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ric CHAN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Corporate 

Identity 컨설턴트이다. 1981년에홍콩 폴리텍 

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했고, 힐앤놀튼 아시아 

지사, 그라포, 레오 버넷과 베이츠 홍콩에서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HKDA Awards 

금상, Hong Kong Print Awards 금상, MEDIA Graphic 

Awards 금상, IdN Visual Image 금상, US One Show 

Design 금상, Communication Arts와 New York Art 

Directors Club에서 상을 받았고, GRAPHIS Annual 

금상, The Type Directors Club, RIVER / GILBERT Paper 

Outstanding Design Awards 금상, Japan Applied 

Typography 협회 최고상과 도쿄 TPC로 받은 상을 

포함해 250여개 이상의 국내/외 상을 받았다. 또한 

그는 2007년 홍콩 미술 & 디자인 축제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 10명에게 주는 상을 받았다. 그는 

홍콩 디자이너 협회의 위원회 멤버 (2002-2008) 

이자 부회장 (2008-2010)으로 홍콩 디자인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ric CHAN is a veteran graphic 

designer and corporate 

identity consultant. After 

graduating from The Hong 

Kong Polytechnic and The First 

Institute of Art & Design in 

1981, he started his career at 

Hill & Knowlton (Asia) Ltd / 

Grapho, Leo Burnett and Bates 

Hong Kong. Eric is the winner 

of numerous international 

awards and has received 

more than 250 Hong Kong and 

international awards for the 

past years, including HKDA 

Awards Gold Award, Hong 

Kong Print Awards Gold Award, 

MEDIA Graphics Awards Gold 

Award, IdN Visual Image Gold 

Award, US One Show Design 

Gold Awar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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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New York Art Directors 

Club, GRAPHIS Annual Gold 

Award, The Type Directors 

Club, RIVER / GILBERT Paper 

Outstanding Design Awards 

Gold Award, Japan Applied 

Typography Best of the Best 

and Tokyo Type Directors Club. 

Eric was also awarded Hong 

Kong Art & Design Festival Ten 

Outstanding Designers Awards 

2007. Eric is a committee 

member (2002-2008) and 

Vice Chairman (2008-2010) 

of the Hong Kong Designers 

Association who actively 

participates and contributes to 

Hong Kong’s desig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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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CHAN 

The intriguing piece of 

typography is its wide usage 

and coverage; its liveliness 

and it is found everywhere, 

covering all aspects of letter 

design and application.

Typography is the craftsmanship of text, the art and design for arranging text, a repre-
sentation of a topic, subject, ideas and concept. Typography is used to convey a mes-
sage, to stand out a character, to illustrate an image and to reflect a brand. Designers 
made use of the selection of typefaces, point size, line length, leading between char-
acters, coupled with or without graphic icons to voice out their belief and thoughts. 
The intriguing piece of typography is its wide usage and coverage; its liveliness and it 
is found everywhere, covering all aspects of letter design and application. We can find 
typography in typesetting, handwriting, calligraphy, advertising, posters, billboards, 
signage, logos, stationery, labels, product design, packaging, website, graffiti, TV com-
mercials, film and architecture. 

I have selected some of my works to share with you the intriguing typography craft 
and how they give shape to my works. As the majority of my target market is Chinese, 
I have used Chinese typography as the main visual icons. 

Gough Street Festival - Sing for Gough 

This is a poster series for the Gough Festival Hong Kong held in April 2007. Gough 
Street is one of the oldest streets in Hong Kong and is occupied mostly by buildings 
which are several stories high and build in the 1950s and 60s. I used the idea of resi-

타이포그래피는 활자 공예이고 텍스트를 배열하는 예술/디자인이며 논제, 주제, 아이디어, 개
념 등의 표상이다. 타이포그래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글자를 돋보이게 하고 이미지를 그려내

고 브랜드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다. 디자이너는 그들의 신념과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

픽 아이콘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고, 활자의 면, 글씨 크기, 선의 길이, 글자간 간격 
등을 선택한다. 타이포그래피의 흥미로운 점은 그것의 폭넓은 사용과 적용범위, 생동감이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 디자인과 응용분야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우리는 조판, 필체, 서예, 광고, 포스터, 광고판, 신호, 로고, 편지지, 라벨, 제품 디자인, 
포장, 웹사이트, 그래피티, 텔레비전 광고, 영화, 건축 등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 흥미로운 타이포그래피 공예를 공유하고 타이포그래피가 나의 작품에 어떻게 
형체를 부여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의 몇몇 작품을 선별하였다. 대부분 목표 시장이 중국

이기 때문에 나는 주요 시각 아이콘으로써 중국어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해왔다. 
   

Gough 거리 축제 – Gough를 위한 노래

 

이것은 2007년 4월에 열린 홍콩 Gough 축제를 위한 포스터 시리즈이다. Gough 거리는 홍콩

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 중 하나이며 1950년대와 60년대에 지어진 4·5층 높이의 빌딩으로 가
득 차 있다. 나는 거주자들이 빨래를 대나무 막대에 너는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 이미지는 

Gough 거리 축제 – Gough를 위한 노래

Gough Street Festival - Sing for G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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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s hanging out their washing on bamboo sticks. This is described as the multina-
tional flags scene. In the past Hong Kong people used to hang their clothes outside the 
windows and the scene resembled an interesting picture of a number of national flags 
flying in the sky. Riding on this interesting and unique scene, I made use of this com-
mon practice to form the Chinese name of Gough Street “歌賦” in order to remind the 
collective memory of readers. The red and blue cloth flying in the sky signifies the joy-
ful and cheerful mood of the Gough Festival.

Paper Sampler of Tai Tak Takeo Fine Paper Co. Ltd.  

This is a set of 6 paper sample guides. To sta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I used their papers to fold a number of sequential Chinese numerals (壹, 貳, 叁, 肆, 伍, 陸) 
instead of the commonly seen roman numbers. The folded numbers are then placed 
against various backgrounds to show off how the use of paper is integrated in our natu-
ral environment.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Annual Awards 2007 

I have embedded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which is the architecture model in 

다양한 나라의 국기가 있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과거 홍콩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창문 
밖에 걸었고, 이러한 장면은 하늘에 수 많은 국가의 깃발이 나부끼는 흥미로운 장면과 닮았

다. 나는 이 흥미롭고 독특한 장면에 영감을 받아 독자들의 공통적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서, Gough 거리의 중국 이름 “歌賦”을 형성하는 데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늘에 휘
날리는 빨갛고 푸른 천은 Gough 축제의 유쾌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나타낸다.

Tai Tak Takeo Fine Paper 주식회사의 관용 용지

이것은 6장의 샘플 용지 가이드이다. 회사의 특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나는 흔히 볼 수 있는 
로마 숫자 대신에 연속적인 중국 숫자 (壹, 貳, 叁, 肆, 伍, 陸)를 접기 위해 이 종이들을 사용했

다. 이후 접힌 숫자들은 종이의 사용이 우리의 자연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잘 보
여주기 위해 다양한 배경에 적용되었다. 

홍콩 건축가 협회 애뉴얼 어워드 2007

나는 시상식을 위한 “07” 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데 있어서 건축의 특성을 통합하였다. 건축

에서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간의 상호작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홍콩 건축가 협회 애뉴얼 어워드 2007

—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Annual 

Awards 2007 

Tai Tak Takeo Fine Paper 

주식회사의 관용 용지

—

Paper Sampler of Tai Tak Takeo 

Fine Paper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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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 내부 디자인에 2차원적 시각 요소를 덧붙여 3차원적 
모델을 만들어냈다. 

인사이드 아웃 포스터 시리즈 - 인간의 두 가지 얼굴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 좋은 자아와 나쁜 자
아, 외면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 이 작품은 “인사이드 아
웃” 이라 이름 붙여진 홍콩에서 열린 디자인 쇼를 위해 제작

하였고, 두 개의 3D 블록 내부에 커다란 두 한자- “좋음 / 나
쁨 (正 / 邪)”과 “진실 / 거짓 (真 / 假)”을 만들어내기 위해 흰
색과 검은 색의 작은 기둥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두 개의 한자를 표현하기 위해 구성의 비례 개념을 사용하였

다. 텍스트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보이

는 그대로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건축 구성은 지금 
우리의 핵심적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들 각각이 수년간 쌓아

온 외적 이미지와 사고방식을 상징한다. 

add the Chinese character ‘Joy (悅)’ to another character ‘Door (門)’ forming a new 
Chinese character – ‘the joy of reading’. One has to take the first step by opening the 
cover of a book, which is the essential door to knowledge and wisdom. This allows the 
joy of reading to penetrate through and hence the deliberate use of a stronger tone. 
This poster was for a special campaign organized by a book publisher to encourage the 
good habit of reading to the general public.

Hong Kong Good �ings – Moral Character

This is a poster designed for the ‘Hong Kong Good Things’ Poster Exhibition as well 
as paying tribute to one of the most respected designers in Hong Kong and world-
wide – Mr. Kan Tai Keung. In order to illustrate Mr. Kan’s distinctive style of Chinese 
painting which is often found in his designs, we used two separate layers of black ink 
to make up the Chinese character “品”, in which the character stands for the meaning 
of “moral character”. The typography resembles the cross section of the Chinese stone 
carving that echoes the renowned Chinese painting styles of Mr. Kan. The varying col-
our tones suggest light and space and illustrate the fine internal and external values of 
Mr. Kan. 

creating the “07” typography for this Annual Award. I created a 3D model on 2D vis-
ual for the cover and subsequent inside page designs to stress the growing importance 
and inter-relationship of exterior and interior designs in architecture. 

Inside Out Poster Series - 2 Faces of Humanity 

There are two faces in every human being – the good and the bad self, the outer and 
the inner self. Created for a design show held in Hong Kong entitled “Inside Out”, I 
used numerous fine poles in white and black to construct two large Chinese characters 
-“Good / Bad (正 / 邪)” and “Genuine / Fake (真 / 假)” inside two 3D visual blocks. 
The approach is riding on the construction scaffolding concept to build two Chinese 
characters. Depending on which angle you look at the text, what appears on the surface 
may not be quite what it seems. The architectural construction symbolizes the exterior 
image and outlook that each one of us has built up over the years to become the very 
core of what we are today. 

�e Joy of Reading

In this poster, I created a new Chinese character by using photography techniques to 

Good / Bad

인사이드 아웃 포스터 시리즈 - 인간의 두 가지 얼굴

Inside Out Poster Series - 2 Faces of Humanity 

Genuine / Fake

독서의 즐거움

The Joy of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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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절약

이 포스터는 대중들에게 환경보호를 상기시키고, 수질 오염과 물 부족의 문제를 표현하기 위
해 제작되었다. 주요한 시각적 요소는 한자 “水 (물)”이며 독자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

을 주기 위해 익살스러운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한자의 획들은 먹으로 쓰여진 선과 두 개의 
반창고로 만들어졌다. 먹 선과 반창고는 지구의 물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우리에

게 남겨진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자 “水”

를 투과하는 흰색 빛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독서의 즐거움

이 포스터에서 나는 ‘기쁨 (悅)’을 나타내는 한자와 ‘문 (門)’을 뜻하는 한자를 사진기술로 결합

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냈다. 사람은 책 표지를 열면서 지식과 
지혜로 가는 필수 관문인 첫 번째 단계를 밟아야만 한다. 이러한 단계는 독서의 즐거움이 깊
이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기쁨’에 더 강력한 색조를 사용하였다. 이 포스터는 일반대중

들에게 독서를 하는 좋은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한 출판사가 기획한 특별 캠페인 포스터이다. 

홍콩의 좋은 점 - 도덕적 특징

이 작품은 홍콩과 전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인 Kan Tai Keung에게 경
의를 표하고, ‘홍콩의 좋은 점’이라는 포스터 전시회를 위해 디자인되었다. Kan의 디자인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중국 화풍의 독특한 스타일을 그려내기 위해, 우리는 “도덕적 특성”을 
상징하는 한자 “品”를 형성하는데 검은 색 잉크의 두 개의 분리된 층을 사용하였다. 이 타이

포그래피는 명성있는 Kan의 중국 화풍 스타일을 반영하는 석재 조각의 단면도와 닮았다. 다
양한 색조는 빛과 공간을 나타내고 Kan의 훌륭한 내·외적 가치를 보여준다.

물 절약

Save Water

홍콩의 좋은 점 - 도덕적 특징

Hong Kong Good Things – Moral Character

Save Water

This is a poster to remind the public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o illustrate the 
problem of water pollution and shortage. The main visual is a  Chinese character “Water 
(水)” and I have used a humorous approach to alert readers on environmental protec-
tion. The strokes of the Chinese character are made up of a broken line written in Chi-
nese ink and two plasters. The broken lines and the plasters imply that the earth’s water 
is in a very poor condition and we must strive hard to preserve what is left. White light 
filters through the character “Water” symbolize there is still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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