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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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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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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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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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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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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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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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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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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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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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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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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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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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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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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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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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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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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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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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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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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이후에는 텍스트 기반의 유행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햏햏’은 기쁨, 놀람, 당혹감, 
쾌감, 회의감, 깨달음 등 다양한 느낌을 모두 
나타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단어이자 형용사다. 
디시인사이드의 한 유저가 댓글로 ‘아햏햏’하고 
웃는 소리를 쓴 것이 유행의 시작이라고 한다. 
아햏햏은 주로 붓으로 써진 캘리그래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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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관해 기억나는 글자들을 수집해 달라고 
하셨죠? 사실 이 도판들은 제가 모으고 있는 자료 
중 하나에요. 처음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이게 생각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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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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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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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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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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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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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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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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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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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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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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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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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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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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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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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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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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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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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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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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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태풍은 언제가는 지나가는 것. 제대로 
세탁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쿰쿰한 냄새의 헬스장 
운동복과 수건에 어지러워지고, 과하게 컷팅된 
민소매 셔츠 사이로 땀방울이 영롱하게 맺혀 
있는 보디빌더들의 젖꼭지들이 신경쓰이고, 
계속 자기 가슴을 만지며 돌아다니는 한 청년의 
유난스러움이 꼴보기 싫어지고, 얼굴을 찡그리며 
덤벨을 드는 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음을 
깨닫고, 길 잃은 양을 인도하는 메시아 같던 
트레이너들이 사실 저임금에 시달리며 퍼스널 
트레이닝 영업으로 불안한 하루를 연명하는 나와 
같은 ‘인간’임을 알았을 때, 나는 비로소 헬스장을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원과 갱생의 착각은 
영원하고, 한 번 남은 희망의 발자국은 잊을 수 
없는 것.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그 불온한 전단은 
언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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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wrestled with the large newsprint 
format of this very publication and managed 
to find your way to my essay here, I’m sure 
you’ll agree that the page is inherently 
multidimensional (to the point of being 
awkward at times). Rather than the basic ‘two-
dimensional’ description that still mislabels 
graphic design programmes at various 
academic institutions, the X and Y axes that
we operate within on any computer screen are 
subject to the three-dimensional vertical Z axis 
we encounter in everyday life. With reading, 
typography is both orthogonal (it operates on 
multiple, divergent planes) and orthographic 
(it communicates space and time—life—
through signs and symbols). In Designing 
books: practice and theory, Swiss book designer 
Jost Hochuli outlines the book’s symmetrical 
codex properties (‘Its axis is the spine, around 
which the pages are turned’) and its kinesis 
(‘…the sense of movement and development, 
which comes with the turning of the pages’). 
By Hochuli’s description, the double-page 
spread is of greater importance
than the single page. This axis of symmetry 
and the totality that comes from the movement 
of the double-pages, turned over one another, 
can be understood as what he calls ‘the 
final typographic unity’, one that includes 
the dimension of time. The job of the book 
designer, he concludes, ‘is in the widest sense 
a space-time problem.’ Given these spatial and 
temporal conditions, typography is necessarily 
anthropometric: informed by measurements 
and proportions of the human body and 
conditioned by our interactions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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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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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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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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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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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e Corbusier, Modulor, 1945

#6
Niels Diffrient, Alvin R. Tilley, Joan C. Bardagjy and Henry Dreyfuss Associates, with Valerie Pettis 

(graphic design), Humanscale 1a Body Measurement Template, 1974 (Courtesy Cooper Hewitt 
Smithsonian Design Museum)

#4
TBWA Chiat Day, ‘Thumb’, Apple iPhone 5 television commercial, 2012

#4
Jost Hochuli, Robin Kinross, ‘Format and thickness, hand and eye’, in Designing books: 

practice and theory, (London: Hyphen Press, 1996)

#3
Jost Hochuli, Robin Kinross, ‘Symmetry, asymmetry and kinetics’, in Designing books: practice 

and theory, (London: Hyphen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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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film, like Powers of Ten also produced 
for IBM, provided me with the title of this 
essay, and might help with bringing us back 
down to earth. Pitter Patterns was made in 
1960 by Chicago filmmaker Millie Goldsholl 
to endorse elementary school reading kits by 
IBM’s Science Research Association subsidiary. 
The ten-minute film surveys the foundations of 
language through sounds and signs, proposing 
rhyme and rhythm as an effective learning 
methodology. Before a subtle sales pitch kicks 
in halfway through, the film starts with some 
pretty incisive definitions of typography: 
‘Language transformed into graphic symbols’; 
‘The printed word: link between the mind 
and many worlds’. After running through a 
beautiful succession of cascading three-letter-
word concrete poetry superimposed on a 
miscellany of photographic slides, the film 
concludes with an array of coloured letters set 
in a variety of typefaces flowing continuously 
towards us on a black background in 
alternating configurations:
WORD, WORLD, WORD, WORLD. A simpler 
concluding WORD has an L popped into it,
while the O curls into a globe that 
circumscribes the final word ‘WORLD’. Here 
again, as always, typography is both orthogonal 
and orthographic: moving in space, capable of 
conjuring up the whole world. A world that’s a 
word we inhabit.

A more personal, less average, yet perhaps 
equally universal counterpoint to Corbusier’s 
six-foot white male might be found in a 1986 
issue of the Walker Art Center’s seminal 
journal Design Quarterly devoted to the Los 
Angeles-based artist and graphic designer 
April Greiman. As the focus of DQ issue 
133, Greiman skipped the expected portfolio 
survey and instead seized the opportunity to 
boldly articulate an open question, reconciling 
her New Wave typography with photography, 
video, mind, body, and the digital mechanisms 
used to compose them, all laid bare under 
the title ‘Does It Make Sense?’. The result was 
anthropometric in both size and content: a
rearrangement of DQ’s standard 36-page 
8.5×11-inch format into a 3 × 6 feet poster that 
folds out like a map with the designer’s life-
sized, pixelated body as the territory. In ‘The 
Page’, Perec elaborates on the spatial qualities 
of writing and substrate alike: ‘I write: 
I inhabit my sheet of paper, I invest it, I travel 
across it.’ Greiman appears to literally inhabit 
her sheet, having simply lied down on top of it 
with stream-of-consciousness signs, symbols, 
and words in orbit around her.

On the back of the poster, we’re dropped into 
the middle of a philosophical conversation on 
the duality of order and chaos: ‘While on the 
surface, things seem irregular and chaotic, 
when you break down the parts, in reality 
they are more modular and ordered.’ If Perec’s 
reading of Borges situates the alphabet as the 
infinite, Greiman’s analysis of chaos reveals 
modules of a more defined clarity: ‘The more 
finitely we perceive them, the more their 
inherent order becomes apparent.’ Turning 
the sheet over once more, we spot an upside-
down bitmap rendering of Earthrise, that 
iconic 1968 NASA photograph of the view 
from the moon looking back at earth. To the 
lower left, below Greiman’s shoulder, we find 
ourselves in a Powers of Ten-like textual zoom 
that quickly takes us from ‘proton, neutron…’ 
through such wild detours as ‘…moron…’, to 
ever-decreasing units ‘…milli, micro…’. The 
data ticker typography gradually pulls us to 
‘chaos’ and beyond, before we suddenly turn a 
corner and hit ‘don’t worry. be happy’. I confess 
to always arriving at a similar conclusion after 
being mentally taxed by the cosmological and
biological science of the Eameses’ film, no 
matter how many times I’ve seen it. As a more 
subjective study of mind and body, Greman’s 
emotional and material honestly arguably 
gets closer to universal truths than more 
generalised anthropometric system.

#7 
April Greiman, ‘Does It Make Sense?’ (Front), Design Quarterly 133, 1986 (Courtesy Walker Art Center)

#8 
April Greiman, ‘Does It Make Sense?’ (Back), Design Quarterly 133, 1986 (Courtesy Walker Art Center)

#9 
Millie Goldsholl (Goldsholl Design & Film Associates), 

Pitter Patterns, Science Research Association (IBM), 1960 (Courtesy Chicago Film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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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Gogin founded design studio 
Practice in London in 1999 with 
Shan James After graduating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Practise’s 
work includes the design of identity 
systems, publications, campaigns, 
websites, posters, type, exhibitions, 
signage and wayfinding as well 
as providing content strategy. He 
teaches Graphic Design at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RISD). He is 
also a critic contributing writing to 
a range of international publications 
and journals. His works included 
in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the 
Victoria & Albert Museum,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the Chicago 
Design Archive. - For this issue 
Goggin contributed an essay based 
on a course he taught at RISD called 
‘X, Y and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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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네. 어쩌다 보니 씨오엠하고도… (웃음). 
제가 초대한 작가님들은 주변 환경이 가진 
맥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세요. 그래선지 
오히려 그걸 활용하려 애쓰시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기찻길이 있다면 기차 소리가 들리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해요. 기차 소리를 이용하고 
싶다는 거죠. 바깥의 풍경을 작업과 실시간으로 
반응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이야기들. 그게 
흥미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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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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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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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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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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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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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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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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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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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율리: ‘붉게 쓰기’, 부제는 ‘몸과 
타이포그래피가 맞닿은 곳’이네요. 이 모티브는 
어디서 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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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무: 누가 복음에 나오는 ‘두 ㄱ(눅 22:19-21). 
편집 주.’를 인트로로 삼았습니다. 타이포잔치 
아이덴티티 컬러인 붉은색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고요. 붉은색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되잖아요, 
피, 정열, 움직임, 노동…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으려 합니다. “1 이것은 진정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19-21). 편집 주. 

윤율리: 원래 기독교인이신가요? 

김나무: 아뇨. 종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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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민재: 어… 맨 처음은 ‘글자가 움직이는 
것’부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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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율리: 그럼 작년 사전워크숍을 거치면서 
발전된 기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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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율리: 아… 김래원 콧구멍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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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율리: 좀비같은 존재가 되어서…

진행: 윤율리
Moderater: Yoon Juli
기록: 김하은, 하시연
Record: Kim Ha-eun, Ha Siyeon

Date 2017.7.19
아카이브 봄
archive bomm

Typojanchi 2017 
Curators
권민호, 김나무, 문장현, 심대기, 채병록, 허민재
Kwon Minho, Kim Namoo, Moon Janghyun, Shim Daeki, Chae 
Byungrok, Huh Minjae

권민호: 원래 그 공간을 제가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직 뚜렷한 기획이 잡히기 
전이었는데, “타이포잔치에 한글이 너무 없다”, 
“진지한 연구가 들어가서 전시에 무게를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안병학 감독님 말씀이 
있었고요, 문장현 님 파트에 그 공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에 제가 동의하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제 공간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게 됐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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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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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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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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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현: 오늘도 어마어마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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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율리: 큐레이터의 롤을 일정 부분 작가들과 
공유하시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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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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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율리: 한자어 ‘서’를 ‘쓰기’라는 우리말로 
옮기신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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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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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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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율리: 공간 문제는 많이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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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병록: 아, 저 말입니까? .

윤율리: 기둥 얘기가 재미있는데요. 문화역서울 
전시가 늘 힘들거든요. 공간 때문에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지만 그래봐야 선택지는 별로 없고, 
구멍 뚫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데 비상등이나 
소화전을 가릴 수도 없어요. 작업을 보여주는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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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율리: 짤방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소재를 
다룹니다. 그래서 주제어인 몸과 연결되는 
건가요?

허민재: 그게 저는 참 신기해요. 제출된 작업들을 
보다가 물질적인 즉각성에 놀란 적이 있어요. 
눈알, 손, 혓바닥…

윤율리: 저도 출품된 작업들을 미리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짤을 너무 힘있게 
만드신 경향이 있던데. 그런 점에선 역량의 
발휘가 오히려 짤로서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권민호: 진지각이네요. (???, , …).

윤율리: 기성품들이 너무 센 탓도 있죠. 겉절이로 
뺨 때리는 거 보셨어요?

채병록: 타이포잔치의 장단점이에요. 울타리가 
되지만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획적인 
측면에선 이걸 정말 콜라주의 느낌으로 더 
풀어놓고 갈 거냐, 모션 그래픽적 요소를 가진 
디자인 작업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갈 거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후자가 됐지만.

허민재: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을 보는 느낌으로 
감상하시면 좋을 듯 해요. 

윤율리: 100명의 딸들’이니까 압도적인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반면 그걸 다 어떻게 놓을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허민재: 저희 팀원들은 운명에 맡겨보자며…
. 아직도 진행형인 고민이에요. 저는 현장에 

있는 벽을 써보려고 했는데 어제 통화하니까 
그게 또 철거될 예정이라네요. 바로 씨오엠에게 
문자를 보내고 같이 헉, 하는 와중입니다.

윤율리: 채병록 님 쪽은 어떠세요? 

채병록: 최근 구성에 큰 변동이 있었어요. 다행히 
현장미팅을 마치고 좀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조그만 크기의 연구실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그걸 큰 방 하나로 몰았어요. 오쿠무라 
한 분만 독방을 쓰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작업들이 넘어온 데다 그려주신 레이아웃이 
있어서요. 아마 벽에 선반을 붙이고 정갈한 
액자를 살포시 얹는 느낌으로… 70-8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를 배경으로, 디자이너가 흡사 
장인처럼 뭔가에 몰입하던 시대의 흔적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허민재: 네. 제작자가 지워버려도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테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퍼져나갈 
수도 있고. 짤에게는 짤만의 독특한 수명이 
있다고 가정하니까 세대라는 개념도 붙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해하고 그들을 번식시켜 보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윤율리: 타이포잔치 이후에도 지금 만들어진 
짤은 웹을 떠돌면서 그들의 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까요?

허민재: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작가님들의 
허락이 필요하겠죠. 웹사이트를 개발 중인 
친구가 오늘 아이디어를 낸 게, ‘짤 갤러리’처럼 
게시판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누구나 
다운받고 쓸 수 있게요. 새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윤율리
메신저에서 쓰는 스티커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요즘 작가들이 작업을 변형해서 
텔레그램 스티커를 만들곤 해요. 유료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꽤 적극적으로 메신저 안에서 쓰이게 
됩니다. 유쾌한 방식인 것 같아요.

문장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 쪽에서 한 번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길상문자를 약간 
변형해서 재밌게 만들어보자고.

윤율리: 기대되는데요? 의외로 유용할 것 같고.

문장현: 단어도 요즘 표현들 중에 골라서, 
무슨무슨 ‘각’, 이런 말들.

채병록: 저는 그 ‘각’을 이해하는데 두 달 
걸렸어요. ‘각’의 느낌을 이해하는데.

윤율리: 그게요, 한 번 입에 붙으면 계속 쓰게 
돼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아 오늘 피자각이네, 
찌개각이네, 뭐 이렇게.

허민재: 문장현 님 파트에서 고려하신다는 
스티커는 그쪽 작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짤들은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거의 사라진, 오로지 진화만 남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윤율리: 제가 잘 모르는 시대라 쉽게 짐작이 가질 
않네요.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채병록: 일본 1위가 세계 1위라는 자부심 속에서 
디자이너가 철저히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생산해 내던 시대였어요. 오쿠무라 역시 많은 
작업들을 남겼죠. 류이치 사카모토, 호소노 
하루오미 같은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 그리고 
재패니즘을 선두로 한 패션 분야와도 활발하게 
협업한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문화역서울 역장실의 분위기가 그다지 밝지 
않아요. 아주 적막하게 조도를 낮추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해 볼까 합니다. 그 외엔 라이트닝 
박스를 테이블로 쓸 생각이에요. 씨오엠도 
심플하게 가는 데 동의해서 의외로 예산도 꽤 
절약했습니다. 

김나무: 그럼 남는 돈 저 좀 주세요. .

채병록: 절약한 예산은 1, 2등 대합실에서… 
거기가 문제에요. 너무 커서 감당이 안돼요. 공간 
때문에 작가들이 사이즈를 키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포스터 작업을 의뢰한 작가들 
가운데 몇몇은 이걸 일괄 디지털 프린팅한다는 
계획에 반발하기도 했어요. 신체와 연관되는 
이런 작업을 어떻게 디지털로 뽑을 수 있느냔 
거죠.

허민재: 작가분들이 원하시는 형식을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채병록: 관리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감독님과도 간단히 상의한 게, 크게 세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직관의 과정과 기록, 흔적들을 
스케일 있게 보여주는 파트가 있고, 오리지널 
포스터들을 열 장에서 스무 장 정도 보여주는 
파트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에 디지털 프린팅한 
작업이 놓이게 될 겁니다. 저는 옛날 교보문고나 
외국 박물관에서 봤던 포스터 레일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니 양면으로 
붙이거나 포개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한 그림이, 큰 야구 전광판 같은 패널을 하나 
두고 쭉 포스터를 붙인 후에 구석구석 오리지널 
포스터를 삽입합니다. 그 방 앞에 복도도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쓰게될 것 같아요. 포스터 수만 
150장 정도 되기 때문에. 디지털 프린팅 규격은 
A0인데 포스터의 숲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포스터-생물체들이 자연적으로 
자라나 있는, 그렇다면 한가운데는 온실일 수도, 
바깥쪽은 정글일 수도 있겠죠?

윤율리: 채병록 큐레이터께서도 작년에 
사전워크숍을 진행하셨죠. 그것과 연결지어 
본전시를 상상하게 되네요.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나요? 

채병록: 저는 원래 기획자가 아니고 큐레이팅 
경험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막막했어요. 제가 
제 작업을 제출하는 거야 쉽지만 누군가를 
위해 빈자리를 메워가는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동료들을 찾자는 마음으로 접근했어요. 그런 
동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무언가로 받아들이는 
이들, 그들의 작업은 누군가 모방할 수도 
없고, 모방할 이유도 없고, 모방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디자이너들을 찾다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모로칸 타일이라고 일본의 전통 나무공예인 
요세기 자이쿠를 하는 작가인데요. 타일을 깎아 
붙이고 나무의 결을 측면에서 잘라 패턴을 
만들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 제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래픽 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윤율리: 그런 요소 혹은 태도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은 것이 ‘직관’인 셈이네요? 

채병록: 네. 제가 포스터를 하나 만들 때 보통 
파일이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생겨요. 제가 
소심해서인진 몰라도 돌아갈 길을 그때그때 
만들어 놓은 흔적이거든요. 나중에 펼쳐 놓고 
보면 그 과정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였던 
셈이에요. 가령 14번 파일이 15번 파일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제가 아닌 누군가는 여기서 다른 
직관을 발휘했을 게 분명해요. 그런 연결고리가 
몸의 또 다른 의미와 접목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윤율리: 타이포잔치 매거진 1호 만들면서 
제가 사전워크숍 내용을 정리해 수록했어요. 
번역자가 제일 어려워한 게 채병록 님과 한셔의 
파트였던 거 아세요? 직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쉽고 정확한 
의미가 될지 고심했다고 해요.

채병록: 그건 제가 글을 잘 못써서 그런 것은 
아닐지. .

윤율리: 마지막으로, 심대기 님도 기획에 몇 
차례 큰 변화를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심대기: 처음 제 파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플레이 그라운드: 디자이너가 만드는 놀이›,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몸과 책›,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몸과 책›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있는 것’만 갖다 놓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새롭게 생각한 게 지금의 ‹플래그› 
프로젝트예요. 몇몇 큐레이터들은 ‹몸과 
책›을 계속 진행하길 원했지만, 저 혼자 세 
파트를 감당하기엔 무리라 결국 ‹몸과 책›을 
제외했습니다. 벨기에 소재의 019 겐트 
갤러리와 개인적인 연이 있는데 그곳 건물 
전면에 13개의 깃발 폴이 설치돼 있어요.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깃발을 나머지 
키워드로 다루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타이포그래피를 깃발의 형식을 이용해 ‘몸’과 
연관시키는 기획이에요. 총 13명을 선정해서 한 
명당 3개의 작업을 선보입니다. 아, 019 겐트와 
문화역284에서 동시에 전시해요.

윤율리: 깃발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역동성이 
먼저 떠오르네요. 

심대기: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깃발하면 
으레 떠오르는 이미지들에 제한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포스터라는 
매체가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광고 매체만이 아닌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깃발이라는 매체를 해석하는 역할은 전적으로 
참여작가들에게 맡겼습니다.

허민재: 참, 현대카드 워크숍의 주제는 
정하셨나요? 

심대기: 워크숍 제목은 ‹필드워크: 관찰과 
기록›입니다. “보는 행위 역시 서로 다른 두 
원천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대화”라는 
닉 수제니스의 관점에서 출발해요. 이 ‘다르게 
보기’는 인류학자들의 참여관찰 기록 방식이 
토대인데요, 이것이 디자이너, 예술가들의 
프로젝트에선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워크숍 재료들을 몇 
가지 말해보면요. 자신들의 일상을 엽서에 
인포메이션 스케치로 기록한 조르지아 루피, 
스테파니 포사베치의 ‹Dear Data›, 작은 
동네를 아이디어의 지도로 기록한 지리학자 
데니스 우드의 ‹Everything Sings›, 그리고 
100일의 기간 동안 한 가지 규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기록한 디자이너 마이클 베이루트의 
‹100 Days› 같은 것들. 워크숍에선 걷고, 보고, 
듣고, 가능한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자신의 
몸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타인과 
공유해요. 몸의 대화를 통해 막연한 것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견-기록-해석의 연속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비전문가 청중을 대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와 제임스 채는 원래 이 
워크숍에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황에 맞게 보완해서 
진행해야죠.

윤율리: 심대기 님 외에도 다른 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분이 계신가요? 

채병록: 문화역서울 공간의 긴 복도를 
현대자동차가 사용하고 싶어해요. 잠시 앉아 
책과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직원들이 
타이포잔치에 다녀오면 두성종이나 안그라픽스 
같은 파트너사의 흔적들을 하나씩 가져오곤 
했는데요,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였거든요. 올해도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윤율리: 꽤 많은 사람들이 올텐데 쉽지는 
않겠어요.

채병록: 3회 때 약 3만 4천여 명, 4회 때가 
약 4만여 명 모객된 것으로 알아요. 이번에는 
5만명이 목표치인데 아무래도 서울로7017이 
연결되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래서 
뭔가 만들려면 무조건 5만개는 해야 해요.

허민재: 제 쪽에선 현대카드 라이브러리에서 
연계 전시를 하는데 작가 라인업이 재밌어요. 
더 로디나, 제임스 채, 안야 카이저, 길레스 
드 부록이 참여합니다. ‘행동하는 몸들’이란 
주제로 디자인 담론 속에서 몸의 역할을 사진, 
판화, 설치, 영상, 퍼포먼스 같은 여러 가지 
매체로 표현할 예정이에요. 꼭 오셔서 봐주시길. 
전시는 9월 16일 오픈해서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합니다.

심대기: 그 작가들은 어떻게 섭외하신 거예요?

허민재: 로디나가 추천한 분들이 많아요. 
다른 비엔날레에서 만난 작가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 이번에 해외작가 네 명이랑 
연락한다고 꽤 애먹고 있는데 채병록 님은 
그거 안 힘드세요?

채병록: 나라마다 연락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달라서…

심대기: 저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스위스,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 작가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데요, 대륙 별로 시간이 너무…

윤율리: 연락이 급할 땐 거의 계속 
깨있으셔야겠네요.

심대기: 그렇죠. 켄 갈랜드랑 연락하는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분이 벌써 87세신가 그래요. 메일 
주소를 사이트에서 보고 연락드렸는데 메일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록. 아는 
영국 작가한테 다른 이메일 주소를 받았는데 
또 안 읽으시고, 이렇게 반 년이 가도록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현지에 있는 분께 
전화번호와 주소를 수소문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닿았죠. 그게 어제였습니다. 처음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용무 때문에 길게 전화할 
수 없으니까 영국 시간으로 저녁 7시에 다시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섭외하고 싶은 작가 
1순위였으니 당연히 기다렸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쯤 전화를 드렸는데 흔쾌히 참여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윤율리: 역시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기획에서 
가장 복잡한 함수네요. 혹시 큐레이터분들께 
다른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아. 예산 
문제는 뺄게요. 답이 너무 뻔하니까. . 

채병록: 아무래도 기존에 알고 있는 작가들 
위주로 섭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연락을 
했다가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불가피하게. 
그럴 때 되게 죄송합니다.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그 이유란 게 사적으로 
얘기하기도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기도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괜히 언짢은 앙금을 
남기는 거죠. 이 행사를 위해 나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그것이 좋은 취지임에도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서로 서운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대기: 반대로, 아는 외국 작가들이 먼저 
참여의사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정말 작업이 
좋은 디자이너들인데… 이런 경우가 두 번 
있었지만 이미 섭외가 끝난 상태였어요. 저도 
정말 미안했고… 그들도 서운한 감정을 갖는 
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요.

허민재: 타이포잔치가 진짜 큰 이름인가 봐요. 
유럽에 왜 한국 학생들 많잖아요. 작가들이 
저마다 어딘가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섭외 제안을 받으면 학생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 학생들이 하나 
같이 칭찬과 함께 의지를 북돋아줬다고. 참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채병록: 시기적으로 한국의 디자인,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예전보다 많이 주목받는 것은 
확실히 사실인 듯 합니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못한 것 같고요. 

윤율리: 배경이 서울이 되면, 잘하는 디자이너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죠. 서로서로.

심대기: 네. 너무 많아요.

채병록: 그렇지만 다들 무언가 열심히 
독립적으로 꾸려가고 있다는 걸 저는 높게 
평가해요. 

윤율리: 지금 타이포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렇듯이, 어떻게든 
독립적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자기 
작업을 연속해 가는 형태가 일반적인 경향이 
된 것 같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에겐 점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을테고, 
기대치와 목표의 문제도 있을테고요.

채병록: 타이포잔치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듯 해요. 
어떤 부분에선 이런 측면의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민재: 행사가 워낙 요구하는 게 많다보니 
같이 준비하는 분들께 오히려 안좋은 이미지를 
드리거나, 더 혼이 나기도 해요. 

권민호: 저는 이게 수렴하면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로 간다고 봐요. 얇고 날카롭게 
디자인 전문가들의 터를 만들 것인지, 다수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전시를 지향할 것인지. 

윤율리: 물론 ‘누가 디자인 전문가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답들이 있겠지요.

허민재: 네. 저희가 워크숍 참가자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처럼. 내부에서도 타이포잔치의 
도달점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결국 이번 회엔 계속 해오던대로 해보자는 
것으로 방향이 정리됐어요. 더 큰 변화를 바라는 
분들께는 아쉬운 일일지도.

문장현: 뒤늦게 참여한 입장에서 궁금했던 게, 
여기 계신 큐레이터님들 모두 주제를 정하는 데 
관여하신 건가요? ‘몸’이라는 주제.

심대기: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가 참여했어요.

윤율리: 지난 행사보다 더 호불호가 갈릴 만한 
주제인 듯 해요. 신체에 관한 담론은 2000년대 
이후 갱신된 것이 거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깔고 가는 거죠.

허민재: 저는 요즘 자연스레 몸에 관한 전시나 
작업들을 쫓게 돼요. 일단 자꾸 눈에 밟혀서. 
우리 주변에서 몸이 생각보다 잦은 빈도로 
문제시되는 건 사실 아닐까요?

심대기: 처음 주제를 들었을 땐 폭이 꽤 
넓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결과값도 
다양하게 나올 거라 예상했고. 하지만 그 이상의 
리서치 자료들, 출판 프로젝트들을 보며 새삼 
놀랐습니다.

채병록: 넓어도 너무 넓은 주제죠. 초기 큐레이터 
단톡방에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지나가다 
어디서 몸과 관련된 현수막이나 광고를 보면 
다 찍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윤율리: 디자인 전문가들이 그 찰나의 장면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았을지 궁금하네요. .

문장현: 그럼 개별 주제는 본인들이 정하신 
거예요?

심대기: 네. 각자의 관심에서 출발했어요. 
큐레이터들이 다루고 싶은 주제를 
가져와서 감독님 포함, 다 같이 논의하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게 아마 2016년 말부터 
2-3개월 정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기획이 나왔습니다.

채병록: 저는 첫 회의가 참 좋았어요. 같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뜻깊은 
시간이었달까.

문장현: 반대로 저는 늦게 참여한 입장에서 좀 
뻘쭘했어요.

채병록: 큐레이터들 연령대가 대부분 30-
40대이다 보니 미처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에서 감독님이 나름의 
퍼즐을 맞추신 게 아닐까 합니다. 문장현 
님 팀에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문장현: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원래 
성격인지, 대단히 형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아주 젊은 디자이너들 
작업이 자유로워서 좋아요. 반대로 기성 혹은 
원로 작가들의 교조적인 작업은 그것대로 
좋음과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의 디자인은 두 
가지가 섞여본 적이 없는 듯 해요. 언제나 옛날 
것을 죽이면서 새로운 것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공존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바람이 생겨요. 
물론 타이포잔치가 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윤율리: 어쩌다 보니 마무리 멘트 같은 것을 
날려주셨네요. 많이 길어졌으니 우선은 
여기서 마칠까요? ( ). 같이 늦은 저녁이라도 
하시지요. 모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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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Juli: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here despite your busy schedule. The 
main exhibition for Typojanchi is already 
coming in two months. I have invited you 
working as curators to listen to your thoughts 
on the recent progress and issues in each part. 
Based on the updated file I have received, 
Anatomy of Letter and Book participated by 
curator Moon Janghyun is introduced as the 
first session. Could you start the discussion, 
please? 

Moon Janghyun: Yes. I am to start sharing 
information on my session, but my team 
consisting of me, Park Jihoon and Jun Kakyung, 
those who joined the overall curating the latest. 
The theme was not suggested by us. The theme 
somewhat seems heavy in tone, so we decided 
to work by collaborating as a teams of curators, 
instead of searching for artists individually. 
We changed the title to A Chronicle of Writing: 
The Present and Beyond. Although there were 
discussions on ‘books’, it was fairly challenging 
to touch upon books, so we decided to focus on 
‘writing’ instead. The key concept we came up 
with from our internal discussion is ‘letters of 
East Asia’, that is ‘seo(書)’ in Chinese character. 
And yet, we thought if you put forth this theme, 
people might find it difficult to approach. 
Therefore, we decided to replace it with ‘writing’ 
despite some shortcomings. 

Yoon Juli: So, you translated the Chinese 
character ‘書’ into the Korean word of ‘writing’?  

Moon Janghyun: That’s right. As I said earlier, 
we rode on this last train towards Taipojanchi, 
and we thought about the reasons, and wonder 
about them now even. But we decided to talk 
about the Korean alphabet and the Chinese 
alphabet, especially the former. When you 
talk about the Korean alphabet, you cannot 
avoid talking about the Chinese alphabet. 
Park Jihoon studied in Japan, and is an expert 
on this field. Jun Kakyung as a researcher 
considers content generation as well as artwork 
production and generation of visual shapes is a 
part of our important work, and decided to join 
accordingly. Jun Kakyung mostly worked on the 
big branches, and ideas on writing were derived 
from Park Jihoon. 

Yoon Juli: There are many unique emotional 
cultures on writing in East Asia, and would 
it be related to that? 

Moon Janghyun: Yes, but a single story is so 
deep and broad that it cannot deal with all 
the aspects. Jun Kakyung focused on the fact 
on diverse facets in works and attitudes of 
designers dealing with the Korean alphabet 
since the 2000s, analyzing them in the title of 
Present of Writing. Park Jihoon covers Chronicle 
of Writing. Let me give you one example. In the 
early print materials in Japan, there appeared 
the outcome of printing out typography of 
renowned calligraphers by emulating them. 
The Korean culture has such remains, which 
lie on the subtle boundary of printout and 
handwriting. Park’s part shows such a boundary. 
I implement the two of their ideas in graphics. 
First, I put the title of Beyond Writing. People 
used to engrave letters everywhere in East Asia, 
right? Clothes, bedding, house and bowls,… 
They used to design letters with extreme care 
and superb skills, wishing for long life and 
happiness. It is unique in that forms used 
were older than the then fad. For instance, if 
it were an era when Haeseo (where expression 
of straight line was valued) was used, graphics 
consisting of Jeonseo and Yeseo (expression 
of curve lines was valued in Jeonseo and 
harmonizing of curve and straight lines in 
Yeseo) were engraved in furniture. As the act 
of ‘I beg of you, I beg of you’ is revealed as a 
repetitive act, ultimate density is pursued. 
As we look into these, we are to work on it by 
applying the Korean alphabet. Instead of taking 
the way of doing things in the past, we express 
the density which is repeated through computer 
coding. 

Yoon Juli: Has the space problem been 
somewhat resolved?  

Moon Janghyun: We are going to talk about it 
with Studio COM, but since we joined as the 
last team, we have numerous difficulties. There 
are four pillars in the room. We strived to avoid 
them, but decided to use them at last. Culture 
Station Seoul 284 being an old building exudes 
a symmetric and ritualistic sense. We initially 
thought of a concept like a fortuneteller’s house, 
but try not to put too much of a meaning to it, 
albeit slightly. I would have to mention curator 
Chae Byungrok who has curated many of 
such works, if I were to talk about a ritualistic 
design. Jun Kakyung seems to have used Chae 
Byungrok’s works as references. Just hoping 
Chae would not think of his ideas being stolen. 

Chae Byungrok: Are you talking about me? 
(everyone laughs)

Yoon Juli: Your mentioning of the columns 
is interesting. It is always difficult to hold 
exhibitions at Culture Station Seoul. Spatial 
constraints are pushing us to unnecessarily 
overspend, but there is not much spot to 
choose. You can’t definitely have holes, or cover 
emergency lights or fire hydrants. It is a space 
where the rhythm of showing an artwork is 
disrupted. We cannot just spread this on the 
floor each time. 

Kwon Minho: I was supposed to use the space 
by myself. It was when there was no clear plan 
on the exhibition. Director Ahn Byunghak said, 
“There is such a lack of the Korean alphabet” 
and “The exhibition could be more accentuated 
with some serious research”. There was a 
change in plan as I agreed with the idea that the 
space could be most efficiently used in Moon 
Janghyun’s part. Thankfully, my space ended up 
being scattered here and there (laughter). 

Huh Minjae: True. There has been a continuous 
discussion on what to put in based on the 
consensus that it is a particularly important 
space. 

Kwon Minho: I am aware that there was some 
practical consideration going on. What topped 
the agenda was whether or not the absence 
of the Korean alphabet in Taipojanchi could 
be sophisticatedly improved. The spatial 
arrangement ended up reflecting the thoughts 
of the director who opted for crystal clear 
curatorship instead of merely bringing in works 
to fill the space in with them.

Moon Janghyun: Now I know the reason why. I 
hear this for the first time because the director 
has not told me this explicitly. This puts such a 
big burden on me (everyone laughs). 

Kwon Minho: Despite such characteristics of 
Culture Station Seoul, it cannot be dubbed 
as a unique space. 2F, unlike 1F, has a line 
of ordinary office rooms. I think we mostly 
discussed limitations of each space assigned to 
each of us. Specifically, we talked about the old 
Seoul Station per se, what kind of place it is, 
what kind of things happen in front of it, what 
kind of background scene it has and why people 
worship there so hard, and so forth. 

Moon Janghyun: Today’s discussion was also 
intense. 

Kwon Minho: We had an intense discussion on 
such topics in our first meeting. The exhibition 
is not simply a group exhibition. I thought 
that starkly differe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each artist were to be somewhat loosely 
gathered, which are the roles of a biennale and 
make it different from a large group exhibition.
I try not to have an even tone all the way 
through. I kind of run away when the director 
pinpoints on the works in details. Issues are 
addressed in line with the voices of artists as 
much as possible. I induce the artists to find out 
their own ways for spatial constraints and other 
issues like difficulties in attaching or drilling 
down something. 

Yoon Juli: It is like sharing the roles of a curator 
with artists to a certain degree. 

Kwon Minho: Yes, happening to share also 
with Studio COM… (laughter). The artists I 
have invited are those with a great interest in 
the context of the surroundings. That is why 
they try to utilize them as much as possible. 
For instance, if there is a railway, they as such 
questions as “Can you hear some train sounds?”, 
meaning they want to use the train sounds. 
Conversations on how to ensure that the outside 
scenery could react to a work in real time 
seemed intriguing. 

Yoon Juli: The original title was tentatively 
Letter, Image and Sense. Does it remain the 
same? What meanings are attached to the title? 

Kwon Minho: It is related to my thoughts about 
letters. The word, ‘illustration’, is simply used as 
a generic word for image works in the graphic 
design community. There is no expert on the 
roles of illustration and nobody talks about and 
studies it. Illustration commonly used in design 
refers to paintings classified into a genre, web 
toons, game graphics, character design or rough 
sketches from a trip to Europe. It is mostly 
considered as such when I ask the question to 
students I teach. But what if it is not all? 
When the director suggested a curator position 
to me, I was slightly bewildered, but I thought 
that if I had to do something, it must be the 
roles of a curator. It might sound like beating 
around the bush, but I had a chance to look at 
calligraphy of Kim Jeong-hee, who went by the 
pen name “Chusa”. One of his paintings consists 
of four letters. And yet, interestingly enough, 
there is an abrupt appearance of an elephant 
instead of the third letter. Why an elephant in 
the middle letters? What is the elephant trying 
to do? I imagine my role like that. 

Yoon Juli: Let’s shift gears a bit. Moon Janghyun 
mentioned something about the Korean 
alphabet in his talk. Just out of curiosity, should 
the Korean alphabet be significantly covered at 
Taipojanchi.

Moon Janghyun: It is not a topic to be forcefully 
addressed. I hurriedly got to participate in 
it without a full discussion on it. If something 
is intended, that much of unnaturalness would 
occur. My team made it a rule that it would not 
feel like purposefully imposing importance 
on it. True, it is an issue to address. If it was 
initially intended, how can we make it look 
better by transcending the intent?  

Chae Byungrok: It boils down to the matter 
of balance. Initially, Taipojanchi used to be an 
event consisting of mostly East Asian artists. 
And yet, there was no Asian artist when we had 
the first meeting in this biennale. It also seemed 
like it only consisted of super stars because all 
the designers were superb. Kwon Minho used 
the expression of ‘roles’ before, but I felt a 
similar sense of accountability myself. Having 
gathered artists from East Asia, especially, 
Korea, China and Japan, the identity of ‘me’ 
could be addressed as a work on the Korean 
alphabet. 

Moon Janghyun: But if it is an obligatory role, it 
would in fact be still burdensome. 

Chae Byungrok: This event of Taipojanchi is 
where graphic design or graphic designers 
are put at the very center. In a situation where 
‘letters’ cannot be excluded, being aware of the 
Korean alphabet is inevitable. Only then would 
exude the vitality of this locality, right? 

Yoon Juli: Now we have curator Kim Namoo 
here with us, so let’s hear about the current 
status in Kim’s part. The title was Write in Red, 
right? It imbued a note of religious or political 
nuances.  

Kim Namoo: When curators got together to 
discuss at first, we all had different interests. 
The director allocated my part in consideration 
of that, I think. I just started from willingness 
to do what I am interested in well, something 
theoretical. First, I set a curatorial direction 
to gather diverse interpretations of artists on 
‘writing in red’ without any constraint over 
media, but it accompanies some anxiety because 
you don’t get a sense of how it will look later 
only by looking at a sketch. Moreover, there 
might be less focus on a curatorial because it 
might be subjectively interpreted. Since I have 
to submit my works, I am thinking of doing so 
with a more emphasis as a designer.   

Yoon Juli: It is ‘Write in Red’ and the subtitle is 
‘Where the Mohm(Body)’. Where did the motif 
come from? 

Kim Namoo: I used two phrases1 from Luke 
in the Bible for the prologue. It might be 
correlated to ‘red’, the color for the identity of 
Taipojanchi. Red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 blood, passion, movement and labor, etc. 
I want to comprehensively cover them.  
 1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sealed[a] by my blood, which is being 
poured out for you (Luke 22:19-21). Editor’s 
note.

Yoon Juli: Are you a Christian? 

Kim Namoo: No. I am an atheist. (laughter). 

Yoon Juli: Now is the time to ask questions 
to curator Huh Minjae. Your curating seems 
closest to the ‘avant’ note among the previously 
introduced classic themes. 100 Daughters and 
10 Mothers deals with meme or a moving image. 
I have wondered how come you have chosen this 
theme.

Huh Minjae: Well, did it start from ‘moving 
type’? 

Chae Byungrok: At first, Huh Minjae and Moon 
Janghyun’s styles of approach were significantly 
similar, that is, to imagine something as an 
image. 

Yoon Juli: Is it curated based on developments 
from the pre-workshop last year? 

Chae Byungrok: It happened to kick off as we 
talked about the language used by youths these 
days. One example is a phenomenon where 
stretched-out nostrils of Kim Raewon, a Korean 
actor, are used as a letter to mean something 
among young people. 

Yoon Juli: Oh, the nostrils of Kim Raewon. 

Huh Minjae: The first point was that emojis 
are used in people’s conversations via writings 
and images, which also replace communication 
in a community. Having thought about ‘jjal’ 
(Graphic Interchange Format or GIF), there 
are life and death to it. Jjals are generated by 
somebody but cannot die out as they wish. 

Yoon Juli: Being something like a zombie,…

Huh Minjae: True. Even if its creator deletes it, 
somebody else might have it. It could have been 
spread by others. If I assume that Jjals have their 
own life span, the concept of ‘generation’ might 
be eligible to be applied to them. So, I have 
come up with a conclusion to understand and 
breed them as living beings. 

Yoon Juli: Would the Jjals created now roam 
about the web and renew their lives even after 
Taipojanchi? 

Huh Minjae: That is something I wish for. But it 
would require artists’ approval. A friend of mine 
who develops websites came up with an idea 
today, that is, what if we run a bulletin board in 
the name of something like ‘Jjal Gallery’ so that 
anybody could download or upload them. 

Yoon Juli: What about making stickers used 
in messengers? Some artists in other genres 
make telegram stickers by modifying their 
works. Others would sell them on a paid 
platform. These are somewhat used quite a lot 
in messengers – a fun way to be used that way. 

Moon Janghyun: We once had a discussion 
on trying the idea out by slightly modifying 
auspicious letters to be intriguing. 

Yoon Juli: Wow, they would be something 
I would be waiting for! Being useful than 
thought.

Moon Janghyun: There is even a newly coined 
word like “something ‘gak’ (inclination to do/
eat something)” among latest expressions. 

Chae Byungrok: It took me two months to 
understand the term and nuance of ‘gak’. 

Yoon Juli: The thing is that once you are used 
to it, you keep using it. When you eat out, you 
might say, “Today, we have pizza-gak” or “We 
have stew-gak”. 

Huh Minjae: The stickers which are considered 
in Moon Janghyun’s part would be a good fit for 
the works there. But Jjals have a connotation 
that they have almost no communication 
function but just evolve more and more. 

Yoon Juli: Jjalbangs mostly deal with physical 
subjects (The jjalbang stands for jjalrimbangji, 
which means prevention of deletion. When 
there is an image and it has a comment which 
is not related to that image, the image might 
be deleted. So, this word is the prevention of 
deletion in the situation). So, are they related to 
the body as the keyword? 

Huh Minjae: I find it really interesting. I 
was once taken aback by the materialistic 
immediacy as I looked at the works submitted, 
like, eyeballs, hands and a tongue. 

Yoon Juli: I had a chance to preview the 
submitted works. They tend to have seriously 
made jjal, but such efforts to show one’s 
competency and style seriously would relapse 
their development. 

Kwon Minho: It is jinji(serious)-gak, then. 
(What? Far-fetched to apply it to the expression 
like that)

Yoon Juli: The existing ones are with such a 
strong impact. Have you seen one of slapping 
someone’s with a cabbage pickle? 

Chae Byungrok: It might be much more so 
because it is a section participated by mostly 
young designers, which are both pros and 
cons of Taipojanchi, like being a fence and 
a guideline at the same time. There was a 
discussion on which path to take: would the 
exhibition be with a note of collage, or would it 
present design works with elements of motion 
graphics? We opted for the latter, though. 

Huh Minjae: Just view them as if you were to 
view a wide open sand beach. 

Yoon Juli: Since it is ‘100 Daughters’, it might 
be able to show compelling diversity. But you 
would have a lot of thoughts about how to place 
them all. 

Huh Minjae: My team mates decided to leave it 
up to fate,… (everyone laughs). It is something 
we have not come up with a solution for yet. I 
was going to use the wall on site, but they told 
me on the phone that it is to be also demolished. 
I sent the message to Studio COM, and we are 
both like, “Oh, No!”. 

Yoon Juli: What about your part, Byungrok? 

Chae Byungrok: We have had a big change in 
the composition recently. Things have settled 
quite a bit after we had an on-site meeting 
with Studio COM, fortunately. I had originally 
intended to give an atmosphere of a small lab, 
but we ended up having a big room for that. 
Designer Okumura is the only one using a 
single room, whose works were already shipped 
from Japan and there was a layout prepared by 
the artist – attaching shelves on the wall and 
placing neat frames on them gently. It could be 
seen like remains of the era when the designer 
was immersed into something against the 
background of bubble economy in Japan in the 
70’s and 80’s. 

Yoon Juli: It is hard to fathom since these things 
are unfamiliar to me, making me more curious. 

Chae Byungrok: It was an era when designers 
produced their own identity with self-pride 
that being No.1 in Japan meant being No.1 in 
the world. Okumura has created many works. 
Okumura is an iconic graphic designer who 
collaborated with top-notch musicians then 
like Ryuichi Sakamoto and Haruomi Hosono, 
and the field of fashion driven by Japanism. The 
station master’s room at Culture Station Seoul 
does not seem to have a bright atmosphere. We 
might lower the brightness to be desolate, and 
utilize the natural light as much as possible. 
We might also use the lightening box as a table. 
Studio COM also agreed to go simple, so we 
could surprisingly save our budget. 

Kim Namoo: Give me the money that is left 
over, please. (everyone laughs)

Chae Byungrok: The money saved might be 
used for first-class and second-class waiting 
rooms, which are a headache. They are too big 
to handle. Because of the space, artists are to 
enlarge their works. But some of the artists to 
whom I had requested for poster works were 
mad at the plan for digital printing of their 
works all the same. They argued how such works 
to do with a physical body be digitally printed. 

Huh Minjae: Can’t it be the form the artists 
want? 

Chae Byungrok: No because it won’t be easily 
handled. So, what I discussed with the director 
is that there will be three parts: a part showing 
the process, records and remains of insights in a 
big scale; a part showing 10~20 pages of original 
posters; and the last one where digitally printed 
works are placed. I thought about a poster rail 
I saw in the old Kyobo Bookstore or a museum 
abroad. But as the scale gets bit, it doesn’t mean 
much to attach or cover on both sides. So, what 
I have envisioned is to place a big baseball score 
board in front and attach a line of posters, and 
then insert original posters in all corners. There 
is a single corridor in front of the room, and we 
might use it. There are 150 pages for the posters, 
so I hope to give a feel of a forest with posters, 
although the specification for digital printing is 
A0. There might be poster-creatures naturally 
grown, and right at the center, there might be a 
greenhouse with a jungle outside. 

Yoon Juli: Byungrok, you were engaged in 
planning the pre-workshop last year, right? I 
envision the main exhibition in conjunction 
with that. Would there be any content carried 
on from then? 

Chae Byungrok: I was not sure what to do 
because I was not a planner and had no 
experience in curating. It would be easy for 
me to submit my works, but it was difficult to 
fill in empty spots for somebody. So, I tried 
to approach it with a mindset to look for peer 
artists who would work in a similar way like I 
do. I thought: what would they think about?; 
and the works of the artists who embrace design 
as something which is naturally generated 
cannot be emulated, and there would be no 
reasons to emulate them, and if so, they would 
have totally different images. In the middle of 
looking for such designers, I discovered a video 
on an artist doing yosegi zaiku, traditional 
wooden mosaic work in Japan, known as 
Moroccan tiles. They make patterns by cutting 
of and attaching tiles, and cutting off the 
wood grain on the side. I thought about how 
to approach graphic design in a different way 
driven by this inspiration. 

Yoon Juli: Would the term ‘intuition’ be a 
keyword to sum up such elements or attitudes? 

Chae Byungrok: When I make a single poster, 
I would have 40~50 files. Maybe because I have 
a small mid, I keep tracks of each work, just 
in case I might go back. When I unfold them 
later, they seem like numerous critical junctures 
in life. If I look at the process where File No. 
14 becomes File No. 15, somebody else would 
have exerted a different type of intuition here. I 
thought that such a chain of thoughts might be 
related to another meaning of a body. 

Yoon Juli: As I made the first edition of 
Taipojanchi Magazine, I compiled the content 
discussed in the pre-workshop which was 
included in the magazine. Do you know that 
Chae Byungrok and Hansje’s parts were most 
challenging for the translator? The translator 
said that it was difficult to easily and accurately 
convey stories in intuition. 

Chae Byungrok: It is maybe because my writing 
was not so good. (laughter) 

Yoon Juli: Lastly, I heard that Shim Daeki had 
several occasions of seae change in planning. 
What about now? 

Shim Daeki: Initially, my parts were two-
fold: Playground: A Play from a Designer and 
Mohm(Body) and Book, which is no longer 
valid. The latter was especially challenging. I 
thought I would just place ‘what exists or what 
is present’. Then, the new one I came up with 
the current Flag project. Some curators wanted 
to carry on Mohm(Body) and Book, but since 
it was too burdensome for me to cover three 
parts, I excluded Mohm(Body) and Book. I have 
personal ties with 019 Ghent in Belgium, and 
in front of the façade are 13 flag poles. I got a 
motif from it and decided to use flags as the 
last keyword. To sum up, it was to use the form 
of a flag for typography, and associate it with 
the ‘body’. 13 artists were selected, and each of 
them presents three works. The exhibition is 
concurrently held in 019 Ghent and Culture 
Station Seoul 284. 

Yoon Juli: When I think of a flag, political 
dynamism hits my mind first.

Shim Daeki: It is true, but I don’t want to 
confine a flag to stereotyped images. It is 
like a poster which is not just an ad medium 
expressing information to be noticeable at a 
glimpse. Roles of interpreting the medium of a 
flag are exclusively left to participating artists. 

Huh Minjae: By the way, have you decided on a 
theme for Hyundai Card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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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Body: Interview about the Body of Designers

 Q
 1
 당신의 시력은 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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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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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에 따라 시력 
저하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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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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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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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는데, 지금은 안경을 
써야 해서 마음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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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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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유안  ‘시계 제로’.
다니엘 비스만  안과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안경을 쓸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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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함준서   교정 전 0.3 정도, 안경을 

쓰면 1.0 정도입니다.
크리스 로   시력이요? 정확한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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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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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 쿨라첵 좋아요.
리카코 나가시마  맨눈으로는 0.01.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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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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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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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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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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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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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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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3
 당신의 몸은 어떤 문자를 
 닮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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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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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 트록슬러 PK
크리스 로   젊을 때 말인가요? 아니면 

지금? 아마 문자  또는 B? 
혹은 R을 닮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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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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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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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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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
  당신을 대표하거나 당신의 작업과 

연관될 수 있는 몸의 부위는 
무엇입니까?

권혜은  손끝.
황규선  눈입니다.
김장우  손.
심대기  손.
전가경  손.
윤성서  한쌍의 눈, 손, 팔.
루쉬 클랍  양손과 발: 
   유용한 부위가 별로 

없네요. 
아이케 쾨니히 배에 달린 뇌.
줄리아 가빈 모든 부분이 아닐까요?
미구엘 발디비아  몸 전체가 제 오른손에 

에너지를 주죠.
에릭 브란트 나의 손과 심장.
한웬빈  머리와 손.
한정훈  눈과 손.
테드 데이비스 눈 + 손 = 인풋과 아웃풋.
왕유안  손.

Shim Daeki: How did you invite the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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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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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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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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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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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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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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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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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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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차드 니슨  정말 시력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요즘 
포장지에 써있는 작은 
영양성분표가 잘 읽히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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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으로, 
  흐릿하게 보입니다. 
에릭 드 밤   왼쪽 마이너스 2. 오른쪽은 

마이너스 1.75.
타카히로 야스다  맨눈으로는 0.1도 

안됩니다. 안경을 끼면 
1.0이에요.

 Q
 2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검지파와 약지파. 당신은 
 어느 쪽이 더 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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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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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괴물의 영향이 
큽니다. 

한정훈  약지.
테드 데이비스  약지가 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글링하시오*

왕유안  약지.
다니엘 비스만  페이스북을 생각하면 

엄지파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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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요.
폴라 트록슬러 중지파.
크리스 로   약지가 검지보다 길어 

보이는군요?
테레자 룰러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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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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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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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지가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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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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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 Daeki: True. Just so many ou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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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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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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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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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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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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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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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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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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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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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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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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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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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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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 Janghyun: Have you decided on 
individual themes y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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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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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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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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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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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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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Body
존 수에다 & 크리스토퍼 하마모토
(이하 존 & 크리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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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비스만  제 몸의 모든 부분이 작업, 
그리고 삶과 관계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빠키  몸의 기관 중 해마.
베니 아우  위장.
테츠야 츠카다 모든 부분, 몸 전체.
함준서  눈(+뇌); 눈은 밖으로 나온 
  뇌이다, 라고 하더군요.
폴라 트록슬러 뇌.
크리스 로   확실히 손인 듯 해요. 

그리고 제 위장도. 
테레자 룰러  1. 뇌, 2. 손가락, 3. 눈, 4. 

심장, 5. 입. 
안나 쿨라첵 머리와 손.
리카코 나가시마 자궁과 여성호르몬.
캐서린 안냔고 심장, 손, 눈.
히데치카 이이지마 손가락.
엘리엇 얼스 한쪽 눈, 남근, 뇌와 치구.
존 & 크리스토퍼  눈과 뇌. 제 작업이 현란한 

시각적 자극에 앞서 
관객들의 뇌에 도달하기를 
바래요.

에릭 드 밤   제 코. 크고 화려한 
모습이거든요.

타카히로 야스다 눈.

 Q
 5
  당신이 신경쓰는 미신 중 
 몸에 관한 것이 있습니까?

권혜은   못생긴 손은 멋진 솜씨를 
가지고 있다.

황규선   잘 때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지 말라는 미신을 
믿습니다. (손을 위로 
올리고 자면 가위에 자주 
눌려서).

전가경   (신경 쓰진 않으나 몸에 
남아 있는 미신은)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 나온다.

윤성서   머리카락을 위로 
늘어뜨리고 자면 귀신이 
머리카락 수를 세어준다고 
하네요. (다 세면 
죽는다고.)

선주연   어디에서든 바닥에 있는 
라인을 밟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라인들을 
피하려는 약간의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을 
밟고 서있으면 몸의 
신경세포가 모두 발로 
향하고 불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문지방을 밟지말라’는 
미신에서 비롯하여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왼발로 
라인을 밟게 되는 경우, 
조용히 오른발로 한 번 
더 밟으려고 합니다. 마치 
몸에 균형을 맞추려는 의식 
같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면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어져 있는 라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그래픽 디자이너분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Q
 7
 디자이너로서 당신 몸의 
 강점 / 약점은?

황규선    손 생김이 괜찮은(?) 
편이어서 가끔 손 모델이 
필요한 컷을 대체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김장우   까맣고 / 키가 작다
심대기   지구력 / 졸음
전가경    엉덩이가 무겁다 / 

과민하고 금방 지친다
윤성서    가만히 잘 있는다 / 잠을 

많이 잔다
루쉬 클랍    팔과 등이 약점이라면 눈과 

뇌는 강점이에요.
줄리아 가빈  눈과 손 / 집중력?
최유진    언제 어디서든 잠을 잘 

잔다.
에릭 브란트   저는 키가 큰데, 오히려 

그때문에 앉아서 하는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생겨서 
많이 움직여줘야 해요.

한웬빈    한 가지 일에 힘있게 
몰두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약점이라면 
약점이죠.

한정훈   순발력 / 지구력
테드 데이비스   제 근육량의 부족이 아마도 

디지털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지 않았을까요.

왕유안   강점: 건강함.
다니엘 비스만   제 손이 강점이자 약점 둘 

다입니다.
빠키   약점은 디스크.
남영욱    오른손 검지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없이 오른손 
검지를 트랙패드에 
열심히 문지르는 것만으로 
고난도의 디자인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 덕분에 오른손 
검지의 지문이 반 정도 
흐릿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악화된다면 
디자이너로서 해외 
활동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입국심사시 
지문 채취가 어려워 
본인확인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츠야 츠카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달까.
함준서  그런대로 잘 돌아가는 
  머리 / 튀어나온 아랫배 
  
폴라 트록슬러  예민함.
크리스 로    잠시라도 컴퓨터를 

하고나면 손과 등이 
아파요. 하고싶지 않아요.

테레자 룰러   체구는 작지만 에너지가 
넘친답니다.

리카코 나가시마   지구력 / 다른 사람들보다 
전자파에 좀 더 예민해서 
프린터 옆에 있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맥을 
만지고 싶지 않아요.

캐서린 안냔고   강한 손, 부드러운 심장 / 
게으름, 히스테리

히데치카 이이지마   아픔을 느낄 때라도 
정신력으로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몸이 유연하지 
않습니다.

엘리엇 얼스  제 손은 뇌의 노예에요.
존 & 크리스토퍼  힘센 목, 손목, 팔꿈치. 약한 

다리, 발목.
에릭 드 밤    등뼈가 강점과 약점 둘 

다에 해당합니다.
타카히로 야스다   제 장점은 키가 크고 

그래서 쉽게 기억된다는 
거죠. 반대로 약점은 키가 
크기 때문에 쉽게 숨을 수 
없다는 점이고요.

줄리아 가빈  많아요. 특히 환호할 때 
서로 팔을 엉키지 않고, 
항상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려고 해요. 

미구엘 발디비아  (위 의견에 대해) 
   어 맞아요. 상대방의 눈을 

안 보면, 7년 동안 끔찍한 
섹스를 한다고 하니 
조심해야죠. 

최유진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
에릭 브란트  믿지 않아요. 그런데 몸에 

변형을 가하는 것, 가령 
치과 치료나 귀걸이를 해도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믿는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했고요.

한정훈  수면은 8시간이 필요하다.
테드 데이비스  (미신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사물을 항상 대칭이 
되도록 만졌습니다. 10대가 
되면서 이 강박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 비스만  전 그걸 ‘미신’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크리스 로   왼손을 쓰는 게 뇌에 좋고 
새롭고 특이한 걸 생각하게 
해준다고 믿어요.

테레자 룰러  꽤 오랫동안 다음의 속설을 
믿었습니다. “발이 큰 
남자는 성기도 크다.”

안나 쿨라첵  왼손잡이들에겐 뛰어난 
재능이 있다. :)

캐서린 안냔고  제가 자랄 무렵엔 집 
안에서 머리와 손톱을 
잘랐어요. 주술사들이 그 
조각을 모을 수 없도록.

존 & 크리스토퍼  손금.
에릭 드 밤    면도를 하지 않으면 진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카히로 야스다   “잘 자는 아이가 잘 

큰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어려서부터 늦게 자거나 
밤을 새기 일쑤였는데 키가 
아주 많이 컸거든요.

 Q
 6
   현실의 길이나 단위를 잴 때 몸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당신만의 
 비법이 있다면?

권혜은  팔 벌려 너비 재기.
황규선   높이를 잴 때, 제가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고 가늠을 
해봅니다.

김장우  한뼘.
심대기  키를 이용한다.
전가경  한뼘.
윤성서   손 한뼘을 벌리면 18센티 

정도 돼서 그걸 기준으로 
길이를 잴 때가 있습니다.

루쉬 클랍   손을 이용해 측정해요. 
검지를 접고, 중지와 
약지를 접고, 엄지와 
새끼손기락을 뻗어요. 
그러면 정확히 15cm가 
나옵니다.

아이케 쾨니히  저는 신체에 의한 제약을 
거부하는 쪽이라… 오히려 
그 바깥에서 최대한 도구를 
이용해 나만의 리얼리티를 
만드는 편입니다.

줄리아 가빈  숫자를 셀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미구엘 발디비아  절대 현실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최유진  눈높이.
에릭 브란트  엄지손가락에서 첫 번째 

관절 까지가 1인치라고 
들었어요.

한웬빈   그저 살펴보는 거죠.
테드 데이비스  두 손을 벌려 간격을 

만듭니다 = ‘모든 것은 
상대적이란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건데 마음에 
들어요.

왕유안   1 발자국 = 1미터.
다니엘 비스만   손가락을 이용해 숫자를 

셉니다.
빠키   굳이 하자면 양팔을 

벌린다.
베니 아우  걸음걸이.
폴라 트록슬러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
크리스 로    손과 발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미국의 
도량형 시스템인 인치, 
피트와 상당히 유사해요.

테레자 룰러   자가 없는 상황에서 
말인가요? 물론 
엄지손가락을 사용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측정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관계와 
경험 같은. 제게 흥미로운 
것 은 신체와 비신체가 
만나 형성하는 관계, 
그리고 디자인된 표면, 
이 양자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는 
것은 오히려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기억이죠. 
디자인에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찾으면서 저는 
 Action to Surface 라는 
글을 썼고, 행동, 신체, 
디자이너와 표면의 
연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쓴 
글의 핵심은 생산된 표면이 
행동, 해프닝, 또는 행위를 
통한 어떤 기회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래픽 디자인은 (관객과 
청자의) 신체를 창작 
과정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안나 쿨라첵   걸음걸이! 아니면 제 
무게를 이용해요. 리카코 
나가시마 눈대중. 캐서린 
안얀고 현실의 것이 
너무 많아지면 저는 
울어버린답니다.

히데치카 이이지마   길이 만큼 걸음을 걷고, 
팔을 뻗어 그것을 
측정합니다.

존 & 크리스토퍼  발을 이용해 발걸음을 
셉니다. 또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의 거리로 
사물을 측정하고 재단해요.

에릭 드 밤    손가락은 많은 것들의 
척도죠.

타카히로 야스다   발이 300mm, 팔꿈치에서 
손목까지도 300mm, 
양팔을 활짝 벌리면 
2000mm입니다.

배민기    “Rock, the body body, 
rock, the body body, rock, 
the body body, rock, the 
body body.” 

   - ‹바디 록›(1980), 
트레처러스 쓰리.

아이케 쾨니히  “I believe I can fly.”
줄리아 가빈   “I got no lips, I got no 

tongue / Whatever I say 
is only spit / I got no lips, 
I got no tongue / I got a 
broken face, uh-hu, uh-hu 
/ I got a broken face 

  – ‹브로큰 페이스›, 픽시스.
미구엘 발디비아   음 생각해 봅시다… “I seen 

her on the Ave, spotted her 
more than once. Ass so fat 
that you could see it from 
the front. She spot me 
like a paparazzi, shot me 
glance. In the catwoman 
stance with the fat booty 
pants, hot damn!” 

   – 모스 데프의 
  ‹미스 팻 부티›이죠.
최유진    “I’d rather dance with you 

than talk with you.” 
  –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
에릭 브란트   음… “Let me get some 

action from the back 
section / We need body 
rocking not perfection / 
Let your back bone flip but 
don’t slip a disc / Let your 
spine unwind just take a 
risk / I wanna do the freak 
until the break of dawn 
/ Tell me party people is 
that so wrong…” 

   – ‹바디 무빙›(1998, 아주 
시끄럽게 연주된 최고의 
버전), 비스티 보이즈.

한정훈    조이 디비전의 ‹디스오더›.
테드 데이비스   저는 노래맨이 아니라 

연주맨이라서요.
왕유안    “All the people I was 

kissing, some are here and 
some are missing in the 
nineteen-nineties.”

다니엘 비스만   즉각적으로 재즈의 기본을 
떠올렸습니다. “바디 앤 
소울”. (왜냐고는 묻지 
마세요).

빠키    우연히 지금 듣는 노래가 
실반 에소의 H.S.K.T

  (머리.어깨.무릎.발).
베니 아우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테츠야 츠카다   몬티 파이튼의 ‹페니스 송›.
함준서    “나도 쟤처럼 넓은 둥지에 

태어났다면 쟤처럼 비싼 
깃털이 남아돈다면 쟤처럼 
힘센 날개를 달아본다면 
훨훨 날아갈 줄 알았어.” 

  – ‹뱁새›, 선우정아.
폴라 트록슬러   “Excuse me if i have some 

place in my mind where i 
go from time to time.”

리카코 나가시마   “Yes we are always happy 
/ Be alive in this world / 
No matter how much pain 
they give to your heart”

캐서린 안냔고   캣 파워가 ‹아이 돈트 
블레임 유›에서 부른 한 
소절을 좋아해요; “Been 
around the world, in many 
situations / Been inside 
many heads in different 
positions”

리차드 니슨   “Does the body rule the 
mind or does the mind 
rule the body? / I don’t 
know…” 

  – ‹스틸 일›, 더 스미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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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에게 급히 쪽지를 
  남겨야 합니다. 몇 pt 정도의 글씨가 

좋을까요?

권혜은  12pt.
황규선  12pt로 쓸 것 같습니다.
김장우  자유롭게.
심대기  9pt.
전가경   17.5pt.
윤성서   12pt 정도 크기.
루쉬 클랍   크게요. 집안 내력이에요.
배민기   1296.
아이케 쾨니히   12pt의 에이리얼 폰트로 

이메일 발송.
줄리아 가빈  31.5pt.
미구엘 발디비아  가능한 크게.
에릭 브란트   글씨체가 엉망입니다. 특히 

대문자는 악필입니다. 대략 
18pt 정도.

한웬빈   아마도 18pt.
한정훈   10pt.
테드 데이비스   디지털 노트라면 기본 

사이즈로, 손으로 쓴다면 
아마 ~14 즈음?

왕유안   50pt.
다니엘 비스만   손으로 A4 용지를 가득 

채울 거예요.
빠키    사용하는 펜에 따라 다르나 

보통 52pt 정도.
베니 아우   18.625pt.
테츠야 츠카다   1포인트 정도로 

써보려고요.
크리스 로   흠, 18 pt.
테레자 룰러  38pt.
리카코 나가시마   포스트 잇에 맞게 10-18pt 

정도로 쓰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더 크고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요.

캐서린 안냔고  72.
히데치카 이이지마   아직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리차드 니슨  15pt.
엘리엇 얼스  십일 포인트.
존 & 크리스토퍼  삐뚤삐뚤한 기준선 위에 

12pt로.
에릭 드 밤   77pt.
타카히로 야스다  14-18pt.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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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중, 
 ‘몸’에 관한 인상적인 
 가사가 있다면?

권혜은    “우린 긴 춤을 추고 있어 
자꾸 내가 발을 밟아 고운 
너의 그 두 발이 멍이 
들잖아 난 어떻게, 어떻게 
해야해” - ‹춤›, 브로콜리 
너마저.

황규선    윤미래의 ‹검은 행복› 가사.
김장우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전가경    마돈나의 ‹라이크 어 버진›.
루쉬 클랍    I said upside down / You’re 

turning me / You’re giving 
love instinctively / Around 
and round you’re turning 
me / Upside down / Boy, 
you turn me / Inside out 
/ And round and round / 
Upside down / Boy, you 
turn me / Inside out / 
And round and round - 
다이애나 로스.

존 & 크리스토퍼  “I’m all out of hope / One 
more bad dream could 
bring a fall? / When I’m far 
from home / Don’t call me 
on the phone / To tell me 
you’re alone / It’s easy to 
deceive / It’s easy to tease 
/ But hard to get release / 
Eyes without a face / Eyes 
without a face, got no 
human grace your eyes 
without a face” 

  – 빌리 아이돌.
에릭 드 밤    “Got on my buttercream, 

silk shirt and it’s Versace.” 
– ‹로스트›, 프랭크 오션.

  Q
 1
 0
 “WATCH YOUR HEAD”

황규선    위를 쳐다본다?
김장우   네. 감사합니다.
루쉬 클랍   어엇!
미구엘 발디비아  목을 잘 보호하시길!
최유진   (눈을 크게 뜸)
에릭 브란트   자주 듣는 말입니다. 

198cm거든요.
한웬빈   제 코만 보이는데요.
테드 데이비스   이 픽토그램을 사랑합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경험했어요.

다니엘 비스만   언제나 그러는 편이 
좋아요.

김민주    이 경고를 보지 못한 어느 
누가 머리 콩-하는 것을 
보고 싶은 미묘한 심리가 
발동합니다.

테츠야 츠카다   거울로 머리를 한 번 
살펴보지요.

폴라 트록슬러  고맙습니다.
크리스 로   네.
안나 쿨라첵  노력해 볼게요.
리카코 나가시마  몸을 웅크린다.
캐서린 안냔고  앗!
히데치카 이이지마   아버지가 머리에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두개골의 
일부를 플라스틱으로 
대체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바깥을 걸을 때 머리 
위를 잘 살핍니다.

엘리엇 얼스   하루에 한 번씩은 제 
머리를 살펴요. 종종 두 
번이나 세 번씩.

에릭 드 밤   예!
타카히로 야스다   언제나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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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로서 흔히 겪는 질환이나 

질병, 몸의 변형은 무엇일까요?

권혜은    일자목으로의 꾸준한 변화.
황규선    거북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우    허리 질환과 자세 변형.
심대기   배가 나옵니다.
전가경   굽은 등, 거북목, 소화불량.
윤성서    난시, 거북목, 승모근 발달, 

네모 엉덩이 등.
루쉬 클랍   편두통, 안타깝게도…
배민기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진료환자 발생이 많은 
상위 질병에 대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다빈도질병 통계 항목의 
2016년 기준 환자수는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기타 
추간판장애, 노년백내장, 
단 일자연분만,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기타 
척추병증, 무릎관절증, 
급성 기관지염 순입니다.

아이케 쾨니히   눈이 피로해지지만, 그만큼 
정신은 예리해집니다.

줄리아 가빈   자세가 나빠서 주로 요통이 
심하고, 불면증이요.

미구엘 발디비아   탈모? 그리고 가끔씩 
제 에고가 너무 많이 
자란답니다… 그후에 그 
남자는 폭삭 바스라지죠.

최유진   운동 부족.
에릭 브란트   아시겠지만 주로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요.
한웬빈   경추의 문제랄까.
한정훈    거북목, 디스크, 만성피로, 

손목터널증후군, 변비.
테드 데이비스   나쁜 자세로 앉아있는 동안 

저는 노트북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왕유안   작은 곰 같은 배.
다니엘 비스만   등의 통증이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빠키    거북이 목, 솟은 어깨, 
곱게 오므라진 등짝,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몸처럼 회귀한다.

베니 아우   우울증.
테츠야 츠카다   (이번에도)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달까.
함준서    늦은 밤에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디자이너 
또는 작가들에게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폴라 트록슬러  등이 결린다.
크리스 로    손목 터널 증후군!!!! 두통!!! 

스트레스!!! 기쁨!!!
테레자 룰러   당신이 좋아하는 

소프트웨어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눈과 
손이 아프고, 화면이 
흐릿해지고, 마우스 클릭이 
힘들어 지는 건, 나가서 
좀 걸을 때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다행히 저는 
많은 종류의 클라이언트 
미팅에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암스테르담 
거리에서 레이싱을 하며 
제 몸도 휴식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안나 쿨라첵   때때로 등이 아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 
몸과 디자인에 만족합니다.

리카코 나가시마   뻣뻣한 어깨. 생리전 
증후군.

캐서린 안냔고 두통, 허리결림.
히데치카 이이지마  두통, 허리와 어깨 통증.
엘리엇 얼스   나이. 우리는 썩어가고 

있어요. 나이먹는단 
건 천천히 부패해가는 
과정입니다.

존 & 크리스토퍼  흐릿한 시야, 두통, 체중 
증가, 피로, 나태.

에릭 드 밤    스트레스 받을 때의 
갑작스런 ‘투렛 증후군’. 
(특별한 이유나 의도 없이 
다른이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신경질환. 
일종의 틱 장애. 편집 주.)

타카히로 야스다   제 등은 갈 수록 
굽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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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인도하는 타이포그래피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혜은   출입 금지 사인.
황규선    대학교 때 주점 간판이 

생각납니다.
김장우    모든 타이포그래피가 

뇌에 사인sign을 보낸다고 
생각한다.

심대기    각종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

전가경    제스추어. (타인의 
바디랭귀지).

윤성서    길을 찾기 위해서 찾아야만 
하는 번호들. (주소, 
출구번호, 버스번호).

배민기   [Web발신]
아이케 쾨니히   해독 가능한 코드들은 그게 

뭐든 삶의 면면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영향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지만, 
평생 불변이에요.

최유진   SALE
에릭 브란트   글꼴. 눈과 손의 

연장선이자 마음의 
투영과 반영입니다. 
언어이자, 문화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한웬빈    좋은 타이포그래피야말로 
저를 만족과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한정훈   페이스북 ‘좋아요’.
테드 데이비스  STOP
왕유안    선명한 화장실 사인은 

우리를 아주 재빠르게 
만들어요.

다니엘 비스만   화살표. 검지손가락의 
아이뻘 되죠. 언제나 아주 
잘 작동합니다.

테츠야 츠카다   한자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그것들은 
애초에 그림문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령 上 
은 위, 下 는 아래). 이것이 
한자 타이포그래피가 
시각기호이자 단어로 즉각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크리스 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만 
글자는 이런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깨달은 건 이게 바디 
커뮤니케이션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순 없다는 
거예요.

테레자 룰러   타이포그래피는 
몸을 인도하고, 몸은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 
냅니다.

안나 쿨라첵   타이포그래피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올바르게 구성된 
메시지라면 우리는 곧장 
점프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리카코 나가시마   따뜻한 단어를 다정한 
목소리로 말할 때 
우리는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각언어 
역시 언어와 유사해요. 
말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효과적인 어조와 
문자를 구사함으로써 
의도를 보여줄 수 있죠. 
반면, 언어를 의미 없는 
오브젝트처럼 취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가장 
외부에 위치하는 
내용이지만 그저 표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을 인도할 때, 
이는 시각언어로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글자가 없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요. 수용자의 
보다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서 그것은 언어보다 
더 언어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히데치카 이이지마   잘 읽을 수 없는 
것들을 읽도록 만드는 
시력검사표의 그래픽이 
흥미로워요.

캐서린 안냔고   제 생각에 그래픽 사인이 
중요한 건 우리가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법에 
귀속되는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전시에 출품했던 제 
드로잉은 분리주의에 의한 
미국 유색인종대기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인물은 육체를 
색상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할하고, 차별이 인쇄물에 
의해 인정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리차드 니슨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몸’이라는 
타이포잔치의 주제를 
좋아하지만 저는 그게 
일종의 은유적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존 & 크리스토퍼   물리적인 신호가 문자로 
이루어진 메시지에 
선행한다고 봅니다.

에릭 드 밤    낯선 장소에서의 
타이포그래피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타카히로 야스다   제 얘긴 아닙니다만, 
한 친구가 아이폰으로 
일본어를 쓰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고, 무언가를 쓰는 
대신 손을 휙휙 움직이기만 
합니다. 반복학습이란 게 
무섭죠.

Catherine Anyango  -4.50 in both eyes.
Hidechika Iijima  I am naked eyes.
Richard Niessen   I actually should 

test this, since I have 
trouble reading the 
small nutricion facts on 
packages.

Elliott Earls   Until the age of 40 I had 
20/20 vision. Now I wear 
reading glasses. My right 
eye is stronger than 
my left. This is called a 
“lazy” eye.

  Blurry Double vision.
Erik de Vlaam   Left minus 2 and right 

minus 1.75.
Takahiro Yasuda   Less than 0.1 with the 

naked eye, 1.0 with 
glasses.

  Q
 2
  There are two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The Index Finger Party and 
the Ring Finger Party. Which is the 
longer you are?

Kwon Hyeun  Ring Finger.
Hwang Kyusun  The Ring Finger Party.
Kim Jangwoo  Index Finger.
Shim Daeki  Ring Finger.
Jun Kakyung  Ring Finger.
Yoon Sungseo   They are of the same 

length.
Roosje Klap  I really don’t know.
Eike K*nig   The middle finger party.
Giulia Garbin  Index Finger Party.
Miguel Angel Valdivia 
   I am more like the 

Middle Finger Party 
type of person.

Choi Youjin  Similar.
Erik Brandt   I am a member of the 

Middle Finger Party, 
that is mostly because of 
the terrifying monster 
that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n Jeonghoon  Ring Finger.
Ted Davis    Ring finger… What does 

that mean?? *Googling*
Wang Yuan  Ring Finger.
Daniel Wiesmann   I thought being on 

facebook means to be in 
the thumb party.

Benny Au   Ring finger.
Tetsuya Tsukada  The Ring Finger.
Hahm Junseo   Looking at them now, I 

have a longer ring finger 
party.

Paula Troxler  The Middle Finger Party.
Chris Ro    My ring finger looks 

longer than my index 
finger?

Tereza Ruller   I’m clearly The Index 
Finger person. ;-)

Anna Kulachek   Ha, I feel like I don’t 
know about it anything. 
But I am still without 
the ring.

Rikako Nagashima  Ring Finger.
Catherine Anyango   Index Finger Party. Nice 

question!
Hidechika Iijima  Same length.
Richard Niessen   I’m part of the Ring 

Finger Party.
Elliott Earls   I am of the index finger 

party(for obvious sexual 
reasons). I find the index 
finger exponentially 
more erotic, and 
therefore I choose the 
index finger.

Jon & Chris Ring Finger.
Erik de Vlaam  Ring Finger.
Takahiro Yasuda   My ring finger is so long 

as to make comparison 
pointless.

Jon Sueda & Chris Hamamoto (Jon & Chris)

  Q
 3
  What character does 
 your body look like?

Kwon Hyeun   
Hwang Kyusun   It resembles D. (because 

of my humpy back).
Kim Jangwoo  
Shim Daeki  W
Jun Kakyung     (according to my 

daughter)
Yoon Sungseo   i
Roosje Klap  The capital R
Eike K*nig    ¥
Giulia Garbin   f
Miguel Angel Valdivia Probably the letter Z
Choi Youjin  R
Erik Brandt  K
Han Wenbin  H
Han Jeonghoon   f
Vakki   
Benny Au    b
Ted Davis    i
Wang Yuan W
Daniel Wiesmann   i
Tetsuya Tsukada  て(Japanese Hiragana)
Hahm Junseo   An old form of ‘gwi(鬼)’ 

meaning a monster 
among many picture-
like interesting forms of 
old Chinese characters.

Paula Troxler  PK
Chris Ro    When I was younger or 

now? Probably, it looks 
like the letter or B? Or R?

Tereza Ruller  Small letter “a”
Anna Kulachek  S
Catherine Anyango   Lowe case ‘i’ with a 

big dot for the ‘i’ to 
represent my afro.

Hidechika Iijima  Q (Capital letter)
Richard Niessen  X or L, or f when I’m 
sad.
Elliott Earls   An “X”. I run six or seven 

days a week and have for 
the past 25 years. This 
cardio excercise has led 
to my shape as an “X”.

Jon & Chris b with skinny legs.
Erik de Vlaam  6
Takahiro Yasuda  l (Lowercase L)

  Q
 4
  What parts of the body can you 

represent or relate to your work?

Kwon Hyeun  Fingertips.
Hwang Kyusun  Eyes.
Kim Jangwoo  Hands.
Shim Daeki  Hands.
Jun Kakyung  Hands.
Yoon Sungseo   A pair of eyes, hands, 

arms.
Roosje Klap   My hands and feet: 

the have handy little 
appendices.

Eike K*nig   My bellybrain.
Giulia Garbin  I guess all parts.
Miguel Angel Valdivia 
   The whole body gives 

energy to my right hand.
Erik Brandt  My hands and my heart.
Han Wenbin  Head & Hands.
Han Jeonghoon  Eyes and Hands.
Ted Davis    Eyes + hands = Input 

and output.
Wang Yuan  Hand.
Daniel Wiesmann   I try to relate all parts of 

my body, to my life and 
to my work.

Vakki    Hippocampus among 
body organs.

Benny Au   Stomach.
Tetsuya Tsukada   Every part, the whole 

body.
Hahm Junseo   Eyes(+brain); it is 

said that eyes are the 
externally protrusive 
brain.

  Q
 1
 How good is your eyesight?

Kwon Hyeun  Left 0.1 Right 0.3
Hwang Kyusun   Originally my eyesight 

used to be -3, but with 
the lens implanted, it is 
1.0 now.

Kim Jangwoo  0.2 / 0.2
Shim Daeki  It is 1.0 for both eyes.
Jun Kakyung   An average of 1.2 (left-

right differences, and 
lower vision depending 
on stress levels).

Yoon Sungseo  between 0.1 and 0.2.
Roosje Klap   I’m razor sharp like an 

eagle.
Sun Jooyeon   can see things I like well, 

but cannot for the ones I 
dislike. Due to stronger 
likes and dislikes, I 
came to have a habit of 
perceiving things in the 
way I want. I am very 
worried about my vision. 
The biggest assurance is 
that I consider this issue 
undesirable at all.

Giulia Garbin  Pretty good.
Miguel Angel Valdivia  Good question!
Choi Youjin   I have astigmatism 

which is not that serious.
Erik Brandt   It was 20/20 most of my 

life, now I need glasses. 
It is very sad.

Han Wenbin  VERY GOOD
Han Jeonghoon  0.8.
Ted Davis    20/20 = ‘perfect’. I (like 

everyone else) look at 
screens every day for 
much of the day.. so it’s 
a miracle my eyes are 
alright!

Wang Yuan  Short-sighted.
Daniel Wiesmann   My eye-doctor says 

it would not be bad 
enough for glasses.

Vakki   -4.5 for both eyes.
Benny    Au Poor eyesight on 

Money.
Tetsuya Tsukada  Eyelid.
Hahm Junseo   Without correction, 

about 0.3, and with 
eyeglasses, about 1.0

Chris Ro    Eyesight? I’m not sure 
the exact number but it 
is not bad. But I do need 
glasses to see things far 
away.

Tereza Ruller   My visual acuity is 
20/15. That’s a number 
indicating clarity of 
eyesight. 20/15 means 
more sharper than 
normal average 20/20 
vision. No glasses 
involved.

Anna Kulachek  Good.
Rikako Nagashima   0.01 with the naked eyes. 

0.8 with contact lens. 0.7 
with glasses.

 Q 
 1
 3
  활동성이 개입된 그래픽 디자이너 

혹은 서체 디자이너의 작업이 
있습니까? (또는 다른 장르의 
예술이어도 좋습니다).

권혜은    디자이너 박연주의 ‹양심›.
황규선    타카히로 쿠라시마의 

작업들.
김장우   서예.
심대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기초 
타이포그래피’ 수업에서 
정아영 학생이 디자인한 
서체 위글Wiggle이 
생각납니다.

전가경    에드 펠라, 정병규, 히라노 
고가의 작업.

윤성서    공간에 들어가서 
돌아다녀야 경험할 수 
있는, 제임스 터렐의 
작업들.

루쉬 클랍    계속 오-----래 앉아 있는 것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배민기    활동성이 개입된 그래픽 
디자이너는, 이코그라다 
창립의 주요 인물이자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의 장대 높이 
뛰기 부문에서 6위를 
기록한, 오스트리아의 
운동선수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알프레드 
프로크슈(1908-2011)가 
있습니다. 그는 1994년 
이후 1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세계 최고령의 
활동적인 운동 선수로 
여겨졌습니다.

아이크 쾨니히   다음에 웨이트를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줄리아 가빈   여길 참조해보면 
어떨까요? - http://
logogym.nl/

최유진    오스카 슐레머의 
바우하우스 무대실험.

에릭 브란트   최근의 기술적 환경에선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만, 
어떤 습관과 작업 방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인쇄를 
테스트하거나 포스터를 
절삭하는 작업에서 
개인적으로는 피도 여러 번 
흘려 봤습니다.

한정훈    이상혁의 ‹Listen to your 
Hands›.

테드 데이비스   지구력, 훈련과 경쟁… 
하지만 많고 많은 모든 
창의적 분야들에서 
마찬가지겠네요.

다니엘 비스만   요리가 그와 관련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빠키 마리    쉬나르의 ‹바디 리믹스› 
시리즈.

테레자 룰러   운동성이 영향력과 관련된 
것이라면 저는 그점에서 
그래픽 디자인과의 
관련성을 발견합니다. 
우린 각자의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힘으로 더 좋은 
세계를 디자인하고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안나 쿨라첵   그래픽 디자인에 
한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창시절 (당시 
다니던 미술학교에서) 
유명한 예술가가 되고자 
마음먹었을 때  선생님께서 
그러기엔 제가 너무 작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네요.

리카코 나가시마  구체시.
히데치카 이이지마   저는 일반적으로 먼 거리를 

걸어다닙니다. 왜냐면 
디자인이란 다양한 사건을 
각자의 눈으로 발견하며 
이루어지는 창작이니까요.

캐서린 안냔고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드로잉은 
언제나 신체의 자연스러운 
연장이고, 드로잉이 크면 
클 수록 더 많은 신체적 
제스추어가 묻어나게 
됩니다.

엘리엇 얼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운동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리고 
이는 제 작업이 보여지고 
작동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완전히! 
활동성이란 마음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존 & 크리스토퍼  프린트물을 가져오기 위해 
프린터로 뜀박질 합니다. 
화장실을 향해 빠르게 
걷습니다. 카페로 달려가 
커피를 움켜쥡니다.

에릭 드 밤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려면 
일주일에 두 번은 모든 
근육을 움직여야죠.

타카히로 야스다   생각. 저는 생각할 때마다 
살이 빠지던데요.

Paula Troxler  Brain.
Chris Ro    Definitely the hands. 

And also my stomach.
Tereza Ruller   1. Brain, 2. Fingers, 3. 

Eyes, 4. Herat, 5. Mouth.
Anna Kulachek  Head and Hands.
Rikako Nagashima   Womb and Female 

Hormone.
Catherine Anyango  Heart, hand, eyes.
Hidechika Iijima  Finger.
Elliott Earls   The single eye, the 

phallus, the brain and 
the mons pubis.

Jon & Chris  The eyes and brain. 
Hopefully you see the 
work and it reaches the 
brain before another 
exciting visual distracts 
the viewer.

Erik de Vlaam   My nose, big and 
colourful.

Takahiro Yasuda  Eye.

  Q
 5
  Do you believe any superstition 

about body?

Kwon Hyeun   Ugly hands are  
dexterous.

Hwang Kyusun   I believe a superstition 
that says not to put your 
hands above your head 
when sleeping. (Because 
you might easily get 
REM paralysis with your 
hands above your head).

Jun Kakyung   (Don’t really care, but 
the superstition left in 
the body is) Finger nail 
cutting at night will 
bring a ghost.

Yoon Sungseo   If you sleep with all 
your hair strands placed 
upwards, a monster will 
count the number of 
stands (if they are all 
counted, you might die).

Sun Jooyeon   I try not to step on lines 
on any floor. I have a 
slight obsession to avoid 
the lines which are there 
to indicate an area when 
crossing a crosswalk. 
I get easily anxious 
with all my nerve cells 
moving towards both 
of my feet when I step 
on lines. Maybe, my 
body unconsciously 
reacts to the renowned 
superstition that says 
‘Don’t step on door sills’. 
When I happen to step 
on lines with my left 
foot, I tend to step on 
them with my left foot 
gently. It is like a ritual 
for me to strike a balance 
in my body. Likewise, I 
sensitively react to lines 
that are not purposefully 
drawn on paper. This is 
something which can 
be empathized by not 
only me but also graphic 
designers around me.

Giulia Garbin   Many, especially when 
you cheers, never cross 
each others arms and 
always look at the other 
person eyes.

Miguel Angel Valdivia  True, if you don’t look 
the other person in the 
eyes it means you are 
going to have seven 
years of bad sex… watch 
out!

Choi Youjin   Shaking your legs shakes 
away your wealth and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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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 Brandt   No, but I have lived in 
cultures where changing 
the body, even dentistry 
or ear rings meant 
changing your fate. I 
have participated in 
both.

Han Jeonghoon   People need 8 hours of 
sleep.

Ted Davis    As a kid, touching things 
had to be symmetrical… 
But managed to quit 
those OCD tendencies 
by my teenage years.

Daniel Wiesmann   I would not call it 
superstition.

Chris Ro    I believe using the left 
hand a lot is good for 
your brain and thinking 
of new and unusual 
things.

Tereza Ruller   For a long time I 
believed in superstition 
that 

   “a man with large feet 
has a large penis”.

Anna Kulachek   Left-handed people are 
talanted. :)

Catherine Anyango   When I grew up, we cut 
our hair and nails inside 
so that witch doctors 
wouldn’t be able to 
collect any pieces of our 
body.

Jon & Chris Palm reading
Erik de Vlaam   Yes, I can’t take myself 

serious without a shave.
Takahiro Yasuda   “A well-slept child is a 

well-kept child” is a lie. 
I have stayed up late or 
all night ever since I was 
young, but I have grown 
tall.

  Q
 6
  What is your own way of using 
  the body to measure the path or unit 

of reality?

Kwon Hyeun   Measuring the width 
with my arms stretched 
apart.

Hwang Kyusun   I take a photo of myself 
standing in front of 
something for which 
I need to measure the 
height, to estimate the 
overall height.

Kim Jangwoo  A handspan.
Shim Daeki  I use my height.
Jun Kakyung  A handspan.
Yoon Sungseo   My handspan is about 

18cm, so I use it to 
measure a length.

Roosje Klap   I use my hand to 
measure: I fold index, 
middle and ring finger 
in, and stretch thumb 
and pinky: I found 
out this is exact 15 
centimeters!

Eike K*nig    I don’t accept to be 
restricted by my body. I 
hack it and use devices 
to create my own reality.

Giulia Garbin   I guess the most 
common is using my 
fingers for counting 
numbers

Miguel Angel Valdivia I never measure reality
Choi Youjin  Height of my vision.
Erik Brandt   I am told the measure 

of the thumb to the first 
joint equals 1 inch.

Han Wenbin  See them.
Ted Davis    Two hands apart from 

each other = ‘everything’s 
relative’, a saying my 
mother’s engrained in 
me.

Wang Yuan  1 step = 1 meter.
Daniel Wiesmann   I’m using my fingers to 

count.
Vakki    If I have to think of one, 

I stretch my arms apart.
Benny Au   Footstep.
Paula Troxler  Listen to the stomach.

Chris Ro    I use my hands or 
actually, I use my feet 
as it is pretty close 
to the U.S. system of 
measurement, feet and 
inches.

Tereza Ruller   Do you mean like if 
I don’t have a ruler, 
then I use thumbs? 
Sure I do. But I’m more 
interested in measuring 
the unmeasurable, for 
example relations and 
experiences within 
the graphic design. 
Interesting for me 
is that both events –
where bodies and non-
bodies create relations– 
as well as designed 
surfaces are ephemeral, 
they disappear after 
some time. What’s left 
is rather a subjective 
experience. A memory. 
While looking for new 
values in design I wrote 
a text called “Action 
to Surface”. There I 
tried to establish links 
between action, body, 
designer and surface. 
The core of the text was 
to emphasize surface 
production can be an 
action, happening, 
or chance-driven act. 
Therefore graphic design 
can be used as a tool 
inviting bodies (viewers/
audience) to participate 
and become part of 
creative process.

Anna Kulachek   By step! Or by losing my 
weight

Rikako Nagashima  Visual inspection
Catherine Anyango   When reality gets too 

much I cry.
Hidechika Iijima   Stride length, extend my 

arm to measure it.
Jon & Chris  Using my feet to count 

feet. Squinting and 
measuring objects at a 
distance between my 
thumb and index finger.

Erik de Vlaam   The finger is the measure 
of a lot of things.

Takahiro Yasuda   My feet are 300mm, 
from my elbow to my 
hand is 300mm, and 
both of my hands spread 
span 2000mm.

  Q
 7
  What are the strengths/weaknesses 

of your body as a designer?

Hwang Kyusun   I have quite nice-looking 
hands, so I could use my 
hands in cuts requiring 
a model’s hands.

Kim Jangwoo   Dark skin / Small in 
height

Shim Daeki  Endurance / Dozing off
Jun Kakyung   Can sit for long / Hyper-

sensitive and getting 
tired easily

Yoon Sungseo   Can stay still well / 
Sleeping too much

Roosje Klap   My arms and back are 
my weakness, my eyes 
and brains the strengths.

Giulia Garbin   Eyes and hands / 
Concentration?

Choi Youjin   Can sleep well anytime, 
anywhere.

Erik Brandt   I am tall, but this also 
means I need to move a 
lot since stationary work 
can cause lower back 
pain.

Han Wenbin   I am good at force on 
one thing. But I don’t 
like moving. That’s my 
weakness.

Han Jeonghoon  Promptness / Endurance
Ted Davis    Lack of muscle probably 

encouraged an interest 
into the digital.

Wang Yuan  Strength: Healthy.
Daniel Wiesmann   My hand is both my 

strength and my 
weakness.

Vakki    My weakness is having a 
hernia.

Nam Youngwook   I can freely move my 
index finger on my 
right hand. I can handle 
highly difficult designs 
without any problems 
only by rubbing my 
right index finger on 
a track pad without 
a mouse. Thankfully, 
the fingerprint of the 
finger is half vague. If 
this worsens, I might 
have issues in working 
abroad as a designer, 
because authentication 
might be challenging 
due to problems in 
fingerprinting at the 
immigration desk.

Tetsuya Tsukada  Drink too much.
Hahm Junseo   My brain which is 

working quite well/my 
bulging waistline.

Paula Troxler  Sensitive.
Chris Ro    My back and hand hurt 

after a while on the 
computer. I wish it did 
not do this.

Tereza Ruller   My body is small, but 
full of energy.

Rikako Nagashima   Endurance / I’m a 
bit more sensitive to 
electromagnetic wave 
than other people so 
I cannot be near by 
printer. I actually don’t 
want to touch Mac if it’s 
possible.

Catherine Anyango   Strong hands, soft heart 
/ laziness, hysteria

Hidechika Iijima   Mental to continue 
working even if I feel 
pain. / The body is 
inflexible.

Elliott Earls   My hand is the the slave 
to my brain.

Jon & Chris   Strong neck, wrist and 
elbows, week legs and 
ankles.

Erik de Vlaam   The backbone is both a 
strength as a weakness.

Takahiro Yasuda   My merit is that I am 
tall and so I am easily 
remembered. My weak 
point is that I am tall 
and so I cannot hide 
easily.

  Q
 8
  You should leave a note to your 

colleague. How big point do you 
write?

Kwon Hyeun  12pt.
Hwang Kyusun  I would use 12pt.
Kim Jangwoo  Feel free to use any.
Shim Daeki  9pt.
Jun Kakyung  17.5pt.
Yoon Sungseo  About 12pt.
Roosje Klap   Big! With a lot of inter 

lineage.
Bae Minkee  1296.
Eike K*nig   12 point arial email.
Giulia Garbin  31.5pt.
Miguel Angel Valdivia Bigger as possible.
Erik Brandt   I have terrible 

handwriting, usually 
all caps. I would guess 
around 18pt.

Han Wenbin  Maybe 18pt.
Ted Davis    Digital note = Default 

size. Printed note = 
Probably ~14pt?

Han Jeonghoon  10pt.
Wang Yuan  50pt.
Daniel Wiesmann   I would fill an A4 sheet 

of paper, by hand.
Vakki    Depending on the pen I 

use, but usually 52pt.
Benny Au   18.625pt.
Tetsuya Tsukada  I write a point as 1point.
Chris Ro   Hmm, 18 pt.
Tereza Ruller  38pt.
Rikako Nagashima   Around 10pt-18pt which 

fit in post-it. I would 
emphasize important 
things with big and bold 
letter.

Catherine Anyango  72.
Hidechika Iijima  I have not written it yet.
Richard Niessen  15pt.
Elliott Earls  Eleven point.
Jon & Chris  12 pt on a wobbly 

baseline.
Erik de Vlaam  77pt.
Takahiro Yasuda  14~18pt.

  Q
 9
  Do you have impressive lyrics related 

to ‘body’ in your favorite music?

Kwon Hyeun   “We are dancing a long 
dance. I keep stepping 
on your feet. Your two 
beautiful feet get a 
bruise. What am I going 
to do?” – Dance, Broccoli 
you too.

Hwang Kyusun   Lyrics of Black 
Happiness of 

  Yoon Mi-rae.
Kim Jangwoo   “This is the moment. 

Damn all the odds. This 
day, or never, I’ll sit 
forever with the gods” –
From a musical Jekyll & 
Hyde

Jun Kakyung   Like a Virgin by 
Madonna.

Roosje Klap   I said upside down 
/ You’re turning me 
/ You’re giving love 
instinctively / Around 
and round you’re 
turning me / Upside 
down / Boy, you turn me 
/ Inside out / And round 
and round / Upside 
down / Boy, you turn me 
/ Inside out / And round 
and round - Diana Ross.

Bae Minkee   “Rock, the body body, 
rock, the body body, 
rock, the body body, 
rock, the body body.” 

   – Body Rock(1980), The 
Treacherous Three.

Eike K*nig   I believe I can fly.
Giulia Garbin   I got no lips, I got no 

tongue / Whatever I say 
is only spit / I got no 
lips, I got no tongue / 

   I got a broken face, 
uh-hu, uh-hu / I got a 
broken face

   – Broken Face, Pixies.

Miguel Angel Valdivia   Let me think… Maybe 
“I seen her on the Ave, 
spotted her more than 
once. Ass so fat that you 
could see it from the 
front. She spot me like 
a paparazzi, shot me 
glance. In the catwoman 
stance with the fat booty 
pants, hot damn!” from 
Ms. Fat Booty by 

  Mos Def
Choi Youjin   “I’d rather dance with 

you than talk with you.” 
- Kings of Convenience.

Erik Brandt   “Well… Let me get some 
action from the back 
section / We need body 
rocking not perfection / 
Let your back bone flip 
but don’t slip a disc / 
Let your spine unwind 
just take a risk / I wanna 
do the freak until the 
break of dawn / Tell 
me party people is that 
so wrong…” – Body 
Movin’(1998, best played 
VERY loud), Beastie 
Boys.

Han Jeonghoon  Joy Division, Disorder.
Ted Davis    I’m an instrumentalist 

guy.
Wang Yuan   “All the people I was 

kissing, some are here 
and some are missing in 
the nineteen-nineties.”

Daniel Wiesmann   I immediately think of 
the jazz standard “body 
and soul“. (Don’t ask me 
why).

Vakki    The song I happen to 
listen to now is HSKT. 
(head, shoulders, knees 
& toes) of Sylvan Esso.

Benny Au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Tetsuya Tsukada   Monty Python’s “Penis 
Song”.

Hahm Junseo   “If I was born in a wide 
nest like him, if I have 
expensive feathers that 
are left over, and if I 
could fly with strong 
winges like his, I though 
I could fly really high.” 
– Crow Tit of Sunwoo 
Jung-A

Paula Troxler   “Excuse me if i have 
some place in my mind 
where i go from time to 
time.”

Rikako Nagashima   “Yes we are always happy 
/ Be alive in this world 
/ No matter how much 
pain they give to your 
heart”

Catherine Anyango   I like this one by Cat 
Power in I Don’t Blame 
You; “Been around 
the world, in many 
situations / Been inside 
many heads in different 
positions”

Richard Niessen   “Does the body rule the 
mind or does the mind 
rule the body? / I don’t 
know…” Still Ill, The 
Smiths.

Jon & Chris  “I’m all out of hope / 
One more bad dream 
could bring a fall? / 
When I’m far from 
home / Don’t call me on 
the phone / To tell me 
you’re alone / It’s easy to 
deceive / It’s easy to tease 
/ But hard to get release 
/ Eyes without a face / 
Eyes without a face, got 
no human grace your 
eyes without a face” - 
Billy Idol.

Erik de Vlaam   “Got on my buttercream, 
silk shirt and it’s 
Versace.” – Lost, Frank 
Ocean.

  Q
 1
 0
 “WATCH YOUR HEAD”

Hwang Kyusun  I look above.
Kim Jangwoo  Thank you.
Roosje Klap  AU!
Miguel Angel Valdivia  Protect ya neck!
Choi Youjin  (I open my eyes big)
Erik Brandt   I hear this a lot, I am 

198cm tall.
Han Wenbin  I can only see my nose.
Ted Davis    I love these pictograms 

I’ve experienced in the 
Seoul subway!

Daniel Wiesmann  Always a good idea.
Kim Minjoo   I have a subtly queer 

psyche acting to see 
someone bumping into 
it who has not read the 
warning.

Tetsuya Tsukada   OK, I’ll watch my head 
using mirror.

Paula Troxler  Thank You.
Cris Ro   Okay.
Anna Kulachek  I wIll try.
Rikako Nagashima  Crouch.
Catherine Anyango  Ouch!
Hidechika Iijima   My father fell from 

the sky and suffered a 
serious injury to his 
head. The skull is also 
replaced with plastic. 
So when I actually walk 
outside I am watching 
overhead.

Elliott Earls   Look at my head at least 
once a day. Sometimes 
twice or three times.

Erik de Vlaam  OK!
Takahiro Yasuda   I am always on the look 

out!

  Q
 1
 1
  As a designer, what are the diseases, 

illnesses, and body changes that you 
usually experience?

Kwon Hyeun   A steady bodily change 
towards a straightlined 
neck.

Hwang Kyusun  A turtle neck syndrome.
Kim Jangwoo   Lower backache and 

modifications in body 
posture.

Shim Daeki  A large belly.
Jun Kakyung   A humpy back, a turtle 

neck and indigestion.
Yoon Sungseo   Astigmatism, a turtle 

neck, development of 
trapezius muscles and 
squareshaped buttocks, 
etc.

Roosje Klap   Migraine headaches, 
unfortunately…

Bae Minkee   As provided by the 
open system for 
healthcare data on top 
healthcare insurance-
covered diseases as 
of the number of 
patients in 2016 in the 
order of frequency in 
occurrence: live-born 
infants according to 
place of birth, gastric 
infection and colonitis 
due to infectious and 
unspecified causes, 
pneumonia due to 
unspecified pathogens,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old-age 
cataract, single normal 
delivery, hemorrhoids & 
circum-vertebrometric 
thrombosis, other 
spondylopathies, 
arthrosis of knees, 
and acute respiratory 
infection.

Eike K*nig    My eyes get weak but my 
mind gets sharp.

Giulia Garbin   Mostly back problems 
for bad postures! Or 
insomnia.

Miguel Angel Valdivia  Hair loss? Then my 
ego grows too much 
sometimes… And then 
he collapses.

Choi Youjin  A lack of exercise.
Erik Brandt   Mostly stress related 

symptoms, you can 
imagine.

Han Wenbin   The problem about my 
cervical spine.

Han Jeonghoon   A turtle neck, hernia, 
chronic fatigue, carpal 
tunnel syndrome and 
constipation.

Ted Davis    Bad posture while sitting 
and getting engulfed in 
my laptop.

Wang Yuan  A little beer belly.
Daniel Wiesmann   Back pain is telling me if 

it’s time for a brake.
Vakki    A turtle neck, pulled 

up shoulders, a gently 
humpy back and 
regression to the body of 
Australopithecus.

Benny Au   Depressed.
Tetsuya Tsukada  Drink too much.
Hahm Junseo   They apple to me all 

because it is quite 
common for designers 
or artists to work late at 
night – the time we all 
love to work.

Paula Troxler  Aching back.
Chris Ro    Carpal Tunnel 

Syndrome!!!! 
Headaches!!! Stress!!! 
Joy!!!

Tereza Ruller   After long hours in 
front of your favourite 
software your eyes hurt, 
screen gets blurry, your 
fingers hurt a clicking 
becomes difficult, those 
are signs you should 
go out for a walk. 
Fortunately, I cycle a 
lot for all sorts of client 
meetings. So that gives 
my body a good amount 
of relaxation and energy 
from racing in the 
streets of Amsterdam.

Anna Kulachek   My back is herts 
sometimes, but mostli 
time I am ok with my 
body and design.

Rikako Nagashima   Stiff shoulder, 
premenstrual syndrome.

Catherine Anyango  Headaches, backaches.
Hidechika Iijima   Headaches, lower back 

pain, shoulder pain.
Elliott Earls   Age. We rot in place. Age 

is the process of rotting 
slowly.

Jon & Chris  Blurry vision, headachs, 
weight gain, fatigue, 
sluggishness.

Erik de Vlaam   Sudden ‘Gilles de la 
tourette’ when stressed.

Takahiro Yasuda   My back will become 
more bent.

 

 Q
 1
 2
  What are your thoughts on how 

typography can direct the physical 
body? (i.e. signage, GPS directions, 
provocative public imagery).

Kwon Hyeun  ‘No Entry’ signage.
Hwang Kyusun   Signage of bars I used 

to see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Kim Jangwoo   All typographies, I 
think, send signs to the 
brain.

Shim Daeki   Various types of mobile 
navigation apps.

Jun Kakyung   Gestures (a body 
language of others).

Yoon Sungseo   Numbers we have to find 
to find a path. (address, 
exit nunmber and bus 
number).

Roosje Klap   Dance is language, 
and the body can 
become typography and 
communicate.

Bae Minkee  [Web transmission]
Eike K*nig    A code I can decode 

will change my life in all 
parts. The impact might 
be big or very very small 
but it’s forever.

Choi Youjin  SALE
Erik Brandt   Type is an extension 

of the eye and hand, as 
well as a projection and 
reflection of our mind. It 
is language, it is culture, 
it is our very selves.

Han Wenbin   Good typography can 
make me feel good and 
happy.

Han Jeonghoon  ‘Like’ in Facebook.
Ted Davis   STOP
Wang Yuan   A clear signage takes you 

to the WC very quickly.
Daniel Wiesmann   The arrow, who’s a child 

of the index finger, is 
working quite well.

Tetsuya Tsukada   Talk about Kanji 
characters, they are 
made from pictographs. 
(ex. 上 is upside, 下 is 
downside). That’s why 
Kanji-typography are 
able to direct as visual 
and word each.

Chris Ro   No particular thoughts 
here. But type is the 
most exact method for 
such communication 
to take place. But I find 
that it is less effective 
than another body 
communicating as well?

Tereza Ruller   Typography lures 
Body. Body creates 
Typography.

Anna Kulachek   Typography can tell you 
to do everything, if it’s 
right build message you 
will start to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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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kako Nagashima   For instance you can 
show your emotion 
more directly when 
you say warm word 
with gentle voice. Since 
visual language can 
have similar effect as 
language, you can show 
what you want to say 
effectively by specify 
the tone and character 
depending on how you 
want to say. On the 
other hand, you can also 
treat the language as an 
object without meaning. 
Typography should be 
the most outer content 
but can also be a surface. 
Since it is a kind of 
visual language, it would 
be very efficient if you 
want to tell the content 
and guide people. 
Moreover, even when 
it’s only visual without 
type, I think it can 
have similar effect. The 
recipient can interpret 
it more freely so it can 
become “language” more 
than language.

Hidechika Iijima   I think that it is an 
interesting graphic that 
it is necessary also to 
be unable to read even 
though it is necessary to 
be easy to read about the 
display of visual acuity 
test.

Catherine Anyango   I think signage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way finding, but because 
it is attached to the law, 
and is not neutral. For 
example, my drawing 
in the exhibition is a 
picture of a Colored 
Waiting Room from 
segregationist America. 
In this case a sign 
physically divides bodies 
into black and white, 
and creates a situation 
where prejudice 
is typographically 
authorised.

Richard Niessen   I have never thought 
about this. I like the 
theme of ‘body’ in this 
issue of Typojanchi, but 
I’m thinking about it 
in a more metaphorical 
way.

Jon & Chris  Physical signage is 
prefered over text 
messages.

Erik de Vlaam   Typography on strange 
locations can hurt 
people.

Takahiro Yasuda   This isn’t a story about 
me, but my friend 
became so used to 
flicking on their iPhone 
that when they tried to 
write in Japanese, they 
moved to flick instead 
of to write. Repetitive 
learning is destructive.

  Q
 1
 3
  Is there athleticism involved in 

the work of graphic designer or 
typographer? (Or it could be another 
genre of art you remember).

Kwon Hyeun   Conscience of designer 
Park Yeonjoo.

Hwang Kyusun   Works of Takahiro 
Kurashima.

Kim Jangwoo  Calligraphy.
Shim Daeki   ‘Wiggle’, a font designed 

by a student named 
Jung Ayeong in ‘Basic 
Typography’, a course I 
tea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un Kakyung   Works of Ed Fella, Jung 
Byungkyu and Hirano 
Koga.

Yoon Sungseo   Works of James Turrell, 
which you can only 
experience by going into 
the space.

Roosje Klap   None, other that a 
loooooot of sitting.

Bae Minkee   It is Alfred Proksch 
(1908-2011), an athlete 
and graphic designer 
from Austria, who I 
think is the one where 
athleticism is involved. 
He is a main figure in 
founding the Council 
of Graphic Design 
Association and placed 
6th in the Men’s Pole 
Vault competition in 
the Berlin Summer 
Olympics. He has won 
14 gold medals since 
1994, and has been 
recognized as the oldest 
active athlete in the 
world.

Eike K*nig    I will think about it next 
time when I lift some 
weights.

Giulia Garbin   Check this. - http://
logogym.nl/

Choi Youjin   Stage experiment at 
Bauhause by Oskar 
Schlemmer.

Erik Brandt   Less and less in 
these days given 
our technology, but 
it depends on your 
practice and how you 
work. I have spilled a lot 
of blood cutting down 
proofs, posters, etc.

Han Jeonghoon   Listen to your Hands by 
Lee Sanghyuk.

Ted Davis    Endurance, training, 
competition… But 
the comparison could 
be made for many 
many fields of creative 
endeavor.

Daniel Wiesmann   I would say, cooking is 
involved for sure.

Vakki    Marie Chouinard’s body 
Remix series.

Tereza Ruller   If athleticism is 
associated with the 
strength, then I see 
relation to graphic 
design. We need to be 
strong, to stand behind 
our ideas and solutions. 
We should use our 
strength to design for 
a better world and 
continually question 
everything.

Anna Kulachek   In graphic design is I am 
not sure, but I remember 
when I planned to 
become a monumental 
artist (at my art school) 
my teacher told me that 
I’m to small.

Rikako Nagashima  Concrete poetry.
Hidechika Iijima   Because it creates things 

by discovering various 
events with your own 
eyes, for that reason 
I usually walk a long 
distance outside.

Catherine Anyango   As an image maker I find 
that drawing is always a 
natural extension of the 
body, and the bigger you 
draw, the more physical 
the gestures become.

Elliott Earls   Absolutely! Athleticism 
is one of the single 
most underrated 
components of the 
mind, and therefore of 
work. I am dedicated to 
exercise both physical 
and mental and this has 
a profound impact on 
how my work looks and 
operates.

Jon & Chris  Running to the printer 
to pick up a print out. 
Fast walking to the 
bathroom. Jogging to 
the cafe to grab a coffee.

Erik de Vlaam   To stay fresh in the 
longterm you need to 
move all the muscles 
twice a week.

Takahiro Yasuda   Thinking. I lose weight 
when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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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f lying yoga). If I get eye correction 
surgery again it should be LASEK, which 
is too frightening. The pain of it is said 
to be worse than the birth pangs. As I 
couldn’t exercise regularly, I changed 
the “environmental settings” so that the 
screen could approach me without me 
approaching the screen. It was my first 
caring of my body to protect my eyes. 

Small letters have the power to 
change body to a small extent but it 
would get poor treatment when I go to a 
sign-maker’ shop. I sometimes request 
laser cutting of letters on sheet. But 
the small letters can make the owner’s 
face darkened in an instant. As only 
big and thick letters assure a short 
working time, small and thin letters are 
sometimes rejected or costs more.

Using this feature, letters disguise 
sometimes. The scene in the film ‹Turtles 
Swim Faster Than Expected›(2005), 
finding a recruitment poster on a rusty 
stairway hand rail is a good example. 
This subminiature poster, found out 
when the hero fell down in a strange 
posture, was attached on the place that 
normal gaze couldn’t reach. It was long 
time ago that I watched this film and 
I forgot most of its content. But this 
scene came to my mind for years. So 
this poster comes into my mind when I 
see the small letters such as cosmetic 
ingredients list written in six tiny other 
languages, documentations of electronics 
and food ingredients. I begin to suspect 
if there is something hidden here. This 
experience makes me to hide something 
when I work as a designer.

The size of the letters even 
without any connotations go up and 
down depending on the period as like 
everything changes throughout time. I 
confess, until a few years ago, I felt calm 
when I saw the writing which had a little 
bit small letters. However I have no idea 
why I feel comfortable these days when 
I see the text that I don’t need to exert 
myself to read, conspicuous price list or 
ISBN and page numbers that are a little 
exaggerated. Recently, I feel pleased 
to see the books of which the design is 
resolutely utilizing things that has been 
subdued over time. 

There are letters that make me small 
regardless of the size. - “1000/45, area 
for exclusive use, 9.83㎡, 6P, studio 
apartment, 6000/40, area for exclusive 
use, 56.2㎡, 17P, have two rooms, 2 
minutes from subway station, fully 
furnished” These numbers never care 
for its occupants’ need in life. GulimChe 
in a piece of A4 paper doesn’t show this 
hopeless reality and it makes me feel like 
I am getting shrunk. How many XS sized 
body can be laid in a 7 pyeong space? 
How much money do I have to earn to lie 
there? These questions make me to feel 
these letters the heaviest more than any 
other letters in the world. And I hope 
that these kind of personal matters is 
read as if it was written in 5.5pt.

Yoon Chung-geun       

From late 1990’s to early 2000’s, there 
was ‘Yoepki’ syndrome in Korea. Yoepki, 
interpreting directrly from chinese 
character, means ‘to hunt something 
weird and bizarre’, But in Korea the 
word came to mean ‘unusual and 
bizarre’.

During this period, ‘Yeopki’ was 
spreaded in the form of images mostly. 
The images varied from realistic images 
to cute characters. The popularity of 
‘Yeopki’ was to the extent, for example, 
that news media reported a grotesque 
video clip in which featured human 
vomit. ‘Mashimaro’, a f lash animation 
character also known as Yeopki Rabbit, 
used toilet and stool as main concept, 
and its sales reached over hundreds of 
millions of won when it expanded to a 
character business. Moreover singe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yeopki’ such 
as ‘Psy’ and ‘Jadu’ made their debut. 
In the movie ‹My Sassy Girl›(2001), 
with the help of leading actress Jeon 
Ji-Hyeon’s outstanding performances, 
viewers consumed ‘yeopki’ as an 
attractive element of the movie. 

Since 2002, buzzwords based on text 
design started to appear. “ahaehhaeh” 
is not only a noun but also an adjective 
that describes a variety of feelings such 
as joy, fear, embarrassment, pleasure, 
doubt, or realization. The fad began 
when a ‘DC Inside’ user wrote down 
“ahaehhaeh” to describe a laugh. It 
was a calligraphy that was mainly used 
to make “ahaehhaeh” as an image. 
People appropriated the poster image 
of ‹Chihwaseon›(2002) and made 
‘Jang Seung-up’, protagonist of the 
film, as a model of the image. In the 

our bodies these days too. People write 
down their thoughts on the T-shirt and 
wear the same shirts when they share an 
idea. The more people wear the clothes 
expressing the same message, the more 
powerful the message becomes. At that 
moment, a T-shirt becomes something 
that is far from the body than a tattoo 
but closer than pickets. 

The front runner who introduced 
T-shirts to the world as a tool for 
public engagement was British fashion 
designer Katharine Hamnett. Since 
1983, Katharine has worked presenting 
timely messages like “CHOOOS LIFE”, 
“STOP ACID RAIN”, “USE A CONDOM”. 
The picture taken in 1984 shaking hands 
with Margaret Thatcher, the then Prime 
Minister of UK, still remains as an iconic 
image. When she came to win the award 
as a designer dealing with social issues, 
she hid her T-shirt under a black jacket 
and then took it off right before she met 
Thatcher. She filled the quadrangle with 
Helvetica typed big letters everyone 
could read and it became an symbolic 
style typography of the slogan T-shirt.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was “‘GIRLS DO NOT NEED A 
PRINCE” T-shirt made in 2016. Starting 
with the aim of fundraising filing a 
lawsuit against Facebook’s removal of 
Megalia page, this Tumblbug has offered 
a reward T-shirt with the concept of 
“Fight Against the World with a suit of 
feminism”, “feminism in everyday life”. 
There was a controversy when Kim Ja-
yeon, a voice actor of game company 
Nexon, uploaded a picture of this shirt 
on her private SNS for certification as 
her contract was canceled. This was not 
because of the tendentious phrase and 
design, but rather because of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general public’s view 
that anybody who wears this t-shirt is an 
megalia user, or people’s hatred toward 
megalia, an imaginary combination.

Recently Dior T-shirt “WE SHOULD 
ALL BE FEMINIST” is in fashion. This  
phrase is the title of Chimamanda 
Ngozi Adichie’s book, and it is also the 
phrase written on the T-shirt which 
was presented by Maria Grazia Chiuri, 
director of Dior, in her first collection 
after becoming the director. (The 
T-shirt was sold out despite the price 
being more than $700, but there was 
criticism that it was too expensive for 
“us all” to buy.) It seems difficult to say 
that the slogan T-shirt of today is as 
“rebellious” as Katharine Hamnett’s in 
the 1980s. Nevertheless the campaign 
T-shirt can contribute to change in 
perception and collect contributions at 
the same time. Most of the campaign 
T-shirt, including Dior, have been made 
for sponsorship or all or part of profits 
have been donated to relevant parties. 
Martin Margiela has been releasing 
an annual AIDS shirt every year since 
1993. This T-shirt, which was priced at a 
relatively low price, about 100 thousand 
won, has been sold more than 230,000 
all over the world and part of the profit 
has been donated to French nonprofit 
Organization AIDES annually. Like the 
phrase Margiela carved in, “THERE IS 
MORE ACTION TO BE DONE TO FIGHT 
AIDS THAN TO WEAR THIS T-SHIRT BUT 
IT’S A GOOD START”.

Do Hankyeol (mojoindustry)

I received a LASIK eye surgery early this 
year. When I first visited a big hospital 
in Gangnam which was like a LASIK 
factory, I had to choose the best among 
the different sets of choices as there 
were many kinds and ways of surgery. 
I finished examinations with high-tech 
equipment one by one from side to side. 
Luckily my eyes were in fine condition 
so I could get any kind of surgeries. But 
there was a problem. I couldn’t get even 
one gram of tear in a tear test so I was 
diagnosed to be concerned with dryness 
of the eyes after surgery.

As a result, the eyesight restored 
after surgery seems to have been 
decreasing gradually. It is true that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getting 
mad on the road to get dust in my eyes 
with hard lens on and that my life has 
become very comfortable as trouble of 
taking lens on and off has gone away. 
But I couldn’t satisfy with the result of 
my first ocular measurements after the 
surgery so still I am not being able to 
escape from turtle neck syndrome. 

I thought I could see everything 
without going closer to the screen 
or paper after the surgery but I was 
startled to see myself ref lected in the 
window craning my neck. I needed 
special measure as there were ways to 
change a part of my body. It was making 
the font size of the electronic device 
screens that I use, such as computers 

which hand people use. It is because 
we can’t evenly apply force to the tip of 
the writing tool with sinister hand so 
it makes staggering lines and we can 
find these unavoidable lines in Saeoche. 
Sometimes it looks like the writing 
of someone has started writing only 
recently and does not have biases on 
writing.

Saeoche has been used as reverse 
concept of typeface. But it is sometimes 
made with typeface. Beolaeche, designed 
by Jeon Min-yeong in Seoul University 
as an assignment of a class, was one 
of i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ypeface, representing Saeoche, designed 
in Sebeolsik(Three-Layered-Key Layout) 
Talsemoggol(non-quadrangle-shape), 
is that we have no choice but to end the 
sentence with “-aeo” because “ᅦ”, “ᅭ” 
grapheme is omitted intentionally. 

What is the essence of Saeoche? It 
is about coexistence, not locking the 
door of any one side. It is interesting 
that Saeoche culture has developed 
into another level altogether, at the 
beginning, it had only the message of co-
existence between human and worm, 
cat and human. Now body and computer, 
handwriting and typeface are being 
mixed here.

Sung Kim      

I have believed that being a true modern 
man starts from facing away the  obscene 
f lyers of fitness clubs. Originally, fitness 
was too hot for me. Sweat, effort-making 
or cheers were too rustic to me, and they 
were like a disaster caused by global 
warming in the world of ‘coolness’. 
However, when Jung Da-yeon, a 39 year-
old mother of two became a sensation in 
Korea with the tittle of “diesel auntie”, 
and when Men’s Health redefined “son 
of mom’s friend” as “cool guy”, and when 
I first saw a lot of muscular torsos of 
neighboring young men displayed every 
10-meter on Grindr, a dating app for 
gay people in 2010, I realized that I was 
standing at the sticky and hot eye of 
the typhoon. Then I started belatedly 
feeling anxious whether I have become a 
cornball rather than a cool guy or even 
a young boy in the neighborhood. The 
moment that the anxiety increased as 
the size of my visceral fat, the f lyer of 
gym appeared in front of my eyes.

‘SUPER’, ‘MEGA’ or ‘FIT’, these 
kind of words are printed with intense 
condensed sanserif black on the image 
of muscular body shining under the 
spotlight against the dark background. 
Everything that you are becomes sin 
at the sight of this, once you are placed 
under the spell of its rebelliousness! 
All the cocky phrases criticizing me are 
changed into straight propaganda that 
scolds wasted lives, and they turn into 
a lamp of rehabilitation which leads me 
to the gym, the land of promise, from 
the dark dreadful valley called ‘cool’. 
You feel guilty and run to the gym to 
confess your sins to a trainer with your 
heavy body that you wanted to deny. 
Sleep, getting up, eating habits, alcohol 
consumption, workload and even the 
salary, all the things become a mass of 
sin. My thin pride doing my role in the 
world of culture and art even though 
it is very small area is nothing in front 
of a terrible graph that represents my 
poor amount of skeletal muscles and 
excessive amount of fat. The f lyer of 
the gym that has three or four unknown 
fonts wasn’t a big problem. It was my 
spine that was bent.

But it is ceratain that the typhoon 
passes. I could escape from the gym 
when the sweatsuit and towel having 
musty smell gave me a headache, sweat-
dropping nipples of bodybuilders wearing 
sleeveless shirt bothered me, a young 
man touching his chest continuously 
harassed me, I realized that the 
appearance of me lifting dumbbells was 
not that beautiful and when I realized 
that the trainers who looked like a 
Messiah guiding an astray lamb, was in 
fact a ‘human’ like me suffering petty 
wages and trudging through the day. 
However the illusion of redemption 
and rehabilitation is eternal, and the 
footprint of hope is unforgettable. When 
the wind changes its direction the 
rebellious f lyer comes back to us again 
some day. 

online cartoon, or ‘web-toon’, ‹World of 
Pein(crippled person)›, ‘Seung-up-haeh-
ja’, who is the character based on Jang 
Seug-up appears. While the character in 
the ‘Web-toon’ looks cute as the physical 
proportion of the character’s head to the 
rest of the body is 1:1, lines inside the 
speech bubble are written in traditional 
font called ‘Gung-Suh-Che’. This gives 
the readers a feeling of irony.

Visually, the pictures in ‹World of 
Pein(crippled person)› highlighted 
thick outlines of the characters stand 
out. Because the stroke of GungsuhChe 
is thicker than Gullimche, it seems to 
match the drawing style of Kim Pung. 
(In Webtoon ‹Voice of my heart›, lines 
in bubble are written in GungsuhChe, 
thick outlines are also visible in 
this case. Since 2010, when the tv 
commercial ‘Pyungangtang’ came 
out, GungsuhChe which used to be 
considered as a subculture has started 
gaining popularity. ‘Crayon Pop’ took 
advantage of the subculture code and 
made their television appearances 
printing their names in GungsuhChe. 
And in ‘Infinite Challenge’, a popular 
TV show with a motto of being below 
the average Koreans, GungsugChe was 
used to show the producer’s monologue. 
Nowadays, it seems that GungsuhChe is 
so deeply engraved in people’s memory 
that even without seeing it viewers can 
read lines without seeing it projected. 
“Design Humor” such as “I’m serious. It’s 
GungsuhChe.” now is now widely in use.

These days we see GungsuhChe 
in ‘jjal-bang’ (funny motion clips) or 
‘byung-mat’ (insane) emoticons, which 
are the next version of Yeopki culture. 
Why has GungsuhChe captured the 
hearts of people? We can get the answer 
from graphic designers. The only people 
whom Gungsuhche couldn’t fascinate 
was the designers. GunsuhChe is created 
based on calligraphy so the range of 
thickness sharply varies within a stroke. 
And this can be seen in a glance. The 
problem arises from here. There are 
no people using brush to write and 
exchange letters in 2017. Inversely, 
isn’t this the reason why the public fell 
in love with this typeface? Clarity and 
memorability are the characteristics 
of GunsuhChe. Therefore, anybody can 
recognize this typeface, and humor codes 
can be created based on the common 
experience.

Han Donghoon

In the midst of calligraphy craze, 
“Saeoche” has been another big issue 
of handwriting design in subculture. 
Saeoche is an awkward way of talking 
end with “-hasaeo”, which is used by 
pup John appearing in Japanese novel 
‹Dance with Me› written by Onda Riku. 
How come it has become Korean despite 
it is written by a Japanese novelist in 
Japanese. Gweon Young-ju’s translation 
was what brought the birth of Saeoche. 
She considered how she could translate 
the expression of “an image of faithful 
but inarticulate animal” and made 
parlance of “-hasaeo” through intentional 
misspelling.

When the Saeoche first came out, it 
didn’t resonate much. It was just a part 
of a novel. Various applied visual objects 
spread this explosively and anchored 
its position among the subculture. 
Saeoche was only a parlance when 
it was translated in the novel but it 
became parlance+typography through 
retranslation of crooked handwriting. 

Original creator used handwriting 
which is the most vivid visual language, 
rather than copying the font in the 
computer. Font was too rigid to express 
feelings of a worm family wanting to 
enter into where people lived and live 
together with them. So he or she taped a 
notice perhaps written with the right or 
the left hand. This notice made Saeoche 
popular and the next notice brought a 
bigger wave. We could feel a warm heart 
of a cute cat family. What’s common 
about these notices are that they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entities 
that are weak, and in need of care rather 
than those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These two pictures remind me of a 
moment just before the collapse of a pile 
of books because their sentences give 
me anxious impressions with squashed 
“ᄋ” and their unevenly drawn strokes. 
But only the human who isn’t part of the 
conf lict, may feel this anxious feeling. 
Worm and cat themselves might feel it a 
place to find peace that they could leave 
their trace.

It is unknown whether the original 
creator is right-handed or left-handed 
but it doesn’t look like written with 
dexter hands. The writing of a sinister 
hand is said to be similar regardless of 

Body—Type 1997—2017

Gang Moonsik

These drafting boards, in fact, are one of 
the materials I have been collecting.

This person used to manually work on 
drafting boards in Amsterdam. You know 
how people used to make drafting boards 
with their hands before the computer 
came in, right? He must have done about 
90% of olds stores in Amsterdam in Bars, 
cafes and restaurants and on glasses. If 
a bar sells Heineken beer, the company 
would designate him, and he becomes 
the only person in Amsterdam who can 
officially write the letters of Heineken. 
He was truly a master. 

Having listened to his stories, we 
ended up talking about why not using his 
left hand to the work he had been doing? 
So, we did it together. He remembered 
all the how-to for his works. He said he 
worked on writing numbers on a utility 
pole This is it. He even remembered 
the size and the gap in between each 
letter – the numbers he used to write. I 
wondered how they would turn out in a 
different body condition – it’s like what 
would happen when a person whose tool 
is his body uses another tool. I went to 
him every week for interviews, buying 
him fruits and we drank together. He 
loves strawberries, right? It is when we 
talked over strawberries. He loved it 
when I bought him strawberries, cigars 
and whisky. 

At first, I brought to him brushes, 
but due to so many actions required, 
the details could not stand out. Marker 
pens would help him easily work on 
movements. The direction of strokes and 
letters was so detailed, which would be 
only done by those who know how to do 
it. In his mind, he thoroughly calculated 
with precision on what should go where 
and where to stop. But by using his left 
hand, something like this was created 
– the differences which might occur 
in reality through a body – due to a 
limitation – is not trained to implement 
perfect methods and calculations in the 
brain. One day, I discovered a signboard 
which was not completed before his right 
hand was injured. I finished it according 
to the way he instructed for me, using 
my hands. It is up to this much which 
he worked on himself, and I worked on 
from this part. I even visited places 
where he used his right hand, and made 
a comparison.

There is a book I wrote, having three 
sections on this person. Descriptions and 
interviews on all such circumstances. 
And the archive of works. This zebra is 
the cover. There was some criticism on 
why the cover was not as serious as the 
book because there were letters tightly 
contained. But I thought of this as a 
portrait. If you look at it, it looks a bit 
prank, and the legs look funny. I liked 
this painting because it seemed like a 
self-portrait he drew. He is a man with 
confidence at all times, signing when he 
feels like it. An energetic man. He was 
Dutch.  

Yang Meanyoung

In the middle of the 2000’s, pictures of 
foreign celebrities were posted everyday 
on the internet fashion community Best 
Dresser. One day, a picture of Britney 
Spears came up and this apparently 
unremarkable picture got so many 
comments. It was because of the letter 
“Shinheunghonamhyangwuhoi” which 
was written in Korean on one side 
of the green tube dress that she was 
wearing. It was the only one picture 
of Britney Spears to the people who 
don’t understand Korean. However it 
became a symbolical “Jjal(GIF)” that 
is remembered even nowadays in 2017 
across internet communities using 
Korean. 

Like all letters, letters on clothes 
are a message and an image at the same 
time. People not only use typography 
and interesting phases on clothes 
to make specific moods but also try 
to say something via letters. Some 
examples are found in the documentary 
photographs taken by suffragette in the 
early 1900’s. They refused patriarchal 
culture and demanded autonomy of 
female body. They wrote down slogans 
on their body and at the front of their 
clothes as well as on pickets so they 
turned their body into a walking message 
board. People comment about the issues 
around our bodies through clothes on 

Hey Body: Interview about the Body of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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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층같은 반지층♠

(6평)19.8㎡5천
(7평)23.1㎡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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