverse, and 
ever-changing cities than to observe 
aspects of cities as samples. When we 
look at different aspects of cities right 
now—assuming that the rapid flow of 
urban time can stop for a moment—
cross-sections of cities are separated 
according to topography as well as 
economic and social functions. At the 
same time, they are also connected 
with one another showing different 
patterns. The most important pattern 
to distinguish the boundaries between 
them is nothing but text. 
 Typography, which uses these 
letters as an expressive material, has 
been established as an academic 
field while accumulating various 
rules and logic so that text can 
function in an optimized condition. 
On the other hand, designers have 
constantly immersed themselves 
in their own expressions in order to 
give typography a delicate nuance of 
language. Today, as communication 
via smartphones, messenger 
functions, or online comments is 
universalized, spoken words and 
writing are not as clearly separable. 
In this age, it is difficult to explain 
society and culture by distinguishing 
colloquial culture from literary culture. 
As such, examining cities through 
the medium of letters is not as easy 
as it used to be. However, many 
participating Typojanchi designers 
tried to bring cross-sections of cities 
to the exhibition venue using their own 
points of view and new methods. 
 Designer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different cities interpreted 
the concept of the theme, “C (   ) T 
(   ),” o make a poster series and hold 
a special exhibition that delivers 
messages about six cities in the world 
by using only typography, colors, 
and forms. Moreover, designers 
and typographers living in various 
Asian cities ask questions towards 
the frame of countries and Asian 
universality, taking a bold initiative 

타이포잔치가 도시를 주제로 삼은 것은, 
아마도 사람의 삶이 가장 복잡하게 뒤섞인 
곳이기 때문에 도시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문자들의 생태가 궁금해서였을 것이다. 
‘C (   ) T (   )’라는 타이포잔치의 로고에 
포함된 ‘(   )’는 다양한 해석과 참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도시를 횡단하는 여러 
단면을 끌어내어 담아내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거대하고 다양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도시의 복잡한 내부를 조금이나마 
세밀히 살펴보는 방법은 그 단면을 표본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별 뾰족한 수가 없을 
듯싶다. 도시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충분히 체감해왔지만, 
오히려 시간을 지금 순간에 멈추어 두고 
도시를 내려다보면, 지역이나 공간은 
부여된 기능으로 서로 나뉘고 다시 경제적인 
차이로 점차 구별되며 다시 그에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구분되어 다른 
무늬의 단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경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무늬가 바로 문자이다.
 이런 문자를 표현 재료로 삼는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기능적으로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규칙과 
논리를 축적해가며 나름의 학문적 영역을 
구축해왔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문자에도 
언어에 버금가는 조형적 뉘앙스를 부여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독자적 표현에 끝없이 
몰입해왔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메신저, 댓글 등이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 
언어를 말과 글로 선명히 나누어 다룰 수 
없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구분해 사회와 문화를 관찰하는 
방법은 이제 참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문자를 매개로 도시를 
살펴보는 일이 그리 만만할 리 없지만, 
타이포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작가들은 
자기 나름의 새로운 시선과 방법으로 
도시의 단면을 잘라내 전시장으로 옮겨보려 
시도한다.
 이번 타이포잔치에서는, 각기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온 여러 작가들이 
전시 주제인 ‘C (   ) T (   )’의 개념을 해석하여 
포스터 연작을 만들고, 타이포그래피와 컬러, 
형태만을 이용해 세계의 여섯 도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아시아의 다양한 도시에 거주하는 디자이너와 
타이포그래퍼들이 국가의 프레임이나 
아시아의 보편성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그 
풍경을 모아 기록하여 거대한 도시의 텍스처를 
생성하는 도전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도시를 여행하는 이방인을 환영하는 매개물로 
호텔이라는 공간을 표현의 접점으로 삼거나, 

이 시대, 지구상의 현대인들 중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며, 그들이 머무는 도시에는 
고유의 문화, 언어, 관습 등의 흔적이 곳곳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물리적인 
형상을 통해 주로 도시의 인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어쩌면 도시를 운용하는 자들의 
방식에 따라 구축된 신기루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진본성(The Authentic)’ 있는 
고유한 도시만의 문화적 특징은 전통이든 
버내큘러든 간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도시 속 여기저기서 피부병처럼 
표출된 ‘거리 문자’들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그러한 삶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텍스트가 난무하는 광고판과 거리에 
흩어진 전단지들은 속도를 제한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표지판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지하철 가판대에 있던 신문과 잡지 속 
정보들은 손안의 전자기기 속으로 들어와 
도시인들의 시선을 독차지하며, 다소곳이 
건물 한켠에 자리 잡았던 간판들은 다양한 
형태와 기술로 치장하고 도시 전체를 
뒤덮는다.
 ‘타이포잔치 2015’는 도시 속에 
존재하는 진본성 있는 장면들을, 회복해야 할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자 문화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때론 불편하기도한) 대상들 역시 시민들의 
중요한 환경으로 인식하여 그곳에서, 어쩌면 
그것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보고자 한다. 이는 
타이포잔치만이 가진 고유한 방법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는 행위이다. 또한 그로써 이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제안하며, 도시 환경 
속에서 문자 문화에 관심을 가져온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시선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김경선, 총감독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any city can be found in its airports, 
train stations and public signage, all 
of which are marked with symbols, 
numbers and/or letters. This trait can 
also be found in places of natural 
heritage, such as rivers and parks, or 
even with artifacts like buildings and 
monuments. However, the authentic 
cultural characteristics of a city, 
which can be either traditional or 
inherent, are derived from people’s 
lives. The resulting languages and 
structures which exist throughout 
the streets of a city can actually 
resemble something akin to a religious 
confession, emanating from the very 
people who make up its population.
 Today, commercial signage and 
street flyers compete with public 
signs for things like speed limits 
and directional markers, while 
information from newspapers and 
magazines now rests in the palm of 
your hand through mobile screens; 
for many, it would seem, their eyes 
are permanently occupied. Although 
signs erected on and around buildings 
are static, they are equipped with 
the necessary technology to cover 
entire facade of a cityscape.
 Typojanchi 2015 considers 
authentic scenes within a city as the 
intrinsic phenomena of the city related 
to text culture. Despite the existence 
of unsightly or perhaps disagreeable 
objects and structures around an 
urban center, we also consider these 
as meaningful components of a 
diverse urban environment. And with 
all of these components, we embark 
on a form of typography janchi (Korean 
for “party/celebration”). This is the 
way in which artists at Typojanchi 
interpret this era we live in and the 
essential values not only of this 
generation, but also of society and 
communities interested in typographic 
culture and urban environments. 
Whether designers or artists, it is 
their perspectives and points of view 
on the culture of typography that we 
hope to share in the present age.
— Kyungsun Kymn, Director

Introduction Typography, the Aspect of a City들어가는 글 타이포그래피, 도시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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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llect landscapes and show the 
texture of sprawling cities. In addition, 
they assume an imaginary hotel to 
welcome strangers traveling to these 
cities and use the place as a medium 
of expression; suggest numerous 
bookstores where text is concentrated 
in a city for observation by networking 
them; or bring part of a street named 
Jongno, Seoul (which is dominated 
by urban media such as signs and 
banners) into the exhibition venue as 
it is. Designers trace the lifecycle of 
books that are ironically discarded in 
Paju Book City, where many publishing 
companies are located, and countless 
books are published, as well as 
substitute bricks (which become the 
basis of a city) for discarded books. 
Some designers conduct a project 
in which they choose the concept of 

“absence” as a way to observe a city, 
assume an imaginary city that lacks 
something, and observe the true 
nature of the city. 
 These scenes, which contain many 
different aspects of cities, have come 
together as if the city space itself were 
extended to the exhibition venue, 
Culture Station Seoul 284, rather 
than an exhibition expressing various 
typographic phenomena that occur 
in cities. Marking its 4th anniversary, 
Typojanchi also seems to extend its 
influence to a wider world beyond the 
world of text itself.
— Byung-geol Min, Curator for the 
 “A City Without (   )” project

서점과 같은 문자 밀집 공간을 네트워크로 
묶어 관찰 대상으로 제안하기도 하며, 종로를 
지배하고 있는 거리 미디어들을 도시의 
단면으로 삼아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파주출판도시에서 버려지는 책들의 
궤적을 추적하여 규격화된 벽돌로 치환하는 
작업, 또는 도시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결여’라는 개념을 선택하여, 학생들과 
함께 불완전한 도시를 설정하고 그 본성을 
관찰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자 현상을 
표현하고 전시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도시 
공간이 서울역 안으로 연장되는 풍경이 
연상된다. 타이포잔치도 이제 점차 글자 
너머의 다른 세상으로 연장되고 있는 도중인 
듯하다. 다행히 수년에 걸친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타이포잔치는 이제 비엔날레라는 

이름에 걸맞는 주기도 갖추어가고 있다. 
이렇게 잔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 민병걸, “결여의 도시”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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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come the architecture of this 
landscape.”
 For the graphic designer, 
typography offers an instantly 
readable code to any urban 
environment. The tensions, 
preoccupations and psychology of 
a city can be read as a phrenologist 
reads bumps on a person’s head. It 
is the invisible made visible. And it 
is this manifesting of the invisible 
that the designers of the six banners 
have sought to reveal. Aided by new 
technology and smart software—in 
this case Google Maps—they have 
travelled the globe “virtually” and 
created slices of urban reality, each 
offering a poetic distillation of a 
location in one of six metropolises. 
 To counterpoint these “poetic 
distillations,” I have composed six 
texts that reflect my own experiences 
of the cities in question. My reflections 
are based on non-virtual visits to these 
metropolises: they are recollections 
of the transformative experience of 
visiting Tokyo, Chicago, Mexico City, 
New York and Los Angeles—and 
London, the city I live in. In Kyuha 
Shim’s digital installation, banners and 
texts are alchemically transmogrified 
into a new, remixed reality.

타이포그래피와 도시 환경의 스펙터클을 
탐험하는 2015 타이포잔치의 정신에 따라, 
나는 여섯 명의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특정한 
도시 공간에 대한 각자의 반응을 거대한 
배너로 제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디자이너에게는 여섯 도시 중 한 도시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구글 지도의 링크만 
주어졌을 뿐, 작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방향에 대한 지침도 없었다. 단지 
타이포그래피와 색, 형태를 활용하여 분절된 
도시 지리학적 파편에 반응해달라고 초대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작가 심규하를 초대해 이들 
여섯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 단어, 색, 형태, 그리고 전시를 위해 
기획한 책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생성된 디지털 설치 작업을 의뢰했다.
도시 공간을 그리고 설명하는 데 있어 
타이포그래피는 당연히 필요한 요소이다. 
영국의 그래픽 디자이너 에드워드 
라이트(1921~1988)가 ‘도시 글자(urban 
writing)’라고 불렀던 것은 인간이 처음 
건설된 환경 속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이래 
마을과 도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왔다. 오늘날 상업적 및 시민적 영역 
모두에서 타이포그래피와 
타이폴로지(typology), 즉 유형학(類型學)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도록 긴밀하게 뒤얽혀 
있다.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는 도시 
타이포그래피의 절정에 서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 라이트는 세 가지 형태의 도시 
‘글자’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는 건물에 글자를 
새기거나 찍어낸 ‘조각적’ 형태, 둘째는 표면 
위에 그리거나 칠한 ‘캘리그래피적’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구조물로부터 
자유롭게 매달리듯 나타나는 독립적인 
‘구조적’ 형태가 그것이다.
전설적인 책, 《라스베이거스의 교훈》 
개정판에서 로버트 벤투리, 데니즈 스콧 
브라운, 스티븐 이제노어는 ‘구조적’ 형태와 
관련하여 중동의 전통적인 시장에 간판이 
없는 이유는 근접성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흥겹게 지적한다. “사람들은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물건 냄새를 맡거나 직접 
느끼고, 상인들은 소리쳐 구매자를 설득한다.”
 그러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이 광대한 사막 도시의 거주민과 
방문객들은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도시를 
여행한다. 저자들은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립’에서처럼, 자동차가 지배하는 
환경 하에서 구조적 간판과 빌보드가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그들은 ‘스트립’의 거대한 
간판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슈퍼마켓의 
위치를 알리는지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고속도로를 향해 세워진 채 케이크 재료와 
세정제를 홍보하는 거대한 간판들. 이 그래픽 
사인들은 (이미) 풍경의 일부를 이루는 하나의 

In the spirit of Typojanchi 2015—
an exploration into the spectacle 
of typography and the urban 
environment—I commissioned six 
graphic designers to each create 
a giant floor-to-ceiling banner 
documenting their individual 
responses to a specific urban location. 
Using Google Maps, I gave each 
designer a link to a location in one 
of six cities. There was no brief. No 
instructions. Merely the invitation 
to respond to a fragment of urban 
geography using typography, colour 
and form.
 I also invited digital artist Kyuha 
Shim to create a generative digital 
installation constructed from all the 
elements—typography, images, words, 
colours and forms—that went into the 
making of the banners and the book.
 It is appropriate that typography 
should be used to map urban 
environments. What the British 
graphic designer Edward Wright 
(1912-1988) called “urban writing”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towns 
and cities since human beings first 
congregated in built environments. 
And today typography and typology 
are now so firmly intertwined in a 
commercial and civic embrace that 
they are inseparable. Today we have 
reached a sort of urban typographic 
apotheosis.
 Edward Wright noted that 
there were three kinds of urban 
“writing”: glyptic (letters incised into 
buildings or moulded from them); 
calligraphic (letters drawn or painted 
onto surfaces) and tectonic (letters 
independent of structural support, 
appearing as if suspended and free 
from any architectural attachment).
In the revised edition of their 
legendary text Learning from Las 
Vegas, Robert Venturi, Denise Scott 
Brown and Steven Izenour exult in 
the “tectonic”: they point out that 
in the Middle Eastern bazaar there 
are no signs, and communication 
works through proximity: “Along its 
narrow aisles, buyers feel and smell 
the merchandise, and the merchant 
applies explicit oral persuasion.” 
 Not so in Las Vegas, where 
the desert city’s inhabitants and 
visitors travel in their cars along vast 
thoroughfares, the most famous 
of which is the “The Strip.” In this 
automobile-dominated environment, 
the authors note the importance of 
tectonic signage and billboards. They 
observe how, on the commercial 
part of The Strip, giant signs alert 
drivers to the whereabouts of 
supermarkets, and how “the cake 
mixes and detergents are advertised 
by their national manufacturers on 
enormous billboards inflected toward 
the highway. The graphic sign in space 

건축물이 되었다.”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타이포그래피는 
어떤 도시 환경도 즉각적으로 해독 가능한 
코드를 제공한다. 마치 관상학자가 얼굴을 
보듯 도시가 품은 긴장, 집착, 심리를 읽어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여섯 명의 디자이너가 배너를 통해 
드러내려는 것 역시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표명이다. 이들이 구글 지도라는 새로운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상의 세계를 
여행하며 만들어낸 현실 속 도시의 단면들은 
관람객에게 여섯 도시 중 한 지점에 대한 
‘시적 증류물’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시적 증류물’에 대한 대위로서, 
나는 이들 도시에 대한 나 자신의 경험이 담긴 
여섯 개의 글을 더했다. 이 글들은 도쿄, 
시카고, 멕시코시티,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런던을 실제로 
방문하며 겪은 경험에 기반한 변형된 회고라 
할 수 있다. 심규하의 디지털 설치 작업에서, 
배너와 글들은 서로 화학적으로 반응하고 
뒤섞여 새로운 현실로 탈바꿈할 것이다. 
— 번역: 안병학

여섯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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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il Choi, Korea
— Memoria Technica, Mixed media, 
 180×87×250cm, 2015
Byoungil Choi’s machine 
repeats precise motion and 
makes irregularity. Typeface 
over the mirror leaves a 
trace and includes the 
surroundings ceaselessly, 
it is not the perfect form. 
The city typographies are 
generated and disappear in 
a similar way.

Daniel Eatock, UK
— Caption Poster, Poster, 
 118.9×84.1cm, 2015
This poster and concept 
were originally created 
by Daniel Eatock for the 
architecture exhibition, 
Infotecture at Artists 
Space in New York City. The 
original caption explains, 
“All the exhibition captions 
and information texts; 
title, introduction, artwork 
captions etc. typeset to 
fill a single side of an 
A1 page. The sheet is 
exhibited alongside each 
work in the exhibition. Only 
the information relevant 
to the work next to which 
it is placed is legible, 
all the other information 
has been crossed out by 
hand.” This version of the 
poster was specifically re-
created for the Typojanchi 
exhibition using the same 
method of collecting all of 
the captions but this time 
around using the names and 
descriptions from the 
participating artists of 
Typojanchi 2015.

Catherine Griffiths, Newzealand
— AEIOU—Constructed/Projected, 
 Timber(A), copper pipe(E), film(I, 
 Dancer: Oliver Connew, 
 Soundtrack: Alfredo Ibarra, 
 Voices: Strangers, friends and 
 family), reflective paper (O) and 
 rope (U), 290×280×550cm, 2015
AEIOU—Constructed/Projected 
is the fourth formal work 
in the “Vowel” series. 
The installation continues 
to explore material and 
contextual terms, the 
abstract construction of 
the vowels (line, curve, 
circle), and the speech 
sounds that these elicit. 
Constructed/Projected is 
site specific, made in 
response to C ( ) T ( ) and 
the biennale theme of “city 
and typography.” 
 Layers of interaction—
extrinsic > extemporaneous 
< intrinsic—between 
body movement, political 
manoeuvre overhead, 
telephone numbers collected, 
signs and letterforms 
identified, pavement 
infrastructure underfoot, 
and the recording of speech 
and sound are presented in a 
short film, with remaining 
objects placed in situ. An 
additional layer of viewer/s 
intervention (un-tested but 
expected) may cause varying 
levels of confusion, perhaps 
a loss of clarity, or 
clarity, as the viewer moves 
through the constructed 
and the projected, 
inadvertently/purposefully 
inserting themselves into 
the work.

최병일, 한국
— 〈메모리아 테크니카〉, 혼합 매체, 
 180×87×250cm, 2015
최병일이 만든 기계는 정밀한 움직임을 
반복하며 불규칙함을 생성해낸다. 거울 
위의 글자들은 흔적을 남기며 주변을 
끊임없이 담아내고는 있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시의 글자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사라져간다.

대니얼 이톡, 영국 
— 〈캡션 포스터〉, 포스터, 
 118.9×84.1cm, 2015
이 포스터의 개념은 원래 뉴욕, 
아티스트 스페이스에서 열린 건축 
전시회에서 대니얼 이톡에 의해 
만들어진 〈인포텍쳐〉라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전시물의 제목, 
서문, 작품설명 등이 담긴 캡션 
정보는 A1 크기의 인쇄용지 한면을 
채우도록 디자인되었다. 이 포스터는 
각 작품 옆에 배치되어 함께 
전시되었다. 옆에있는 작품에 해당하는 
캡션글을 제외한 다른 정보는 모두 
손으로 직접 지워놓았다.” 이 버전의 
포스터는 동일한 방법론을 가지고 
타이포잔치 2015 전시만을 위해 
참여하는 작가들의 이름과 설명글로 
만들어졌다. 

캐서린 그리피스, 뉴질랜드
— 〈아에이오우—구성된/투사된〉, 
 목재(A), 동파이프(E), 영상(I, 7분 
 55초, 수집한 이미지 및 영상: 캐서린, 
 춤: 올리버 코뉴, 작곡: 알프레도 
 이바라, 목소리: 친구와 가족 등), 반사 
 종이(O), 밧줄(U), 290×280×
 550cm, 2015
〈아에이오우—구성된/투사된〉은 물질적 
및 맥락적 조건, 직선이나 곡선, 원 
등으로 구현된 모음들의 추상적 구성, 
그리고 이들이 끌어낸 발화된 소리를 
탐색하는 캐서린 그리피스의 
‘모음(母音)’ 연작 중 네 번째 
작품으로, 이번 타이포잔치를 위해 
세심히 계획된 장소특정적 작품이다.
 각 모음을 상징하는 목재와 
동파이프, 영상, 반사 종이, 그리고 
밧줄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수집된 
이미지와 글자, 전화번호, 몸동작, 
보도 구조물,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사이의 중첩된 레이어를 
만들어낸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또한 투사된 영상 사이를 지나가며 
예기치 않은, 그러나 의도된 개입을 
통해 작품의 일부가 된다.

Joon Soo Ha, Korea
— Leaving the Wisdom, Digital 
 video, 4k, 60min, 2015
In a city, many things 
are piled up. A city is 
charged with not only all 
the materials composing an 
artificial environment, 
but also with uncatchable 
historical structure like 
space, time, memory, and 
emotion. Not all citizens 
of the world, many people 
live in this kind of 
city, make their own life 
patterns and disappear. The 
traces are piled up and 
repeated again in the city. 
In typography many things 
are contained; signifier 
and signified and too many 
things to explain even with 
automatic descriptions, 
people also live with 
typography and leave from 
it. 
 Thanks to cities and 
typography, our lives 
can be "cultural" or 
"civilized", in some ways 
it could be self-restricted 
culture and civilization. 
We can feel the happiness 
with a life of restriction 
by space and common sense 
sharing with other people. 
However, it is too short 
to recognize myself as an 
“existence” not a “person” 
in this city surrounded by 
the city and typography. 
Therefore, the moment 
to leaving this city and 
typography calling “wisdom” 
would be a real joy for us.

하준수, 한국 
— 〈지혜를 떠나며〉, 디지털 비디오, 4k, 
 60분, 2015
도시에는 많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인공 환경을 이루는 물질들은 
물론 공간, 시간, 기억, 감정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역사의 얼개로 
도시는 충전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시에서 저마다 삶의 모양을 
만들다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흔적은 
또다시 도시에 쌓인다. 문자에도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기표, 기의의 자동 
기술적 용어로 설명하기 부족할 만큼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역시 
사람들은 이 문자에 기대어 살다가 
떠난다.
 도시와 문자 덕분에 우리 삶이 
‘문화적’ 혹은 ‘문명적’인 꼴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은 일면 구속을 
자청한 문화, 문명일지도 모른다. 
공간에 구속되고 관념에 구속된 삶. 
그래서 타인과 삶을 공유하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인간(人間)’이 
아닌 ‘존재(存在)’로 잠시나마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도시와 문자로 
둘러싸인 삶 안에서는 너무나 짧기만 
하다. 본질이 서글퍼서 대신 
‘지혜’라고 부르는 도시와 문자의 이 
구속을 떠나는 순간은 그래서 
행복하기만 하다.

Why Not Associates + Gordon 
Young, UK
— The Comedy Carpet Blackpool, 
 Coloured vinyl (1000×800cm) 
 and book (208pages, 25.1×2.9×
 29.8cm) and offcuts, 2015
The Comedy Carpet is a 
monument to the history of 
British comedy. It gives 
visual form to jokes, songs 
and catchphrases. Sited 
in front of Blackpool 
Tower, the 2,200m2 (which 
is approximately half 
the size of the Seoul 
Station square) work of 
art contains over 160,000 
granite letters embedded 
into concrete, pushing the 
boundaries of public art 
and typography to their 
limits. Created by artist 
Gordon Young, and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Why Not Associates, this 
celebration of comedy in 
an extraordinary scale is 
an homage to those who have 
made the British nation 
laugh, it’s also a stage 
for popular entertainment 
that celebrates 
entertainment itself. In 
the process of presenting 
such work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more 
research had to be done 
so as to build a stronger 
connection between the work 
and the venue. With the 
findings from the study, 
carefully chosen designs 
from the original carpet 
were amended to appropriate 
the work to a new city, 
Seoul. Notably, this work 
illustrates a Korean 
version of the Laughing 
Policeman (Charles Penrose 
1922), by a Korean comedian 
Seo Young Choon (1970).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고든 영, 영국
— 〈코미디 카펫 블랙풀〉, 시트지 
 (1000×800cm), 책(208쪽, 
 25.1×2.9×29.8cm), 화강암 조각, 
 2015
코미디 카펫은 영국인이 사랑하는 
1000명 이상의 코미디언과 그들의 
유머, 농담, 노래와 어록에 시각적 
형태를 제공한 작업으로 영국 코미디의 
역사에 기념비적 존재로 남아 있다. 
영국의 블랙풀 타워 앞에 위치한 이 
작업은 서울역 광장의 절반 정도인 
2200제곱미터 넓이의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된 16만 개 이상의 화강암 문자 
작업을 통해 공공 예술과 
타이포그래피의 한계를 시험한다. 작가 
고든 영과 와이 낫 어소시에이츠가 
협업한 이 거대한 작업은 영국 전역에 
웃음을 안겨준 이들에게 바치는 
오마주이자, 영국 오락 문화의 본고장 
블랙풀의 문화 자체를 기념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코미디 카펫 
블랙풀〉은 문화역서울 284와 블랙풀 
사이의 흥미로운 접점을 찾아내 원래의 
코미디 카펫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적합한 부분을 엄선한 결과물이다. 
특히 이 작품에는 찰스 펜로즈의 
〈웃는 경찰관〉(1922)의 한국어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서영춘의 〈서울 
구경〉(1970)이 포함되어 있다.

Studio Spass, Netherlands
— C (   ) T (   ) Sculpture,  
 Installation(500×800cm) and 
 scale models(dimensions 
 variable), 2015
StudioSpass made an 
installation that plays 
and interacts with the 
neoclassical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building 
and its visitors. C ( )
T ( ) Sculpture is a 
large scale typographic 
installation based on 
the title and the theme 
of the biennale. The 
typographic elements of 
the installation serve as 
a skin for a selection of 
reflecting statements on 
the subjects city, street 
and public space, selected 
in collaboration with 
director Kyungsun Kymn. 
This project is a visual 
follow up to the studio’s 
previously made Street 
sculptures as part of “De 
Wereld van Witte de 
With ’12” identity. A 
selection of the Street 
sculptures scale models 
are presented as a 
visual introduction to 
the studio’s latest 
installation.

스튜디오 스파스, 네덜란드
— 〈ㄷ (   ) ㅅ (   ) 조각〉, 설치(500×
 800cm), 축적 모형(가변 크기), 
 2015
스튜디오 스파스는 타이포잔치의 
제목과 주제를 활용해 1925년 세워진 
문화역서울 284의 근대건축 양식과 
관람객에게 반응하는 거대한 
타이포그래피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여기서 타이포그래피 요소들은 도시와 
거리, 공적 공간에 대한 발언들을 
위한 표피 역할을 수행한다. 작업에 
쓰인 글은 타이포잔치 2015의 총감독 
김경선과 협업해 구성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튜디오 스파스의 이전 
작업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예술 축제 ‘비테 더 빗의 세계 
2012’ 아이덴티티 중 〈도시의 
조각들〉과 연작 개념에서 
이루어졌으며, 〈도시의 조각들〉 가운데 
선별한 축적 모형을 함께 전시하여 
스튜디오의 신작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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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VIEW INSTALLATION WITH 
WOOD STUCTURE BELOW.

Yi Jisung, Korea
— Namsantown Apartment, 
 Styrofoam, putty and paint, 
 270×510×11cm, 2014
Namsan Town Apartment 
looks like it is taking 
the apartment's exterior 
appearance directly but it's 
still strange. Because, it 
is not just a reproductive 
sculpture but a gigantic 
painting at heart. Moreover, 
facing the big apartment 
building number “10” on 
the wall is uncommon. With 
this artificial concrete 
wall, the artist expects, 
the audience to refresh 
their routine eyes and have 
a chance to “know” more 
than just “see” the daily 
objects.

이지성, 한국 
— 〈남산타운 아파트〉, 스티로폼, 퍼티, 
 페인트, 270×510×11cm, 2014
〈남산타운 아파트〉는 아파트 외관을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쩐지 생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물을 재현한 입체 작업이라는 설정 
외에 거대한 캔버스를 염두에 둔 
그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파트 벽면에서 동수를 알리는 거대한 
숫자 ‘10’이 코앞에 놓이는 경험은 
페인트공이 아니고서야 흔치 않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인조 콘크리트 
벽면을 통해 무심하게 바라보던 대상 
혹은 일상을 환기해, 그동안 
‘본다’고만 여겼던 대상에 관해 조금 
더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0Main Exhibition060 05th Issue0



Kota Iguchi (TYMOTE/CEKAI), 
Japan
— Kanji city, Video Installation, 
 4min, 2012
Kanji City is a video 
piece that expresses 
the landscape with Kanji 
(the logographic Chinese 
characters that are used in 
the modern Japanese). The 
city of Kyoto is shown with 
various animations of Kanji 
such as trees, rivers, 
temples and gates. Push 
pedals of a bicycle, also 
move in conjunction with 
the image. Three screens 
will allow for more spatial 
images.

코타 이구치(티모테/세카이), 일본
— 〈간지 도시〉, 비디오 설치, 4분, 2012
〈간지 도시〉는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중국 문자로 교토 풍경을 보여주는 
비디오 작품이다. 나무, 강, 절, 
문과 같은 사물을 다양한 한자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형상화하며, 
자전거 페달에 따라 이미지가 
움직인다. 세 개의 스크린은 비디오 
작품에 공간감을 부여한다.  

Brownfox, Kazakhstan
— Formular Typeface, Print on 
 fabric, 2 pieces, each 99×70cm, 
 2015
“Formular” in Russian, 
German and some other 
languages means “blank,” 
“template,” “form" for 
documents to fill in some 
data. The form's grid should 
be flexible and functional. 
You can add any information 
into the gaps or simply 
leave them empty. There are 
two similar boxes in the 
centre of the posters: the 
one is filled with pictures 
of Soviet architecture and 
graphics; the box in the 
second poster is empty, 
just crossed off by a 
diagonal line, like you do 
when you have no requested 
information. The rest of the 
space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Formular typeface.

브라운폭스, 카자흐스탄
— 〈포뮬러〉, 천에 실사 출력, 2개, 
 각 99×70cm, 2015
러시아어와 독일어, 그리고 다른 몇몇 
언어에서 ‘포뮬러(Formular)’는 
정보를 채워 넣기 위한 서류의 
‘빈칸’, ‘견본’, ‘서식’을 뜻한다. 
이러한 서식의 그리드는 추가 정보를 
끼워 넣거나 그대로 비워놓을 수 있게 
유연하고 기능적이어야 한다. 두 개의 
포스터는 유사하지만 가운데 상자 
부분이 다르다. 하나는 옛 소련의 
건축물과 그래픽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하나는 비어 있다. 마치 서식을 
작성할 때 정보 없음을 표시하는 
것처럼 대각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을 
뿐이다. 포스터의 나머지 부분에는 
브라운폭스가 만든 글꼴 ‘포뮬러’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다. 

Sandra Kassenaar + Bart de Baets, 
with Tomas Laar, Netherlands
— A collection of examples and 
 left-overs, Tarpaulin cut outs, 
 dimensions variable, 2015
Being surrounded by letters 
and images from existing 
graphic languages makes 
that when visiting places 
the usual touristic sights 
aren’t our main priority. 
Artists, designers—or just 
the two of us—look at the 
things around us and store 
‘em, in the hope they 
inspire our design and 
art work back home in the 
studio. 
 For the exhibition we 
will take home a selection 
of these physical urban 
typographic discoveries and 
make an attempt to lay them 
out on a white wall. What 
happens when an idea leaves 
a designer’s computer and 
is printed on backs of 
trucks—for example—is a 
question that inspired the 
piece we will present at 
the Typojanchi 2015. It’s 
a work in which the actual 
size of things stands for 
the sometimes problematic 
relation with inspiration. 
Inspiration is confused 
with plain old copying, the 
matter of finding ways of 
appropriating it, one way 
or the other is an issue 
worth pondering over.

산드라 카세나르 + 바르트 더바에츠, 
토마스 라르, 네덜란드
— 〈사례 모음 그리고 남겨진 것들〉, 
 방수포, 가변 크기, 2015
하나의 아이디어가 디자이너의 
컴퓨터를 떠나, 가령 트럭 뒤에 붙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산드라 
카세나르와 바르트 더바에츠는 그들이 
발견한 도시의 타이포그래피를 집으로 
가져간다. 여느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그러하듯, 그들로부터 영감을 얻길 
바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흰 
벽에 이리저리 붙이며 레이아웃을 
시도한다. 실제 크기와 똑같이 구현된 
사물들은 때로 디자이너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영감’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진부한 카피와 적절한 
해결책 사이를 떠돌며 여러 방식으로 
변주된다. 그런데 과연 영감이라는 게 
뭘까?

 

Wu Fan, China
— 3000 Questions,
 Book, 299 pages, 16.5×11cm, 
 2011
 Poster, 6 pieces, 59.4×84.1cm, 
 2015
— An Inquiry Manifesto, 
 Book, 21 pages, 29.7×21cm, 
 2012
This is a book of questions 
but without answers. And 
the only thing about these 
questions in common is 
the inquiry of people’s 
situation. Inquiry is a 
fundamental way whereby 
man gets to know the world 
and explore himself. 
Inquiry itself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human 
knowledge. This is a book 
that transcends borders, of 
ambitious collection and a 
chattering Utopian realist 
text, with which we attempt 
to measure the borders and 
outlines of human thinking, 
to depict human conditions 
in this real world, and to 
construct a second reality 
of our world in a text with 
an irrational yet logical 
language.
 This Inquiry Manifesto 
is part of the result of an 
interdisciplinary graphic 
design research project, 
“Next City=?=Nature.” In 
this Manifesto we did not 
declare a static idea about 
future urban life; instead 
we sought to keep the 
plurality,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of the answers. 
We are happy to explore 
and know this plural world 
through different Questions, 
and to see the process of 
raising questions via the 
specific method of Inquiry 
as a push force to th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world, a force depicted by 
the Inquiry Manifesto.

우판, 중국
— 〈3000개의 질문〉,
 책, 299페이지, 16.5×11cm, 2011
 포스터, 6개, 59.4×84.1cm, 2015
— 〈질의 선언문〉, 
 책, 21페이지, 29.7×21cm, 2012
이 책에는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 
여기에 실린 질문들이 가진 유일한 
공통점을 사람을 향해 던져진다는 
것뿐이다.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또한 인간의 지식을 이루는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다. 이 책은 
비이성적인, 그러나 논리적 언어를 
통해 또 하나의 실재를 구축함으로써 
인간의 사고가 지닌 경계를 탐구하고 
현실의 우리 모습을 묘사하려는 야심을 
드러낸다.
 〈질의 선언문〉은 다학제적 그래픽 
디자인 리서치 프로젝트인 ‘다음 
도시=?=자연’의 결과물의 일부이다. 
이 선언문은, 그러나 제목과 달리 
미래의 도시 생활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선언하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질문을 
통해 현실 세계가 지닌 복수성, 
복잡성, 모순성을 드러내며 동시대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을 이해하고자 한다.

Elodie Boyer, France
— Lettres du Havre, Book, 
 804 pages, 24×17cm, 2012
Lettres du Havre book plays 
on the dual meaning of the 
word “letters”: typefaces, 
signs, logotypes on the 
one hand, and fictional 
letters (love letters, 
letters to relatives, 
professional letters, 
administrative letter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ole 
of identities in a city, 
the evolution of brand 
design and signage, the 
interactions between social 
state and graphic signs. 
As a result, one hundred 
imaginary letters are 
inspired by a selection of 
one hundred photographs of 
signs located in Le Havre. 
The signs are organized in 
five chapters and analyzed 
accordingly: industry, 
public service, independent 
shops, franchise, seaside 
and temporary signs. The 
outcome looks like a big 
picture of Le Havre in 
2011–2012 composed by a 
collection of zooms, both 
visual and social since the 
human contemporary issues 
are all raised in the 
letters (crisis, election, 
Europe, eternal family 
rivalries, love, hate, 
jealousy, administrative 
nonsense…). Lettres du 
Havre can also be seen as 
two books woven into one.

엘로디 부아예, 프랑스 
— 〈아브르의 레터들〉, 책, 804쪽, 
 24×17cm, 2012
〈아브르의 레터들〉에서 ‘레터’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말 그대로 
간판이나 로고타입에 쓰인 ‘글자’라는 
뜻을 지니는 한편 연인이나 친지가 
보내는, 혹은 직업상, 행정상 보내는 
‘편지’라는 뜻도 있다. 프랑스의 
아브르에 있는 100개의 거리 문자를 
담은 이 책은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100통의 편지이기도 한 것이다. 이 
편지들은 위기, 선거, 사랑, 증오, 
질투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도시 정체성과 
브랜드 디자인의 진화, 혹은 거리의 
그래픽 신호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사회학적 연구임과 동시에 
2011–2012년 사이 프랑스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아브르의 모습을 
담은 거대한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Sweden
— R&D: Project for Typojanchi,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 Yesterday’s News
 Newspaper broadsheets, 
 37.5×52cm, 2015
The city is a structure 
whose character is shaped 
in tune with the needs and 
desires of its inhabitants. 
It never reaches a final 
form but is in constant 
change—a mix of the old 
and the new, of order and 
chaos, of things that work 
and things that don’t. 
In this environment of 
continuous transformation, 
citizens are in need of 
well-functioning systems 
in order to function 
efficiently, to work, and 
to feel secure. Research 
and Development focused 
on the authoritative 
experience such as systems 
transmit in public places. 
By employing a familiar 
everyday object—the 
common and well-known 
queue management system—
they wanted to challenge 
people’s habitual patterns 
which are so difficult to 
break. 
 Yesterday’s News is an 
inventory of all books, 
booklets and catalogues 
designed by Research and 
Development ranging from 
June 2002 to October 
2015. All the works are 
reproduced in actual size 
for Typojanchi 2015. 

리서치 앤드 디벨럽먼트, 스웨덴
— 〈R&D: 타이포잔치를 위한 프로젝트〉,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15
— 〈어제의 뉴스〉, 신문, 37.5×52cm, 
 2015
도시는 거주자들의 필요와 욕망이 
반영된 구조물이다. 이는 결코 최종 
형태에 도달할 수 없으며, 새로움과 
낡음, 질서와 혼돈이 섞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사람들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대개 그 시스템이 정한 
지침에 순응해 살아간다. 리서치 앤드 
디벨럽먼트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기 
행렬 시스템을 활용해 이러한 체계에 
개입한다. 전시장 곳곳에 놓인 
설치물에서 관람객들은 익숙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줄서기 행렬과 
마주친다. 함께 설치된 텍스트들은 
관객을 일견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상황으로 이끌며, 맹신과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적인 공공 시스템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제의 뉴스〉는 2002년 
6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리서치 앤드 디벨럽먼트가 디자인한 
모든 책과 카탈로그, 소책자가 
실려 있는, 일종의 목록이다. 모든 
작업은 이번 타이포잔치를 위해 
실제 크기로 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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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hyung Cho, Korea
— Happening (Pictograph Font in 
 the city),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Kyuhyung Cho wants to make 
“Happening” arise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types while seeing CITY 
as a stage for performers 
in the present age. He 
introduces 100 different 
new Hangul pictograph fonts 
that are incorporated with 
the current lifestyle over 
the world. Moreover, he 
attempts to demonstrate 
the development of 
typography, from strictly 
being functional to 
being experienced, and 
experiments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by encouraging 
the user to transform the 
shoe and composition of the 
fonts depending on one’s 
rhythm of typing on the 
keyboard. The exhibition 
space is constructed as 
a stage of a play, which 
adopts pictorial Hangul 
and Roman alphabet font 
letters as its characters. 
The typography is 
introduced through a live 
performance showing the 
various arrangements of 
the characters based on 
the speed of input, and 
each character is presented 
through 100 font specimen 
books. He will present 
14 Hangul consonant-
objects made of clay. The 
pictograph font project 
sheds a new light on Hangul 
and Roman alphabet through 
his unique approach to 
visualize typography, 
and offers an opportunity 
to perceive types as a 
pictographic character of 
an open development as 
well as a visual language 
embodying the culture of 
the city.

조규형, 한국
— 〈해프닝(도시의 그림 서체)〉,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15
조규형은 도시를 동시대 객체 간의 
사건을 위한 무대로 보고, 문자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해프닝을 시도한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와 모습을 담은 한글 그림 서체 
100종과 로만 알파벳 50종을 
공개하고, 키보드를 누르는 장단에 
따라 문자의 형태와 조합이 
‘변신’하도록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기록하는’ 문자에서 
‘경험하는’ 문자로의 진화를 
시도한다. 전시장은 ‘한글과 로만 
알파벳’ 그림 서체를 등장인물로 하는 
한 편의 연극 무대로 구성된다. 
작가는 그림 서체가 타이핑 장단에 
따라 다양한 장면으로 등장하는 실시간 
퍼포먼스를 모니터로 선보이고, 각기 
다른 성격과 이야기를 담은 글꼴들을 
100권의 서체 견본을 통해 소개하고, 
서체를 공간에 캐릭터로 시각화하는 
오브제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문자를 
새롭게 조명하고, 열린 발전 가능성을 
가진 그림 문자로서, 그리고 현 
도시의 문화를 담아내는 시각언어로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Roman Wilhelm, Germany
— Typographic Entanglement 
 (Berlinistanbulhongkong 
 shanghaibeijing...), Wall poster 
 (6pieces, each 80×80cm) and 
 booklet (16 pages, 29.7×42 cm), 
 2015
In history, different 
writing systems evolved 
alongside the languages 
they used to visualize, in 
cultural contexts connected 
to certain geographic 
spaces. But parallel to 
that development, expansion 
politics also brought 
writing systems to new 
places, where they too 
continued to evolve. The 
metropolis of the 20th 
and 21st century brings 
about a very different 
idea of culture space, 
re-contextualizing all 
sorts of languages and 
scripts on signboards 
alongside each other, 
making this transcultural 
mix more defining for the 
perception of the city than 
alleged “native” elements 
of visual culture. In 
Berlin, the multitude of 
Turkish and Arabic shops 
and restaurants in Neukölln 
district make you feel a 
bit like in Istanbul or 
Jerusalem, but alongside 
other signals of visual 
culture, they define that 
specific part of Berlin, 
attracting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Urban 
typography seems to warp 
geographic space. If 
typographic signals in 
urban space were voices, 
then how would these voices 
sound together?

로만 빌헬름, 독일
— 〈타이포그래피 직조망 
 (베를린이스탄불홍콩상하이 
 베이징...)〉, 월 포스터(6개, 각 
 80×80cm), 소책자(16쪽, 
 29.7×42cm), 2015
역사적으로 각 문화권의 문자 체계는 
특정한 지리적 공간 및 문화적 맥락과 
결부되어 진화해왔다. 하지만 지리적 
팽창과 함께 탄생한 21세기 
메트로폴리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와 문자 체계들이 뒤섞여 서로를 
재맥락화한다. 가령 베를린의 
크로이베르크 지구 오라니엔 거리에는 
독일어와 영어, 터키어가 혼재하며 
다문화적 혼성을 만들어낸다. 작가가 
거닐었던 도시 공간의 마인드맵을 
반영한 이 다섯 도시의 
타이포그래피들은 지리적 공간을 
뒤틀고 도시에 대한 인식을 재정의하는 
듯하다. 만약 도시의 타이포그래피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합창은 어떻게 들릴까? 함께 전시된 
소책자는 각 포스터의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녹음한 도시 소음에 기반해 다섯 
부분으로 구성한 사운드 작품 
〈튀포무작크〉는 이러한 시각 경험에 
현장감을 더해줄 것이다.

Wang Ziyuan, China
— RetypoChina, Offset printing and 
 silkscreen, 5pieces, each 
 200×70cm, 2015
If one is about to read 
a city, Typography is 
considered as the interface 
of it. Words, which are 
different from books, City 
typography is connected 
more closely with local 
group's daily life and 
cultural history. Chinese 
cities might differ from 
cities in other countries 
(e.g. South Korea), 
because of their distinct 
developmental stages, rich 
and poor, tradition and 
modern are layered and 
mixed at one moment, which 
allows new possibilities 
of typography. I have 
travelled a lot in several 
remotely small towns 
of Shanxi province in 
western China, where I 
was fascinated by the door 
curtains that made by local 
housewives by hand in the 
form of “baina(百纳),” 
Ladies used small pieces of 
remaining cloth at home or 
collected trimmings to sew 
together so that they can 
make kinds of new looking 
curtains—with modern 
palette and structures were 
also implied with words. 
Thus, these works turned 
into modern and abstract 
paintings. And in those 
small towns, the existence 
of words in walls, bricks, 
rooms and living spaces 
provided us with more 
imagination for typography. 
By reconstructing these 
elements, Chinese 
typography also indicates 
that people in Chinese 
cities will live a new 
life, wandering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times.

왕츠위안, 중국
— 〈리타이포 차이나〉, 오프셋 인쇄 및 
 실크스크린, 5개, 각 200×70cm, 
 2015
도시의 타이포그래피는 지역 공동체의 
역사는 물론 일상적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중국처럼 전통과 
근대가 뒤섞인 곳에서 타이포그래피는 
그 자체로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회적 지표가 
된다. 왕츠위안은 산서성 지방의 작은 
마을들을 여행하며 집마다 문에 달린 
커튼에 주목한다. 이 커튼은 집에서 
쓰고 남은 천 조각을 모아 만든 
것으로 다양한 색깔, 모양, 문자를 
보여준다. 작가는 이 요소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중국 도시의 사람들이 
전통과 현재 사이를 배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HelloMe (Till Wiedeck), Germany
— Ten Structural Elements, 
 Drywall and Poster (offset 
 printing), 257.5×122×244cm 
 (installation), 594×841(poster 
 A1), 2015
The installation by HelloMe 
explores the spatial 
potentials of typography. 
Ten black walls of equal 
width are set at equal 
distances from each other, 
dividing the space into 
empty and filled areas. As 
walls are both the main 
structuring and socially 
dividing elements within 
a city, the installation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and public 
spaces and comments on 
the dense feeling of 
large cities. The strict 
repetition of the walls 
and the alignment of the 
installation are informed 
by both architectural and 
typographic rules which 
eventually brings it back 
to the idea of design. 
Alongside the spatial 
structure the studio 
created a bespoke giveaway 
poster going hand in hand 
with the installation. 
It transfers the three 
dimensional piece back onto 
a flat surface.

헬로우미(틸 비데크), 독일
— 〈열 개의 구축적 요소〉, 석고판, 
 포스터(오프셋 인쇄), 257.5×122× 
 244cm(설치물), 84.1×59.4cm 
 (포스터), 2015
헬로우미는 동일한 간격을 두고 세워진 
10개의 검은 벽을 통해 
타이포그래피가 지닌 공간적 잠재력을 
탐구한다. 벽은 도시를 구조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분할하는 기본 단위임과 
동시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재이다. 일정한 
공간을 분할하며 엄격한 규칙에 따라 
반복 배열된 이 벽들은 건축과 
타이포그래피 양쪽 모두에서 따라야 
하는 규칙을 암시함과 동시에 
‘디자인’의 개념을 상기시킨다. 또한 
관람객에게는 삼차원 설치를 평면화한 
포스터가 증정된다.

Doosup Kim, Korea
— Apartype, Mixed media, 
 332.5×695.5cm, 2015
Doosup Kim establishes the 
Korean apartment complex, 
which is most well applied 
to the internationalist 
architecture style 
ideology, as a module that 
enumerates the letters 
following the surface. 
Even though how brutal 
artist, there is no way 
to refuse the narration 
of the letters. Therefore, 
an artist should ask him 
or herself on the letters 
using justifiability and 
have to be conscious of the 
audience's imagination. 
Doosup Kim expresses the 
letter stroke's various 
thicknesses as the 
light and shade of East 
Asian painters’ distant 
expression. In terms of a 
typeface, the thickness is 
a concept which is always 
dealt with quantitatively, 
therefore, it is basically 
not the same concept of 
the ink stick's light and 
shade. However, his work 
boldly breaks such rules 
instinctively like mise 
en scéne. It seems like 
a rhetoric that boldly 
prevents the narrative's 
way. 
— Kim Jay-Hoon

김두섭, 한국
— 〈아파타입〉, 혼합 매체, 
 332.5×695.5cm, 2015
김두섭은 국제주의 양식의 건축 이념이 
외견상 가장 잘 반영됐고, 그 수명이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를 모듈로 구축하고, 그 
외피를 따라 글자를 나열한다. 아무리 
역사성을 거부하는 무도한 신흥 예술 
종교의 세례를 받은 작가라 할지라도, 
글자로 인해 표상되는 서사를 막아낼 
방도는 없다. 그래서 작가는 늘 글자 
사용에 관한 당위성을 자문하거나, 
혹은 관람자의 상상을 의식해야 한다. 
김두섭은 글자 획의 다양한 굵기를 
마치 동아시아 화가들이 원근을 표현할 
때 쓰는 농담(濃淡)으로 연출한다. 
타입페이스에서 굵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정량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먹의 
농담과 상통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김두섭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대담한 미장센으로 그 당위를 가로막아 
버린다. 수사가 서사의 앞길을 
버르장머리 없이 막아선 형국이다. 
— 김재훈

Dainippon Type Organization, 
Japan
— No Future Without “   ” (Seoul/
 Tokyo), Print (2), each 
 240×300cm, 2015
 Movie, 4min, mixed media, 2015
The city surrounding us 
has always been wearing 
typography. Dainippon 
Type Organization also 
continues to work around 
the typography. If this 
character is gone from 
the world, what world 
would it become? In 
2005, the Dainippon Type 
Organization has produced 
works that were left off 
the characters from the 
city of Tokyo. After 10 
years, this time they leave 
off the letter from the 
city of Seoul in the same 
way. When Seoul and Tokyo 
are next to each other 
without letters, what would 
it really look like? This 
installation, also includes 
Karaoke video that was made 
for this. Karaoke without 
vocal accompaniment, is 
also like a city vanished 
in character.

다이니폰 타입 조합, 일본 
— 〈‘   ’ 없는 미래는 없다(서울/도쿄)〉, 
 포스터(2점), 각 240×300cm, 2015
 비디오, 4분, 크기 미정(혹은 가변 
 크기), 혼합 매체,  2015
우리를 둘러싼 도시는 늘 
타이포그래피라는 옷을 입고 있다. 
이러한 도시에서 문자가 모두 
사라진다면 어떤 모습일까. 다이니폰 
타입 조합은 문자가 제거된 도쿄와 
서울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한다. 그 
옆에는 영상과 함께 녹음된 반주가 
흘러나온다. 관람객들은 목소리가 
사라진 반주를 들으며, 특징이 사라진 
생경한 도시 풍경과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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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lie David, France
— Moulures 1, Offset printing, 
 70×50cm, 2014
— Moulures 2, Offset printing, 
 50×40 cm, 2014
Moulures are a symbol of 
real Parisian flats. They 
bring life and beauty to 
walls and ceillings. The 
moulure in these artworks 
have their own life, they 
reveal new rhythms and 
patterns on the walls.

R2, Portugal
— Futuro, Poster (offset printing, 
 70×50cm) and installation 
 (mixed media, 207×280cm), 
 2015
Our graphic approach was 
based on several concepts 
that came from our 
experience of urbanity. Our 
proposal makes a parallel 
between architecture and 
typography. Not only its 
final form but also the 
process of making it, 
translates a series of 
concepts and contrasts 
that we find interesting: 
complexity in between 
spaces, structures, 
perspectives, urban voids 
and fulfillness.

레슬리 다비드, 프랑스
— 〈쇠시리 1〉, 오프셋 인쇄, 70×50cm, 
 2014
— 〈쇠시리 2〉, 오프셋 인쇄, 50×40 cm, 
 2014
벽과 천정을 장식하며 공간에 생기와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쇠시리는 ‘진짜’ 
파리 아파트의 상징과도 같다. 
콜라주로 구성된 두 개의 포스터에서 
쇠시리는 자체적인 생명력을 뽐내며 
새로운 리듬과 패턴을 드러낸다.

알투, 포르투갈
— 〈푸투로〉, 포스터(옵셋 인쇄, 
 70×50cm), 설치(혼합 매체, 
 207×280cm), 2015
알투는 도시성에 대한 몇몇 경험적 
개념들을 기반으로 건축과 
타이포그래피를 평행선상에 놓은 
작품을 선보인다.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된 
이러한 개념들은 이들의 관심사, 즉 
도시의 공간과 구조, 관점, 혹은 
도시의 빈 공간과 채워진 공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성과 대비를 
이룬다.  

Yuma Harada + Shohei Iida, Japan
— Dialogue with “heccéité”,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5
Yuma Harada and Shohei 
Iida focus on the designs 
created as the result of 
a city and the phenomenon 
that seems to connect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then display the process 
they have experimented 
repeatedly. In a city, 
there is always something 
being planned, distributed, 
being maintained then 
gradually fading away. Such 
circulation is occurring 
sporadically. they observe 
that space between a city 
and an environment, also 
before and after each 
process. Then they admire 
the last-minute figure 
before it becomes a certain 
form and the things that 
probably used to have a 
shape, and believe that 
shedding a light on them 
would make something that 
has been overlooked to 
rise up again. they are 
trying to converse with 
an approachable city by 
picking up and exchanging 
exactly “what we have now” 
hiding in our daily lives.

하라다 유마+이다 쇼헤이, 일본
— 〈‘개성원리’와의 대화〉,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15
도시에서는 무언가 계획되고, 
유통되고, 지속되고, 점차 사라지는 
순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유마 하라다와 쇼헤이 이다는 도시와 
도시를 둘러싼 환경 사이에 생기는 
틈새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순환의 
과정을 관찰하여 특정 형태가 되기 
직전의 모습, 평소에는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관람객들에게 제시한다. 익숙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골라내 이를 
교환함으로써 도시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Participants 

Brown
fox, 

Byoun
gil C

hoi, 

Cathe
rine 

Griff
iths,

 

Daini
ppon 

Type 

Organ
izati

on, D
aniel

 

Eatoc
k, Do

ngwan
 Kook

, 

Doosu
p Kim

, Elo
die B

oyer,
 

Hello
Me (T

ill W
iedec

k), 

Hyoun
 Youl

 Joe,
 Joon

 Soo 

Ha, K
ota I

guchi
 (TYM

OTE/

CEKAI
), Ky

uhyun
g Cho

, 

Lesli
e Dav

id, R
2, Re

jane 

Dal B
ello,

 Rese
arch 

and D
evelo

pment
, Rom

an 

Wilhe
lm, S

andra
 Kass

enaar
 

& Bar
t de 

Baets
 with

 Toma
s 

Laar,
 Stud

io Sp
ass, 

Wang 

Ziyua
n, Wh

y Not
 Asso

ciate
s 

+ Gor
don Y

oung,
 Wu F

an, 

Yi Ji
sung,

 Yuma
 Hara

da + 

Shohe
i Iid

a

참여작가
 

국동완,
 김두섭

, 다이
니폰 타

입 

조합, 
대니얼 

이톡, 
레슬리 

다비드,
 로만 

빌헬름,
 리서치

 

앤드 디
벨럽먼

트, 브
라운폭

스, 

산드라 
카세나

르 · 
바르트 

더바에
츠와 토

마스 라
르, 스

튜디오 

스파스,
 알투,

 엘로디
 부아예

, 

와이 낫
 어소시

에이츠 
+ 고든

 

영, 왕
츠위안,

 우판,
 이지성

, 

조규형,
 조현열

, 최병
일, 캐

서린 

그리피
스, 코

타 이구
치(티모

테/

세카이
), 하

라다 유
마 + 

이다 

쇼헤이,
 하준수

, 헤잔
느 달 

벨루, 
헬로우

미(틸 
비데크

) 

Hyoun Youl Joe, Korea
— CT Code Series, 
 CT3220806,
 CT3657714,
 CT245140324210648,
 CT2550416009605,
 CT01097817891,
 CT031448595901053361200,
 CT01094669924,
 CT5001044768010,
 Offset printing, 8 pieces, 
 each 70×100cm, 2015
Hyoun Youl Joe picks up 
flyers on his office floor 
every morning and gathers 
in one place. Repeating 
this, he starts to observe 
flyers and banners of loan, 
delivery foods, selling 
apartments and officetels, 
chauffeur service very 
closely. They are cheap, 
repeating, flashy and wild. 
Watching these, he feels 
uncomfortable but finds 
something interesting in 
their combinations. The 
combination works as a 
tool of communities and 
people's desire. For 
the artist, they are 
recognized as colors and 
forms before meaning as 
words. He extracts the 
letters from the flyers 
and banners, concentrates 
on making new combinations 
with these signs, colors, 
and forms. This would be 
the exploration of new 
compositions with repeating 
forms and color patterns in 
the flyers and banners of 
this city where the letters 
disappeared.

조현열, 한국
— 〈CT 코드 연작〉, 
 CT3220806,
 CT3657714,
 CT245140324210648,
 CT2550416009605,
 CT01097817891,
 CT031448595901053361200,
 CT01094669924,
 CT5001044768010,
 옵셋 인쇄, 8점, 각 70×100cm, 
 2015
조현열은 매일 아침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어 한곳에 
모아둔다. 이런 행위가 아침마다 
반복되면서 그는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대출, 배달 음식,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대리 운전 등, 
전단지와 현수막들. 그것들은 
천박하고, 반복적이고, 요란하고 
거칠다. 그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거리를 둘러싼 전단지와 현수막의 
언어와 기호, 색상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의 
조합에서 흥미로운 구성을 발견한다. 
그 구성은 집단과 개인의 욕망의 
도구로 작동한다. 조현열에게 그것들은 
언제나 언어가 전달되기 전 색상과 
형태로 먼저 인식된다. 전단과 
현수막에서 글자를 추출하고 기호와 
색상 그리고 구성에 집중한 이 작업은 
언어가 사라진 도시의 전단지와 
현수막에서 반복되는 형태와 색상 
패턴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Dongwan Kook, Korea
— Society With No Answer, Colored 
 pencil, 77×52cm, 2015
— Around #1, Colored pencil, 
 75×52cm, 2013 
— Korean Showergown, Graphite 
 on hanji, 41×37cm, 2012
— Vinyl Notice, Graphite on hanji, 
 46×38cm, 2012 
— Mindful Document, Graphite on 
 hanji, 100×196cm, 2010
Dongwan Kook's “Letter 
Drawing” is a work which 
finds an instant image 
made with hands by 
following, ignoring, or 
modifying letter forms. 
Some landscapes which are 
attached to the surface 
of text, mixed with the 
inner and outer side of the 
artist, shows something 
unexpected. This piece 
is based on the lyrics 
from Kim Mokin's second 
album piece, Society With 
No Answer. It begins 
with, “People who haven’t 
received to the answer are 
on the street / To receive 
to the answer even in the 
cold weather.” We would see 
a different scene of the 
plaza with this.

국동완, 한국
— 〈대답 없는 사회〉, 종이에 색연필, 
 77×52cm, 2015
— 〈Around #1〉, 종이에 색연필, 
 75×52cm, 2013 
— 〈한복 같은 샤워 가운〉, 한지에 흑연, 
 41×37cm, 2012
— 〈Vinyl Notice〉, 한지에 흑연, 
 46×38cm, 2012 
— 〈Mindful Document〉, 한지에 흑연, 
 100×196cm, 2010
국동완의 ‘글자 드로잉’은 글자의 
형태를 따르거나 무시, 혹은 변형하며 
손이 즉각적으로 그려내는 심상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텍스트의 표피에 
들러붙어 작가의 내면과 외부가 곤죽이 
된 채 드러내는 어떤 풍경들은 늘 
빤한 예상을 빗나간다. 이 작품은 
가수 김목인의 2집 수록곡 〈대답 없는 
사회〉에서 발췌한 가사를 바탕으로 
한다. “대답을 못 들은 사람들이 길 
위에 나와 있네 / 추운 날씨에도 
대답을 들으러”로 시작되는 노랫말이 
드러내줄 또 다른 광장의 풍경을 
기대한다.

Rejane Dal Bello, Brazil
— EarthArt, Posters, 4pieces, each 
 84.1×59.4cm, 2015
The satellite images makes 
the earth an abstract form, 
ready for you to interpret 
and give a new meaning 
to rivers, which from a 
certain distance becomes 
a paintbrush of a painter, 
the landscape becomes a 
surreal place as if the 
world is pure a work of 
art. The Earth Art project 
takes the world and makes 
it immortal, respectful 
like a pure piece of 
art in a gallery. We are 
forgetting how holy is the 
place we live in and how 
important is to be aware of 
it. I hope from this work 
that the common tool of 
looking at our planet via 
Google earth becomes again 
something special—a state 
of art.

헤잔느 달 벨루, 브라질
— 〈대지 미술〉, 포스터, 4점, 
 각 84.1×59.4cm, 2015
위성사진을 통해 본 지구는 구체성을 
상실한 추상적 형태로 보인다. 보는 
관점에 따라 화가의 붓이 탄생시킨 
그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치 
비현실적인 공간처럼, 세상 자체가 
거대한 예술 작품인 듯 말이다. 이 
포스터 연작은 구글어스로 본 지구의 
모습을 회화 작품처럼 변형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매혹적인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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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는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켜로 존재한다. 타이포그래피는 공간, 건물, 
건축에 의미를 부여한다. 타이포그래피는 
도시와 그곳에 살고, 도시에 의존하며, 
도시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북돋고 그 대화를 구성한다. 거주자나 
방문자 모두에게 한 도시를 인식시키는 
것 역시 타이포그래피다. 이런 전제 아래, 
타이포그래피는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강화할 수도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도시 그 자체일 수도 있는 ‘누군가’에게 
형태, 맥락, 언어를 부여할 수 있다. 로버트 
벤투리는 1968년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단지 하나의 공간, 그 이상을 구현하는 
건축 양식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장식된 
작업장[전체적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되 
정면은 위엄 있는 디자인]’에 대한 그의 
연구는 간판과 사람, 건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대화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다. 이 
프로젝트 역시, 도시의 사람들에게 매일 
이야기를 건네는 수많은 일상의 매체들을 
통해 타이포그래피를 탐색하고자 한다. 간판, 
한밤의 전광판, 전단지, 배너, 옥외 광고판, 
길 안내 체계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프로젝트에 
초대된 열여섯 명의 작가들은 이러한 거리의 
언어와 매체를 통해 타이포그래피를 탐색하고, 
고민하며, 의문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후 일상의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매체와 
맥락, 소통 방식을 사용하여 타이포그래피 
구조물들과 광고판을 만들어낸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종로 (   )가’라는 
가상의 골목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종로는 서울 

Posters are a traditional means 
of visual communication. Born in 
cities and alongside its residents, 
this is precisely the reason we 
decided to concentrate on this 
particular medium. Over the years, 
posters have undergone a series 
of vicissitudes with respect to 
communication in the media. Even 
today, they are still very present in 
places such as kiosks and screens.
 The “(   ) on the Walls” project 
displays how artists who live and work 
in different cities can present their 
various thoughts and experiences 
about cities through the medium of 
the poster. I selected seven graphic 
designers who have been working 
with the media through such mediums 
as posters, postcards, and magazines 
for this exhibition. The aim was for 
these artists to design the official 
poster for Typojanchi 2015 through 
their own interpretive lens. The 
designers hail from multiethnic cities 
to relatively small and unknown 
towns, working in regions as diverse 
as Europe, Asia, and North America.
 The designers used a variety 
of methods to accomplish their 
goal. One, for example, extracted 
elements from three European city 
posters (Basel, Warsaw and Venice) 
to create an abstract poster (Ludovic 
Balland). Another used the Spätkauf, 
something commonly found in Berlin 
convenience stores, to express the 
city’s typography as a part of our lives 
(Siggi Eggertsson). Then there was 
the designer (Keetra Dean Dixon) who 
established a substantial city structure 

using nothing more than words, and 
yet another who exhibited ambivalent 
feelings, the fatigue of a city’s 
superfluous typography elements, and 
a fascination with complexity (Helmo). 
Aaron Nieh designed a poster after 
taking all kinds of signs, symbols, 
and unreadable characters to the 
same space in order to function as 
an exhibition space, while Richard 
Niessen’s design highlighted the 
meaning of the word “festival” through 
fluorescent silkscreen posters using 
traffic signs and signals, signboards 
for travelers, and festival decorations. 
The last design concealed and later 
revealed every intention and story 
a city contains through connected/
disconnected views of the people 
living there (Jaemin Lee).
 One by one, a total of seven 
official posters will be shown through 
the official Typojanchi website and 
SNS before the exhibition. They 
will promote Typojanchi 2015 
and concurrently be exhibited at 
Culture Station Seoul 284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as artworks. 
The posters, which have been 
printed on paper, will be reanalyzed 
through different media outlets 
and environments in collaboration 
with our media associates.

포스터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도시와 함께 탄생해 
줄곧 그 안에서 함께 살아 숨 쉬어왔다. 이는 
우리가 ‘포스터’라는 매체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한편 포스터는 여러 매체의 
흥망성쇠에 적응하며 키오스크나 스크린에 
이식되는 등 그 소통 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겪은 것도 사실이다.
 ‘(   ) on the Walls’ 프로젝트는 각기 
다른 도시에서 살아가며 활동하는 작가들이 
도시에 대해 갖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이 
포스터라는 매체를 통해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동시대 활발하게 
활동하며 포스터나 엽서, 잡지와 같은 도시 속 
매체를 다뤄온 일곱 명의 그래픽 디자이너를 
선정, 자신만의 해석이 담긴 ‘타이포잔치 
2015’ 공식 포스터를 의뢰했다. 이들은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대도시부터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까지 
다양한 출신지를 갖고 있으며, 또한 유럽, 
아시아, 북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유럽의 도시 바젤, 바르샤바, 베니스를 
대상으로 한 세 장의 포스터에 있는 요소들을 
추출해 한 장의 포스터로 압축하거나 
(루도비크 발란트), 베를린에서 흔히 발견되는 
편의점 슈패트카우프를 활용해 우리 일상의 
일부로서 도시 타이포그래피를 표현하고(시기 
에게르트손), 단어들을 이용해 견고한 도시의 
구조물을 구축해내기도 한다.(키트라 딘 딕슨) 
또한 도시에 과잉된 타이포그래피 요소에 
대한 피곤함과 그 복잡성에 대한 매혹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엘모), 각종 기호와 
상징, 읽을 수 없는 문자 등을 같은 공간으로 

가져와 일종의 전시장으로 기능하는 포스터를 
만들기도 한다.(애런 니에) 교통 표지판과 
여행객을 위한 안내판, 축제 장식을 활용한 
형광 실크스크린 포스터로 ‘잔치’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고(니카르트 니선),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결된, 혹은 단절된 
시선을 통해 도시가 품고 있을 저마다의 
속내와 이야기를 드러내거나, 혹은 감춘다. 
(이재민)
 이 일곱 개의 공식 연작 포스터는 전시 한 
달 여 전부터 웹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어 타이포잔치 2015를 
홍보하며, 동시에 전시 작품으로서 비엔날레 
기간 동안 문화역서울 284에서 전시된다. 
또한 종이 위에 인쇄된 포스터들은 미디어 
협력자들의 작업을 통해 또 다른 매체와 
환경에서 재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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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no (   ) ga: The Street as Medium 종로 (   )가: 매체로서의 거리

Typography not only exists as a 
layer connecting people with cities, 
but as something that can impart 
meaning upon spaces, buildings 
and architecture. It facilitates and 
often shapes a dialogue between 
a city and those who live there and 
rely on it. On a research excursion to 
the Las Vegas Strip in 1968, Robert 
Venturi investigated the capacity of 
architecture to embody more than 
just physical space. His in-depth 
look at the concept of “decorated 
sheds” found intent and meaning in 
the everyday dialogue taking place 
between signs, people, and buildings. 
Similarly, this particular section of 
the Typojanchi exhibition seeks to 
explore typography through the 
numerous everyday channels that 
speak to people in cities on a daily 
basis. Signage, electronic typography 
at night, flyers, banners, billboards 
and wayfinding systems are how 
and where conversations often take 
place on city streets. This section of 
Typojanchi invites typographers to 
explore, research, ponder, question 
and scrutinize typography through 
this language and medium of the 
streets. For this exhibition, we will 
be creating a hypothetical alleyway 
or thoroughfare known as “Jongno 
(   ) ga.” Jongno is a historically well-
known east/west avenue running 
through central Seoul. “Jongno (   ) 
ga” will exist as a long thoroughfare 
that exists behind Culture Station 
Seoul 284 in order to simulate 
an actual alleyway or street. The 
typographers come from a wide 

range of backgrounds and mediums. 
Some deal with the typography in 
a traditional context, while other 
deal with the design of type or 
lettering. Still others deal with type 
in more expressive or consumable 
circumstances. The same can be 
said for each conceptual direction 
of the participating projects, some 
of which are specific to one location 
and place. There are also projects 
based conceptually on some of 
the spoken and unspoken rules of 
communication in contemporary 
Seoul, with several others seeking 
to twist certain experiences—even 
bring humor to them—that people 
have from morning to night every day. 
In addition, there are explorations 
that investigate the physical, formal, 
and constructive nature of signs 
themselves. Each project can be 
viewed as a rare opportunity for 
typographers to explore, simulate, 
and/or provoke typography as it 
might be seen, communicated with 
and visualized through the everyday 
experiences we see in any given city.

한 가운데를 동서로 관통하는 가장 긴 통로다. 
원래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까지 있는데, 
이 전시를 위해 가상의 (   )가를 만들어냈다. 
여기에서 디자이너들은 광고물이라는 매체를 
통해 타이포그래피와 그것의 기능, 발화, 표현 
등을 연구하고 전시하게 될 것이다. ‘종로 
(   )가’는 문화역서울 284 뒤쪽의 긴 통로에서 
실제 골목길로 재현된다. 이 전시에는 다채로운 
범위의 배경,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을 초대했다. 몇몇 작가들은 전통적인 
매체 맥락 안에서 타이포그래피를 다룰 
것이다. 또한 타입이나 레터링을 디자인하는 
작업이나, 더욱 표현적이거나 소비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을 것이다. 몇몇 
프로젝트는 장소특정적 작업이거나, 오늘날 
서울에서 발화되거나 발화되지 않은 소통의 
규칙을 기반으로 한 개념적인 작업이다. 
또 몇몇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비틀고 재치 있게 
표현하거나, 광고물 그 자체의 물리적, 
형태적, 구조적 특징을 탐색한 결과로 나온 
작품들도 있다.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도시 
일상의 경험을 시각화하고, 소통을 자극하며 
촉발한다는 점에서 작가와 관람객 모두에게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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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출판도시 사람들은 책을 만든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책에서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마지막 
책까지, 수많은 문자들이 출판도시 사람들에 
의해 편집되고, 디자인되고, 인쇄된다. 
한편 이곳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책이듯,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 또한 
책이다. 잘못 인쇄된 책뿐 아니라 멀쩡한 
책들도 여러 이유로 인해 버려진다.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이하 파티)는 
수많은 문자들이 명멸하는 도시에서 
버려지는 책들에 주목한다. 그들의 궤적을 
추적하고, 출판도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문자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책으로서 정체성이 사라지고 온전히 그 
무게로 가치가 매겨지는 과정에 개입한다. 
이들을 모아 표지를 제거하고, 물에 불리고, 

‘Seoul (   ) Soul’은 도시가 가진 무형의 
가치를 엽서라는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지금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400여 개의 동네 서점 가운데 
54개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선택했다. 
문화역서울 284 전시장에는 이들이 추천한 
책을 소개하는 엽서와 서점 지도를 전시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동네 서점들은 새로운 
서점이 가지는 신선함, 역사가 있는 중견 
서점의 친근함, 전문 분야의 책을 다루는 
서점의 독특함 등 자신만의 정체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엽서와 함께 제작된 서점 지도는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하지만 동네 
서점이 만드는 가상의 네트워크도 보여준다.
서울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공간들이 있다. 하나의 사람과 공간은 한 점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점들이 드러나게 된다.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은 돈이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집 밖을 나서는 것이 즐겁고, 마주치는 

Seoul (   ) Soul: The Neighborhood 
Bookstores of the Seoul

Seoul (   ) Soul: 서울의 동네 서점

“SEOUL (   ) SOUL” is a project that 
highlights the intangible value of a city 
through the medium of the postcard. 
To this end, we selected 54 bookstores 
from among 400 in Seoul, each of 
which offers a different perspective 
on variety. At the exhibition space 
inside Culture Seoul Station 284, we 
will exhibit the chosen postcards and 
their related book recommendations 
as well as maps detailing where 
bookstores are located. These 
selected bookstores have their own 
identities and attractions, like the 
fresh appeal of a brand-new store; 
the friendly warmth of a store that has 
been around for many years; or the 
uniqueness of specialty bookstores. 
The bookstore maps, produced along 
with accompanying postcards, not 
only serve the function of delivering 
objective information, but also 
display a hypothetical network 
established by local bookstores.  
 In every city around the world, 
each individual person and space 

together forms one specific spot, 
but when these spots are brought 
together, we as the onlooker can 
see multiple points of view. Living 
in a city, wearing expensive clothes, 
eating great food, and living in a large 
house are not so hard if you have 
money. To live in a city and enjoy 
going out, greet people on the street, 
and derive cultural stimulation from 
your surroundings is not necessarily 
achievable solely with money. Diversity 
and open-mindedness fertilize life 
in an urban environment. In our 
opinion, there are a certain number 
of bookstores in Seoul that represent 
the best places to vitalize our lives and 
share a healthy energy with them.
 This project presents the reality 
of today’s bookstores and their future 
potential. At the same time, it offers 
us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to 
experience, in our daily lives, this 
year’s Typojanchi theme, “City and 
Typography,” with these postcards 
and maps best representing Seoul.

사람들이 반갑고, 문화적 자극을 받으며 사는 
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과 열린 마음은 도시의 일상을 
풍요롭게 한다. 서울의 다양한 동네 서점들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건강한 에너지를 
공유하는 데 더 없이 좋은 장소다. 
이 프로젝트는 동네 서점의 현황과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도시를 대표하는 엽서와 
지도라는 매체를 통해 일상 속에서 ‘도시와 
타이포그래피’라는 올해 타이포잔치의 
주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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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 Paju Book City make books. 
From the very first book which 
newborn babies come in contact 
with to the last book in a person’s 
life, countless letters are edited, 
designed, and printed by people 
here. Just as books are quantitatively 
the biggest product made here, so 
too are they discarded more than 
any other item in Paju City. This 
is not just due to misprints but to 
numerous other reasons as well. 
 The Paju Typography Institute 
(PaTI) has been closely following many 
of the books that are thrown away 
in this city. PaTI traced the lifeline 
of books—from their production to 
their being thrown away—talked with 
people in Paju Book City, and became 
involved from the moment when the 
meaning of a text is banished, the 

identity of a given book disappears, 
and the process where they achieve 
value is only determined based on 
their weight in recyclable paper. 
PaTI gathered some of these books, 
removed their covers, soaked the 
paper in water, put in some additives, 
grinded it all together, and ultimately 
made a type of paste. Afterwards, they 
put this paste into a mold and dried 
it. In the end, they were left with a 
single brick. These bricks can be seen 
as a banished memorial monument, 
a placid grave, or perhaps just bricks. 
After this exhibition, these bricks will 
be moved back to Paju Book City once 
again to be part of the PaTI building 
wall that is now under construction. 
In short, this can be viewed as an 
effort to preserve the memory of a 
typographic city’s castaway books.

첨가제를 넣은 후 갈아서 반죽으로 만든다. 
이 반죽을 다시 직접 제작한 틀에 넣고 
말리면, 이윽고 하나의 벽돌이 만들어진다. 
이 벽돌들은 사라진 문자들의 기념비일 
수도, 그저 덤덤한 무덤일 수도, 혹은 한갓 
벽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전시가 끝나면 
벽돌들은 다시 출판도시로 옮겨지고, 현재 
건축 중인 파티 건물 벽의 일부가 되어 문자의 
도시에서 사라진 책들의 기억을 간직한다. 

Book Bricks 책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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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도시를 처음 방문할 때 우리는 지도를 
본다.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아래를 
내려다보며, 도시 전체를 조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시선은 극히 일부에 국한된다. 
한 개인에게 도시란 그를 둘러싼 360도의 
풍경을 모아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1년간 진행된 ‘타이포잔치 
뉴스레터’ 프로젝트에 ‘아시아 도시 텍스트/
처’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했다. 
텍스처(texture)라는 단어는 
‘텍스트(text)’를 포함하고 있는데, 두 단어 
모두 ‘엮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텍스투스(textus)’에 뿌리로 두고 있다. 

글자들이 직조되어 텍스트를 이루고, 그 
느낌은 질감(texture)이 된다. 
 ‘아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유럽 너머에 
있는 동쪽 지역을 이른다. 어떤 구체적인 
지역이라기보다는 꽤나 거친, 추상적인 
단어이다. 여기에 선보이는 프로젝트는 이 
거친 느낌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아시아라는 고정된 틀을 제거하고, 
그래픽 디자이너와 타이포그래퍼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본 도시 풍경의 지점들을 전시한다. 
그 지점들이 연결되면 하나의 직조물이 
만들어진다. 바로 아시아 도시들의 ‘텍스트/
처’가 되는 것이다. 

When we first visit a city, we 
look at a map. We envision a city 
from an omniscient point of view, 
encompassing it from its wholeness. 
However, our view is in fact 
extremely limited. For an individual, 
a city may mean an accumulation 
of landscapes that surrounds them 
in a 360-degree panorama. 
 “ASIA CITY TEXT/URE” is a series 
of articles published as part of the 
“Typojanchi Newsletter” project. The 
word “texture” includes the prefix 
“text.” Interestingly, the words text 
and texture both come from the 
same Latin root, textus, which means 

“thing woven.” Indeed, characters 
are woven into text, the feel of 
which then becomes texture-like.
 In the case of the word “Asia,” 
it originally indicated the huge 
swath east of Europe. For some, 
the word Asia is “rough,” yet this 
exhibition responds to its roughness 
and presents an Asia without its 
typical stereotypes. It exhibits 
landscapes that graphic designers 
and typographers saw firsthand in 
cities. When these specific points are 
connected, the lines will be interwoven 
and ultimately become a TEXT/URE. 

Asia City Text/ure 아시아 도시 텍스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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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Welcomes You: 
도시 환영(幻影/歡迎) 문자

When someone travels to a city, 
it talks to them through its letters 
and welcomes the person with its 
typography. The word “welcome” goes 
far beyond typography, is much more 
symbolic than the word itself, and 
exists as a cognitive symbol in all cities. 
From the very moment one arrives in a 
city to the last minute when they leave, 
these illusive letters appear differently 
every minute they are there, yet remain 
together all the time like a shadow.
 “Welcome/Welcome/Welcome/
Welcome/Welcome/Welcome/
Welcome/Welcome…Welcome!” 
Welcome’s subject is a city, 
while the object of welcome 
is any visitor of that city.
 From the roof of the airport 
terminal, which you can see from 
the plane as it touches down on 
the runway, to immigration desks, 
welcome signs, public transportation, 
highway tollgates, hotel front mats, 
check-in desks, welcome packages, 
free water bottles, souvenirs, tourist 
guide fliers, restaurant entrances, and 
hotel front doors, giant city spaces 
and signs all welcome strangers. 
These various forms of welcoming 
people are seamlessly planned 
on a repeated basis in the form of 
typography. Whether it is sincere or 
not, every public space in a city is 
most certainly speaking to people 
and directing them, obsessively 

following a stranger’s traces in a city.
 In the ruthless, repetitive 
environment of a city’s typography, 
there is only one place that feels 
like home, and that’s a hotel. This 
private residential space people rent 
out on a short-term basis has the 
same way of talking to people as a 
city does, that is, in a small, polite 
and/or personal tone of voice. 
 It is our goal to record and 
subsequently experiment with 
typography’s control of human beings 
in a city, while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ies of intervening in 
the ways typography speaks in 
place of a city. We also wish to 
document conventional welcoming 
impressions and methods for the 
unspecified. Furthermore, we will 
experiment and present welcoming 
experiences planned for each 
individual in a hotel room (a private 
space) in a variety of ways. 

CITIES WELCOME YOU, 
WELCOME WELCOMES YOU

도시를 여행하는 이방인에게 도시는 
문자로 말을 걸고, 문자로 환영한다. 
환영(歡迎)의 단어는 문자를 넘어서 
보다 상징적이며 인지적 심벌의 형태로 
모든 도시에 존재한다. 이방인이 도시에 
도착하는 최초의 순간부터, 도시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환영(幻影) 문자는 매 
순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늘 그림자처럼 방문객을 따라다닌다.
 “환영/환영/환영/환영/환영/
환영/환영/환영… 환영합니다!” 
환영(歡迎)의 주체는 도시이며 아마도 
대상은 도시의 방문객일 것이다.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공항 청사의 지붕을 시작으로 출입국 심사대, 
환영 피켓, 대중교통 수단, 공용도로 톨게이트, 
호텔 정문 발 받침, 체크인, 웰컴 키트, 프리 
워터, 기념품, 관광지 안내 지라시, 음식점이나 
호텔 정문 등 거대한 도시의 공간과 
프로그램이 이방인을 맞이한다. 이렇게 다양한 
환영(歡迎)을 지시하고 소통하는 행위는 
문자라는 형식을 통하여 매우 반복적으로 
도시에 균일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 마음이 
진심이건 겉치장이건 위장막이건 도시에서의 
모든 공적 공간은 빈틈을 주지 않고 쉼 없이 
말하고 지시한다. 이방인에게는 더더욱 
집요하게, 그들의 도시 속 행적과 일치한다.
불안하리만큼 무자비하고 반복적인 도시 
문자 환경에서 유일하게 원형적인 주거지, 

즉 집 같은 안정감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 
‘호텔’. 이 역시 한시적 거주를 위해 계약한 
사적 공간이지만 도시와 같은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작은 소리로 대단히 공손하고 
개인적인 음성으로. 그러나 그 역시 도시가 
하는 말의 내용이나 감정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환경과 
프로그램은 이방인을 세뇌하고 길들인다.
 우리는 문자가 도시에서 인간을 
제어하는 행위와, 문자가 도시를 대신하여 
말하는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기록하고 실험하고자 한다. 이마의 
주름과도 같이 제어하기 힘든 도시의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관습적인 환영의 인상과 방법을 기록하고, 
호텔 방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서 개개인을 
정조준한 계획된 환영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고 전달하고자 한다.

환영(歡迎)의 메시지를 
환영(幻影)의 주체로 하여금
CITIES WELCOME YOU, 
WELCOME WELCOME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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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도시’라는 커다란 대화방 안에서 
탐구하고자 했다. 매클루언의 
타이포그래피적 인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도시에 거주하는 타이포그래피적 
인간의 주변 사물들에서 의미와 텍스트의 
비전형적인 적용을 실험해보고자 했다. 
이를테면 비닐봉투, 재떨이, 아파트 열쇠, 
깜빡거리는 네온사인 등—다양한 적용 
매체를 통하여 언어 유희적 내용에 적합한 
오브제를 선정하여 적용했다.

This exhibition was prepared under 
the pretext of finding hidden layers of 
meaning in text. It is heavily influenced 
by Marshall McLuhan's prophetic book 
from 1962,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in which 
the author states in no uncertain 
terms that we exist as a form of 
text. Be it pretext, context, subtext, 
hypertext, with the maturing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networked 
environment, now more than ever the 
dawn of typographic man is upon us. 
 Text plays a vital part in our 
everyday lives. Indeed, the printed 
word, email, Facebook, Twitter and 
other social networking services allow 
millions of words to be exchanged 
around the planet in the blink of an 
eye. No longer are flesh and blood 
indications of being human; today it 
is thoughts, opinions, data, and bytes 
that define a person. In nutshell, the 
immaterial has replaced the material 
in defining the existence of man. As a 
result, language—or more specifically 
the written word (text)—takes on 
an additional layer of meaning, 
not only as a method of delivery 
but as meaning in and of itself. 
 The direction of this exhibition 

By living in a city, we are constantly 
surrounded by change. Old and new 
pile up rapidly and change the city 
landscape. This changes the lives of 
residents and visitors as well. Under 
the ceaselessly changing city surface, 
long-accumulated human desires 
and conflicts are filed up. This is 
both justification and nutriment for 
change. Desires and conflicts release 
themselves through typography 
on the surface of a city and show 
quite clearly the kaleidoscopic 
image of that particular city.
 Through a public competition,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were able to participate in this 
project. Students selected a specific 
axis that supports this city and then 
later eliminated the axis. As a result, 
they removed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city and its people while 
observing the city in this context. This 
project is an experiment in imagining 
the elimination of all the supporting 
elements of a city. These elements 

looks at text and how it forms, 
infiltrates, thrives, and carries meaning 
into its own context by approaching 
words from an aesthetic viewpoint. 
The lifecycle of a word, and how 
that word is used in a sociocultural 
setting to ultimately define the sender 
of such words, is the focal point of 
conjecture. The urban landscape is 
the perfect environment for such 
experimentation and thoughtful 
consideration, providing a real-time 
reaction to the context of words and 
their meaning(s). In line with this 
type of thinking, all of these text 
experiments will be further considered 
in a more hands-on application. The 
work itself does not hang from a 
wall in a decorative gold frame, for 
example, nor does it separate itself 
with a wide berth between audiences. 
The work itself is applied to everyday 
objects that further enhance the 
meaning of the work. A plastic bag, 
an ashtray, apartment keys, and a 
broken neon sign all serve to further 
enhance the meaning of text. 

can include a desire to further a lust 
for capital, sex, power, education, and 
traditions, things, in short, that will 
b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For two months, 15 participants 
and their three tutors from the studio 
Everyday Practice participated in a 
workshop called A City Without (   ). 
They observed the inherent desire 
within cities that is related to social 
phenomena and related discussions. 
Later, they reconstructed the city 
after these impulses were removed. 
The workshop’s results were then 
exhibited visually, with the artificially 
removed impulses substituted as 
different impulses and conflict. This 
demonstrated a more distorted aspect 
of the city and the image more clearly.

이 프로젝트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텍스트의 
여러 의미를 파헤쳐보는 관점에서 
준비되었다. 마셜 매클루언이 이미 
1962년에 『구텐베르크의 우주: 
타이포그래피적 인간의 탄생』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텍스트로 존재한다. 
디지털 환경이 우리 일상과 더욱 밀접하게 
교차할수록 매클루언의 타이포그래피적 
인간의 의미가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글자를 통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단 1초 사이에 수백만의 대화들이 오가고 
있을 정도이니, 인간임을 규정하는 지표가 
더 이상 육체나 피 같은 ‘물질’이 아니라 
생각, 의견, 바이트, 곧 텍스트 같은 
‘비물질’일 것이다. 여기서 언어 즉, 문자의 
역할에 대한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데, 단지 
내용과 의미 전달 매체로서가 아닌 그 
이상인 제3의 의미로 거듭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언어의 파생, 기생, 
증식, 그러니까 언어가 생겨나고 변하는 
과정 즉 ‘언어의 유희’를 탐구하여 현재 
인간이 어떻게 텍스트로 자기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는지 고민한 결과물이다. 
더욱이, 타이포그래피적 인간이 밀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오래된 것 위로 새로운 것들이 빠른 
속도록 쌓이면서 도시의 풍경도 변하고 
사람들의 삶도 그에 맞는 모습으로 변해간다. 
끝없이 변화하는 도시 표면, 그 아래는 
오랫동안 쌓여온 인간들의 욕망과 갈등으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다. 이는 변화의 명분이며 
양분이기도 하다. 이런 욕망과 갈등은 문자를 
통해 도시 표면으로 배어나고 도시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공모를 통해 모인 이십대 대학생들은, 이 
도시를 떠받치는 특정한 축을 선택하여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시와 사람의 본성을 
끄집어내어 그 이면으로부터 도시를 관찰한다. 
자본과 성과 권력에 대한 욕망, 교육이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후대로 전이되는 전형과 
관례, 허위와 효율의 양면으로 채워지는 
도시의 공간과 시간 등, 도시의 변화 그 
아래에서 도시를 단단히 떠받치고 있는 이 
요소들을 제거한 도시를 상상함으로써 그 
본성에 더 가깝게 접근해보려는 시도이다.

 ‘일상의실천’ 세 명의 튜터를 중심으로 한 
15명의 워크숍 참가자들은, 두 달 동안 
정기적으로 진행된 워크숍 ‘결여의 도시’를 
통하여,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욕망들이 
나아가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는지 
관찰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그것이 
제거된 후의 도시를 상상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워크숍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삭제된 욕망들은 결국 또 다른 
종류의 욕망이나 갈등으로 대체되며 더욱 
왜곡되어가는 도시의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궁극적인 도시의 모습을 일깨운다.

Urban Word Play

Workshop Project: A City without (   ) 

도시 언어 유희

워크숍 프로젝트:  결여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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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E-W, 
CITY COMPASS

Reportage is a form of literature, 
which describes a symptom in depth 
with a critical and professional 
opinion over superficial phenomenon. 
Facts and subjectivity are mixed in 
documentary form, and the truth 
can appear even if it was previously 
buried, especially if nobody was 
investigating this. The City Typography 
Reportage project re-arranged a 
number of the city typography cases 
an axis that was based on critical 
thinking and unearthing meaning 
in a clear, persistent manner. 

Zero Lab, Korea
Zero Lab is a design group, composed 
of Kim Donghoon, Jang Taehoon and 
Kim Dohyun. The studio specializes 
in product design, graphic design, 
and many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They explore both experimental and 
commercial design, and try to find 
the balance between reality and 
ideal practice in the design world. 
They not only participate in many 
festivals and exhibitions as a graphic 
and space designers but also as 
artists. Zero Lab designs and makes 
furniture and spaces by themselves 
and do many workshops as well.

Nolgong, Korea
A Big Game creative studio Nolgong 
provides ‘C( ) T( ) Guide’ to expand 
the experience of ‘Typojanchi 2015’ 
visitors. ‘C( ) T( ) Guide’ begins with 
the immigration at the entrance. Once 
visitors clear immigration and enter the 
city, they are to discover 78 keywords 
on the walls and floors of the exhibition 
hall. When they enter keywords on their 
smartphones, two options will appear. 
For instance,upon entering ‘internet’, 
they have to choose from ‘A. Press Like’ 
and ‘B. Post Comment’. While typing in 
the keywords and agonizing the options, 
visitors can have active and interesting 
experience in Typojanchi 2015. After 
exploring Typojanchi 2015, an output 
will be printed out with one out of 
three types of memorizing a city on.

Mediabus × Shinshin Korea
The Typojanchi 2015 Newsletters 
regard the city as an archive of 
typography. A city is a residential 
community and a letter is a public 
communication method. These are 
both made and developed at almost 
the same time. The concept of 
typography as a culture of letters has 
the potential to achieve diversity and 
expansion in the city. It can become an 
effective medium which can approach 
a history of city and placeness. The 
participants are designers, critics, 
theorists, and architects who will 
discover letter archives that have deep 
layers “already” in the city with their 
own perspectives and methodologies.

E Roon Kang, Korea
E Roon Kang lives and works in 
New York, where he operates Math 
Practice—an interdisciplinary 
design and research studio. E Roon 
is a TED Fellow, was previously a 
research fellow at SENSEable City 
Laboratory of MIT. He gave talks and 
lectures at MIT, TED Conferences 
and Cannes Int'l Festival of Creativity, 
among others, and taught courses 
at Bauhaus-University Weimar, NYU 
ITP. He current teaches at Parsons 
School of Design and  holds an 
MFA in graphic design from Yale. 
The Typojanchi Website maps each 
of the participating projects with 
their contextual relationship and 
associated geographic locations. 
By appropriating the familiar user 
interface of online maps, the website 
suggests a unique vantage point in 
experiencing the exhibition. The base 
map is constructed with the data from 
OpenStreetMap, and the website is 
realized with help of Wonyoung So.

rebel9, Korea
The N-S-E-W, CITY COMPASS 
project archives the city and the 
relationship of the artists who 
analyze the city based on the 
Typojanchi 2015 artists roster 
information. If the Typojanchi's 
other projects focus on the "results" 
from "city-artist" relationships, 
this project links the audiences 
and the cities with the artist's 
personal city experiences. Through 
Typojanchi, artists from all over 
the countries rush to the city and 
create a cultural trace in their own 
ways. The audience who visits the 
exhibition, faces to the city location-
based infographic experiences 
through a compass on board the 
mobile application, constructed by a 
database system with artist-related 
city information. This project explains 
the artists (and the art works) by 
the artist ('s information) therefore, 
it has "meta" and "off the space" 
characteristics at the same time. 

르포르타주는 표면적인 현상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보고자가 비평적이고 
전문적인 견해를 개입시켜 그 이면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문학의 한 형식이다. 
이렇게 사실과 주관이 혼재된 기록 형식을 
통해서, 누군가 알려주는 이가 없다면 묻힐 
수도 있었을 실체들을 드러낸다. ‘도시 문자 
르포르타주’ 프로젝트는 포괄적 사례를 
축적하는 ‘아카이브’의 수집품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수집된 사례들의 실상을 몇 
가지 문제의식들에 기반한 축 위에 전면 
재배열하며 그 의미를 집요하고 명료하게 
파악해 들어간다.

제로랩, 한국
제로랩은 김동훈, 장태훈, 김도현으로 이뤄진 
디자인 그룹으로 제품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외에도 전방위 문화 활동과 다양한 창작 
활동을 통해 실험적 디자인과 상업적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협의점을 찾고자 한다. 다양한 
축제나 전시의 그래픽 디자인 개발, 가구/집/
공간의 개발 및 제작, 워크숍, 전시 등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놀공, 한국 
빅게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놀공은 
‘타이포잔치 2015’에서 관람객들의 전시 
경험을 새롭게 확장시키는 ‘C( ) T( ) 
Guide'를 제공한다. ‘C( ) T( ) Guide'는 
전시장 입구 입국 심사에서 시작한다. 심사를 
마치고 도시에 들어서면, 전시장 바닥과 
벽면에 도시를 상징하는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관람객이 스마트 폰에 하나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등장한다. 가령 ’인터넷‘을 입력했을 때 ’A. 
좋아요 누르기’, ‘B. 댓글 달기’가 나타나고 
관람객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선택할 수 있다. 
관람객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문장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타이포잔치 2015의 작품들을 보다 
능동적이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다. 전시 
관람을 모두 마치면 도시를 기억하는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담은 결과물이 
출력된다

미디어버스×신신, 한국
2015 타이포잔치 뉴스레터는 도시를 
타이포그래피 아카이브로 간주한다. 집단 
거주지인 도시와 집단 소통 방법인 문자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고 발전되었다. 
문자 문화로서 타이포그래피 개념은 도시 
안에서 다양성을 획득하고 확장될 수 있었고,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이 뉴스레터에 
참여한 디자이너와 예술가, 비평가, 이론가, 
건축가 등은 자신만의 관점과 방법론으로 
도시와 문자, 타이포그래피를 가로지르며 
이미 도시에 두텁게 쌓여 있는 문자 
아카이브를 발굴한다.

강이룬, 한국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와 예일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고, 
MIT의 도시 계획과 산하 센서블 시티 
연구소에서 특별 연구원으로 일했다. TED 
펠로우로 활동하며 미국 TED 콘퍼런스와 
칸라이언즈 국제 크레이이티비티 페스티벌 
등에서 강연했고, 독일 바우하우스 바이마르 
대학교, 뉴욕 대학교 ITP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뉴욕에서 학제간 디자인 및 
리서치 스튜디오 매스 프랙티스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지도의 익숙한 형식을 빌어 
제작된 〈타이포잔치 웹사이트〉는 각 
프로젝트 들의 개념적 이웃관계와 각자 
관련된 지리적 위치들을 지도로 엮어, 
타이포잔치의 전시를 경험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 온라인 지도는 
오픈스트리트맵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이자 개발자인 소원영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다.
 

레벨나인, 한국
〈동-서-남-북, 도시 나침반〉 프로젝트는 
2015 타이포잔치에 참여한 작가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와 그 도시를 
해석하는 작가의 관계를 아카이브한다. 
타이포잔치의 여타 프로젝트가 ‘도시-작가’ 
사이에서 생성된 ‘결과물’을 조명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작가 개개인의 도시 경험을 
매개로 하여 관람객과 그 도시들을 잇는다. 
타이포잔치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작가들은 ‘도시와 타이포그래피’라는 주제에 
따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계 여느 도시로 
달려가 문화적 흔적을 창조한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작가들과 관련된 도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구축된, 나침반이 
탑재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 
기반의 도시 인포그래픽 경험과 마주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의 정보)로 
작가(와 작품)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메타적’ 
성격을 띠며, 동시에 ‘탈공간적’ 성격을 
지닌다.

City Letter 
Reportage

Exhibition Space 
Project

도시 문자 르포르타주 전시공간 프로젝트

C (   ) T (   ) 가이드

2015 타이포잔치 뉴스레터 《A–Z》

도시문자버스

이재원, 미국
도시의 이동을 가능케하는 지시 수단인 도로 
기호와 텍스트를 이동의 주체인 버스가 
흡수하여 도시를 래핑한다. 

Chae Lee, USA
The bus wears the road signages 
and texts which indicate for moving. 
This communicates a somewhat 
ambiguity in its subject and object.

2015 타이포잔치 웹사이트

동-서-남-북, 도시 나침반

ReportersGute Form, Jiwon Yu 리포터
구트폼, 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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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Type Exploration Project
Project Planning & Coordination: 
Hyungjae Kim
Speaker:  Hyungjae Kim, Jaehyun 
Bahk, Yerin Kang, Chihoon Lee, 
Bonjoon Goo (1964–2014), 
Haecheon Park
Poster & Website Design: Kwon 
Ahjoo, Hyungjae Kim
City Type Bus Design:  Chae Lee

Typojanchi Intertalks 2014/2015
Graphic Design: Studio Plat

Newsletter Project
Newsletter Advisory Committee: 
Adrian Shaughnessy (Chairman), 
Catherine Griffiths, Rob Giampietro, 
Tetsuya  Goto, Peter Bilak
Newsletter Management: Jungyeon 
Goo, Seongtae Park, Jung Jin Yeoul, 
Chris Ro
Newsletter Publishing: Mediabus
Newsletter Editing: Kyung yong Lim
Newsletter Design: Donghyeok Shin, 
Haeok Shin
Translating: Yunim Kim
Newsletter Printing: Midii, Seoul
Publication: 45,000 copies
ISBN: 

도시문자탐사단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획 및 코디네이션: 김형재
연사:  김형재, 박재현, 강예린, 이치훈, 
(故)구본준, 박해천
포스터, 웹사이트 디자인: 권아주, 김형재
도시문자버스 디자인: 이재원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4/2015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플랏

뉴스레터 프로젝트
뉴스레터 자문위원: 아드리안 
쇼네시(위원장), 롭 지암피에트로, 피터 
빌락, 캐서린 그리피스, 고토 테츠야
뉴스레터 운영위원: 구정연, 박성태, 
정진열, 크리스 로
뉴스레터 발행: 미디어버스
뉴스레터 편집: 임경용
뉴스레터 디자인: 신동혁, 신해옥
번역: 김연임
뉴스레터 인쇄: 미디아이, 서울
부수: 45,000 부
ISBN: 

Typojanchi 2015 Typojanchi 2015
Pre-Biennale Project 

오픈토크
장소: 네이버 그린팩토리 2층 커넥트홀
일정: 2015.11.12(목) 오후 3–6시
— 아드리안 쇼네시(영국)
— 김두섭(한국)
— 로만 빌헬름(독일)
— 프로젝트 아시아 시티 텍스쳐
2015.11.13(금) 오후 3–6시
— 캐서린 그리피스(뉴질랜드)
— 다이니폰 타입 조합 (일본)
— 리서치 앤드 디벨럽먼트(스웨덴)
— 왕츠위안(중국)
— 스튜디오 스파스(네덜란드)

토요토크
장소: 문화역서울 284 RTO
일정: 전시 기간 중 매주 토요일 3시
— 11월 14일, 이재민
 (   ) on the Walls
— 11월 21일, 이기섭
 Seoul (   ) Soul
— 11월 28일, 크리스 로
 종로 (   )가
— 12월 5일, 박경식
 도시언어유희
— 12월 12일, 조현, 심대기, 이충호
 City Welcomes You
— 12월 19일, 최문경
 책 벽돌
— 12월 26일, 민병걸, 일상의실천
 결여의 도시

C (   ) T (   ) Talk

Open Talk
Venue: Naver Green Factory 
Connect Hall
Time: 3–6PM, 12 November, 2015
— Adrian Shaughnessy 
 (United Kingdom)
— Doosup Kim (Korea)
— Roman Wilhelm (Germany)
— Project: Asia City Text/ure
Time: 3–6PM, 13 November
— Catherine Griffiths (New Zealand)
— Dainippon Type Organization
 (Japan)
— Research and Development
 (Sweden)
— Wang Ziyuan (China)
— Studio Spass (Netherlands)

Oversea Talk
Venue: Mark Studio (OOO Projects) 
2-1-21 Enokojima, Nishi-ku, Osaka, 
Japan
Time: 5–6:30PM, 21 November, 2015 
— Typojanchi Debriefing
— Tetsuya Goto
— Tatsuya Kuji
— Kanako Yamamoto

Saturday Talk
Venue: RTO, Culture Station Seoul 284
Time: 3PM, Every Saturday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 14 Nov, Jaemin Lee
 (   ) on the Walls
— 21 Nov, Kiseob Lee
 Seoul (   ) Soul
— 28 Nov, Chris Ro
 Jongno (   ) ga
— 5 Dec, Fritz K. Park
 Urban Wordplay
— 12 Dec, Hyun Cho, 
 Dae Ki Shim, 
 Choong Ho Lee
 City Welcomes You
— 19 Dec, Kelly Moonkyung Choi
 Book Bricks
— 26 Dec, Min Byung-Geol, 
 Everyday Practice
 A City without (   )해외토크 

장소: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니시구 
에노코지마 2-1-21 마크 스튜디오(OOO 
프로젝트)
일정: 2015.11.21 오후 5시–6시30분
— 고토 테츠야  
— 쿠지 타츠야 
— 야마모토카나코 

Hos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ganized by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Korean Society 
of Typography
Authorized by ico-D
Organizing Committee: Ahn Sang 
Soo (Chairman), Neville Brody, Lars 
Muller, Paula Scher, Wang Xu, Hara 
Kenya, Yongseob Kim, Jeongcheol 
Choi, Jaejoon Han
Promotion Committee: Min Choi 
(Chairman), Byungju Lee, Jung Jin 
Yeoul, Jaewan Jung, Sujin Park, 
Seongtae Park
Sponsor: Naver, Doosung paper, The 
Japan Foundation, Seoul
Support: Ahn graphics, Small house 
big door, INNOIZ, Rebel9, Samsung
Media sponsor: Monthly Design, 
Idea magazine, SPACE magazine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공인: ico-D
조직위원회: 안상수(위원장), 네빌 브로디, 
라르스 뮐러, 폴라 셰어, 왕쉬, 하라 켄야, 
김용섭, 최정철, 한재준
추진위원회: 최성민(위원장), 이병주, 
정진열, 정재완, 박수진, 박성태
후원: 네이버, 두성종이,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협찬: 안그라픽스, 스몰하우스빅도어, 
이노이즈 인터랙티브, 레벨나인, 삼성전자
미디어 후원: 월간디자인, 아이디어매거진, 
월간 공간

Director: Kymn Kyungsun
Special Exhibition Director: Adrian 
Shaughnessy
Chief Curator : Kiseob Lee, Jaemin 
Lee, Chris Ro, Kelly Moonkyung Choi
Curator: Goto Tetsuya, Min Byung-
Geol, Fritz K. Park, Ahn Byung-Hak, 
Hyun Cho (Daeki Shim, Choongho 
Lee)
Committee: Miyeon Jun, Hongkyu 
Lee, Hyunjung Yoon
Coordinator: Sohn Youngeun, Lee 
Daeun, Asechi Kimi

Graphic Design: Sohn Youngeun, 
Kang Hong, Lee Daeun 
Design Assistant: Yang Doyeon, Ha 
Yeji, Leem Hyeeun, Kim Sohee
Exhibition Graphic Design:  Studio 
fnt
Exhibition Space Design: zero-lab
Website Design: E Roon Kang
Official Poster Design: Aaron Nieh, 
Helmo, Jaemin Lee, Keetra Dean 
Dixon, Richard Niessen, Siggi 
Eggertsson
Communication Poster Design: 
Jaemin Lee

Catalogue Publishing: Ahn graphics
Catalogue Editing: Park Hwalsung
Catalogue Design: Lee Kyeongsoo

총감독: 김경선
특별 전시디렉터: 아드리안 쇼네시
책임 큐레이터: 이기섭, 이재민, 크리스 로, 
최문경
큐레이터: 고토 테츠야, 민병걸, 박경식, 
안병학, 조현(심대기, 이충호)
사무국: 전미연, 이홍규, 윤현정
코디네이터: 손영은, 이다은, 아세치 키미

그래픽 디자인: 손영은, 홍강원, 이다은
디자인 어시스턴트: 양도연, 한예지, 
임혜은, 김소희
전시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에프앤티
전시공간 디자인: 제로랩
웹사이트 디자인: 강이룬
공식포스터 디자인: 루도비크 발란트, 
리카르트 니선, 시기 에게르트손, 에런 
니에, 엘모, 이재민, 키트라 딘 딕슨
커뮤니케이션포스터 디자인: 이재민
도록 발행: 안그라픽스
도록 편집: 박활성
도록 디자인: 이경수

도록 발행: 안그라픽스
도록 편집: 박활성
도록 디자인: 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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