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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책의 표제지와 표지 장식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시대별 

장식이 가졌던 시각적 특성 및 의미를 찾고, 오늘날 '양식으로서의 장식'이 

소멸된 근거를 밝혀 그 연장선 상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장식적 

디자인 작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르네상스의 장식은 신으로부터 인간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사람들 또는 

인간을 은유하는 자연을 모티프로 한 테두리 장식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표제지의 장식은 산업혁명 이후 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 의미가 크게 

변화한다. 과거의 표제지는 주로 필경사와 인쇄가의 자기 표현의 기제가 

되었으나 산업혁명 이후의 표지는 판매대 앞에 선 대중에게 책의 내용물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과 책의 본문을 연결하는 스크린이자 

인터페이스가 되었다.

과거의 '양식으로서의' 장식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기에 19세기 중반을 기하여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압축적으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진과 그림이 장식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논문에서는 대중의 미적 취향이 바뀌었다는 미학적 견지보다는 

투명성의 논리에서 장식의 소멸 근거를 탐색하였다.

르네상스인들이 신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였다면, 오늘날 현대인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합리적 이성의 도구들로부터 다시 인간적 의미를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장식적 디자인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거장의 고전적 목판 장식을 디지털로 매개하고, 플러런으로 

구성된 디지털 폰트를 조합하여 새로운 활자체를 디자인하였으며, 학문의 

다이어그램에 사용된 이성적 심볼들을 활용하여 장식적인 표제지를 

디자인하는 작품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장식적인 요소와 구조적인 요소를 

동시에 내포할 수 있는 오늘날의 장식적 디자인을 모색하였다.

주요어 : 아라베스크, 장식, 표지, 플러런, 꽃무늬 활자

학번 : 2010 - 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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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1-1

오늘날 스마트폰 과다사용 및 중독을 언급하는 기사가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 아직 뚜렸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사용시간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스마트폰이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빠른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문제는 

높아진 생산성으로 인해 절약된 시간이 다시 인간을 위한 여가시간이나 

가족간의 대화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다른 일을 시작하고 

다시 기계의 인터페이스 속으로 빠져든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회는 

스마트폰 중독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거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한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은 신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는 인문학에서 예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Decameron)'에서 당시 유행했던 흑사병을 피해 피렌체 교외로 

피신한 사람들이 10일동안 나눈 대화를 통해 백 명에 달하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 깔린 의도는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 및 

봉건제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된 많은 변화들 중의 하나는 책의 표제지가 

독립된 구조로 책의 시작에 등장하였고 이 표제지를 장식하는 관습 또한 

시작된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장식들은 거울과 같이 당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하는 노력을 자연을 모티프로 한 장식물들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유럽 본토에 널리 유행했던 중세의 켈트 양식과 고딕 양식을 마다하고 

1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2년 9월 145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75.9%, 고등학생의 77.2%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하루 3시

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은 중학생의 31%, 고등학생의 36%에 달한다. 세계

일보, 2013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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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문물이었던 동방의 아라베스크 양식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지리적, 물리적 영토를 떠나 정신적 영역의 차원에서 르네상스의 

인간적 시대정신과 아라베스크 양식의 자연적이고 곡선적인 모티프가 

조화롭게 공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이다. 이후 인간이 속한 자연을 

모사한 장식물들은 19세기 초반까지 책의 표지, 표제지의 장식에 꾸준히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장식물들은 사진과 삽화, 혹은 패턴과 같은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매우 적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이유를 기능적이지 않고 개인적이고 우발적인데서 

찾는다. 장식의 사전적 의미가 '옷이나 액세서리 따위로 치장함. 또는 그 

꾸밈새'임을 생각할 때 장식은 다분히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행위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장식이 소통을 중요시하는 디자인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장식들 중 일부는 타인의 공감을 

얻게 되고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시대가 공감하는 '양식(style)'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시대적 양식으로서의 장식'이 되는 장식들은 우발적이기 보다는 

선대의 업적을 면밀하게 연구하여 다시 자신만의 장식을 만든 거장의 손에서 

탄생한 노력의 산물이며 소통의 차원에 존재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렇듯 개인적인 장식보다는 '시대적 양식'으로 인정받는 

장식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된 자유로운 표현 

방법으로서의 장식적 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장식'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하나의 양식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장식은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요소와 통합되어 디자인의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20세기 초 고전적 장식이 복원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적 진보는 과거에는 시도할 수 없었던 표현을 가능케하고 

있기에 오늘의 기술을 사용하여 과거의 장식을 매개하는 것도 연구 목적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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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및 범위

1-2

본 연구는 오늘날 장식 표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기에, 역사 

연구를 통해 중세로부터 발전해 온 장식 표현의 의미와 경향을 분석하고 그 

연장선 상에서 작품연구를 통해 현대의 의미에 걸맞는 장식적 디자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장식은 건축에서 장신구, 심지어는 음식물  1에 이르기까지 물질적 범위가 

광대하기에 책의 표지에 해당하는 영역  2에서의 장식으로 물질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장식은 개인적 차원에서 국가적, 시대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차원 또한 광범위하기에 '구성원들의 합의를 얻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시적으로 발견되는 장식물 또는 그 양식(style)'을 개념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먼저 역사 연구의 방법을 택한 이유는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 온 장식의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장식을 창작하는 것은 우발적이며 그 품질을 답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윌 브래들리(Will Bradley)에 의해 

전통과 단절하고 새로운 장식 활자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품질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전의 복원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물이 사회적 유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20세기 초반 고전의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식이 사라질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역사 연구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논문에서는 '투명성'의 

논리에 기반하여 장식의 소멸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보여주고자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표현'을 사례로 제시하기 위하여 역사 

연구의 방법을 택하였다.

1　 음식물에서의 '가니쉬(garnish)'또한 장식에 해당한다.

2　 오늘날 책 표지는 19세기의 출판업자들이 제본과 인쇄를 동시에 하기 시작하면서 생

겨난 개념이기에 산업혁명 이전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책 표지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 장식물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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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책의 표지가 인쇄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근대적인 인쇄술 및 제본술이 기원한 유럽, 그 중에서도 오늘날의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시대적 범위는 책의 제본 방식이 

확립된 중세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대적 범위를 중세, 르네상스, 로코코, 

19세기, 20세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바로크양식은 주로 건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작품 연구는 총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역사 연구의 결과 도출된 

대표적 장식물을 디지털 매체로 매개하는 과정, 디지털 폰트로 이미 매개된 

장식활자를 조합하여 활자를 디자인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고전적 

장식물과 정반대의 요소인 전자기호를 또 다른 장식요소로 활용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전자기호가 대표하는 인간의 이성적 기호를 활용하여 장식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를 정의하고 구성을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역사 연구의 배경이론으로 사용된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투명성'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페이스에서 테두리장식이 가지는 

의미를 회화의 프레임 개념과 연관지었다.

3장에서는 책 표지 장식의 역사를 연구하였다.

3-1절에서는 책의 제본방식이 확립되기까지 고대로부터 책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의 분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3-2절에서는 광채필사본의 권두에 해당하는 인서핏(incipit)페이지와 

장식적 페이지인 카펫 페이지(carpet page)를 대상으로 중세의 장식 표현 

특징을 분석하였다.

3-3절에서는 르네상스 시대 인쇄술의 등장이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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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살폈다.

3-4절에서는 베니스에서 아라베스크 문양이 유행할 수 있었던 원인을 

당시 동로마의 멸망과 연관지어 분석하였다.

3-5절에서는 표제지가 독립적으로 분화되면서 탄생한 최초의 표제지와 

함께 목판장식이 금속활자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3-6절에서는 16세기 중반 프랑스 리용의 목판 장식, 그중에서도 베르나르 

살로몽의 업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7절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목판장식이 금속활자로 진화하게 된 

계기를 로베르 그랑종과 잭 사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8절에서는 로코코시대의 궁정양식의 특성 및 푸르니에 2세와 보도니에 

의한 플러런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3-9절에서는 산업혁명과 함께 표지를 내지와 동시에 제본하기 시작한 

출판사의 책들에서 나타나는 장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10절에서는 미술공예운동이 장식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3-11절에서는 미술공예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디지털 폰트로 

매개되기까지 장식물의 매개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12절에서는 디자인의 관점에서 투명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장식이 

소멸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3-13절은 역사 연구 전체 결론의 성격으로 오늘날의 장식적 디자인이 

가져야 하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4-1절에서는 베르나르 살로몽의 작품 중 20세기 초에 복원된 2가지의 

표제지 장식물을 벡터 트레이싱을 통해 매개하였으며, 형태와 색을 

변화시키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적용가능성을 실험하였다.

4-2절에서는 디지털 폰트로 존재하는 플러런을 사용하여 새로운 

활자체를 만들어보았다. 

4-3절에서는 전자기호를 도입하여 새로운 활자체와 조합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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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4절에서는 건축, 대기, 기하, 전자, 화학 5개의 학문에서 다이어그램에 

사용되는 기호를 활용한 장식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도출된 장식적 디자인의 활용가능성 및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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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이론



16

[2-1]  카세트 테이프.

[2-2]  9세기 이전의 가죽제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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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테이프[2-1]에는 가로 2cm, 세로 1cm내외의 작은 창이 나 있다. 이 

창의 역할은 펼쳤을 경우 총 연장이 135m에 달하는 전체 테이프 중에서 내가 

어디를 듣고 있으며,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계비평가 이영준은 '기계산책자(이음, 2012)'에서 이 투명한 작은 창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 창의 안과 밖의 구분이 매우 분명하다는 것이다. 밖에는 

안을 들여다보는 주체인 인간이 있으며, 그 안에는 시선의 대상은 

테이프가 들어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카세프 

테이프의 내면에 들어 있는 것이 주체이고, 그 주체가 외면에 들어있는 

대상을,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면 카세트테이프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넓게 보고자 만든 정보의 저장 장치이기 때문이다. 

즉 카세트테이프가 인간의 눈과 귀의 연장이라면, 결국은 인간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세트 테이프는 '인간-정보(혹은 

메시지)-인간'의 연쇄 속에 들어 있는 인터페이스이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의 양 끝에만 인간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 모두 

인간이 들어 있다. 인간은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다른 세계와 풍경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다.  1

논문에서는 이러한 창을 통한 인터페이스의 도식을 책의 표지에 적용하고자 

한다. 책을 통해 사람과 저자가 대면하는 상황에서 책의 표지는 최초의 시각적 

접점이 되며, 표지의 디자인은 그 너머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창이자 인터페이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문은 

장식의 성립과 쇠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19세기 

이전까지의 책들은 가죽으로 제본되었기 때문에 그 속내를 전혀 알 수 없는 

장식들이 표지를 뒤덮고 있었다. 대중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 이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표지를 디자인하기 시작하면서 표지는 점차 투명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장식은 사라져갔다.

1　 이영준, '기계산책자', 이음, 2012, p. 189.



18

표지의 인터페이스

2-1

인터페이스(interface)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의 

일부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는 상황에서 인터페이스는 

곧 '인터랙션이 가능한 컴퓨터 화면'을 뜻하며 책이나 포스터와 같은 

인쇄매체는 인터페이스로 취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으로 인터페이스를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적용하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아래 그림[2-3]과 같이 앱으로 재매개(remediation)  1된 사례의 경우 

이 인터페이스가 매개하고 있는 실제 앰프의 조작부 또한 인터페이스일 

것이다. 다시 앰프의 조작부는 물리적인 조작이라는 점에서 책장을 넘기며 

검색하는 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므로 책  또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생각할 수 있다. 용어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디자인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제이 데이비드 볼터(Jay David Bolter)가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에서 도입한 개

념으로 하나의 미디어를 다른 미디어에서 표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앰프와 같이 과거

의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 개념모델을 형성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스마트 패드에서 재

매개된 앰프시뮬레이션 앱은 별도의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사용가

능하게 한다.  제이 데이비드 볼터·리처드 그루신, 이재현 옮김,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2-3]  앰프시뮬레이션 앱인 'Amplitude'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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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어학사전  2에서는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접점(두 가지 주제·시스템 

등이 서로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는 영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좀 더 정확한 설명은 이화인문과학원에서 발행한 '인터-페이스와 다매체 

미학(2010)'에서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접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면'을 

가리키는 화학용어로, “사람과 도구 및 기계와의 접점, 도구/기계와 

대상과의 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쓰인다.  3

이는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inter-face)로 나누어 두 개의 면(face)이 

맞닿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다 어휘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기는 

하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본 연구의 영역인 디자인이라는 

학문분야에 적합하게 보다 축소된 정의로 기 본지페(Gui Bonsiepe)의 

'인터페이스(2003)'를 참고하였다. 기 본지페는 '모든 디자인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인간의 신체'  4라는 생각을 견지하며 인터페이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 가지 이질적인 영역-신체, 목적을 지닌 행위, 커뮤니케이션 정보-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다. 강조하자면, 인터페이스는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도구로서의 대상, 특정 목적을 지닌 

행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차원이다. 이것은 물질적 인공물뿐만 아니라 

기호학적 인공물, 이를테면 커뮤니케이션 정보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디자인의 본질적 영역이다.  5 

결국, 디자인에서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대상물사이의 접점개념에 

'사용자가 원하는 행위'가 더해져 물질적 대상이 아닌 상호작용의 차원에 

존재한다. 독자가 책을 '읽고자'할 때 비로소 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감각적, 

2 http://endic.naver.com　

3 이화인문과학원, '인터-페이스와 다매체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p.22.

4　 기 본지페, 박해천 옮김, 인터페이스, 시공아트, 2003, p.56.

5 Ibid.,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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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요소들은 독자에게 인터페이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책이라는 매체의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오늘날 웹사이트와 

같은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상호작용들의 원형이 되었다. 

책의 주름을 펼치는 행위는 그대로 마우스 클릭과 터치에 대응하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 모든 내용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책과 사람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들은 다음과 같다. 책의 목차와 페이지 번호를 통해 독자는 의도하는 

장과 절에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순차적 접근(sequential access)이 아닌 

비순차적 접근(non-sequential access)이 가능하며, 색인(index)을 통해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다. 내용의 각주(註解)에서는 더 깊고 자세한 

내용 및 그를 위한 링크를 제공하고, 참고 문헌을 통해 관련 분야의 내용을 

다른 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주로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발견되는 

'임의 재생(shuffle)'또한 책을 임의로 펼치는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대제목과 페이지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웹사이트의 

네비게이션(navigation)  6과 같이 독자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정보를 인지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간기(刊記)를 통해 독자는 

다시 이 책을 지은 저자, 혹은 발행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치(device)와 상호작용들은 책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세기에 걸쳐 

진화해 온 진화의 산물이다.

논문에서는 다양한 책의 상호작용 중에서도 독서를 시작하기 위해 처음 

원하는 책을 찾고 구매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독자와 책 사이의 상호작용에 

집중하였다. 그 이유는 19세기 초반 책 시장이 활성화 된 후 대중에게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책의 표지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결국 

책 표지 디자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이다. 

소비자가 처음으로 원하는 책을 대면하는 상황은 책들의 표지 혹은 책 

등을 주시하면서 서점에 진열된 수많은 책들 가운데 원하는 책을 탐색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책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책 등의 역할은 원하는 

6　 웹사이트의 서브페이지에는 홈 > 리빙 > 인테리어 > 가구와 같이 사용자가 현재 전체 

구조의 어떤 하위구조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네비게이션 요소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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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가 책의 제목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일 뿐 책 등을 통해서 제목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책 표지의 디자인을 

통해서 내가 사려고 했던 책이 이 책이 맞는지 확인한다. 인터넷 서점의 경우 

책을 펼쳐볼 수 없는 상황이기에 표지의 디자인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와 정보는 책의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사용자와 책 사이의 상호작용은 도식은 독자, 표지, 본문, 저자의 

순서로 연쇄되어 있으며 저자의 사유가 담긴 본문은 책의 표지 뒤에 감추어진 

것이기에 독자는 책의 표지를 통해서 본문에 반영된 저자의 생각과 최초로 

마주하게 된다. 결국 표지는 책의 소비자의 구매행위에서 인터페이스이자 

스크린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2-4]  스마트패드의 전자서점 인터페이스. 서점이 디지털매체로 재매개되는 과정에서 책을 

구매하는 행위가 일차적으로 책의 표지 이미지만으로 간결하게 압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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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투명성

2-2

논문에서 표지와 표지에 포함된 글자, 그림, 장식과 관련하여 투명성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장식되어 있거나 혹은 이미지가 사용된 표지의 

디자인을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능적 관점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척도를 잴 수 

있는 잣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가독성'이나 '판독성'과 같은 타이포그래피의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장식이 널리 쓰이던 16세기 중반에 이미 완성도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보여주는 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글자와 그림 그리고 

장식이 혼합된 표지라는 매체를 글자의 기능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장식은 그 책의 출판 시기와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 장식은 출판사를 구별할 수 있는 출판사의 

상표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기에 단순히 기능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소통의 효율성'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말들이 표지라는 매체의 역사적 

맥락을 비교하며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잣대가 될 것이다. 논문에서는 여러 

장의 불투명한 종이가 켜켜이 쌓인 책의 겉장에서 그 뒤를 비추는 표지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투명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표지 장식의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였다.

투명성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학자였던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로부터 시작되었다. 알베르티는 일반적으로 

브루넬레스키(Filippo)의 원근법을 그의 저서 '회화론(Della pittura)'을 통해 

체계화한 것으로 유명한데 '회화론' 중 원근법을 설명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말이 등장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크기의, 직각들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새긴다. 이것은 

그걸 통해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보는 열린 창문(an open window)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나는 그림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의 크기를 

결정하여 그린다.  1

1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한나래, 2003, p. 16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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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법을 통해 그린 회화는 단순히 캔바스의 평면이 아니라 캔바스 너머에 

펼쳐진 공간을 바라보게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캔바스는 투명한 창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시작된 투명성의 논리가 오늘날 그 매체의 

경계를 확장하여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창(Window)'이라는 논리가 오늘날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이 데이비드 볼터(J. D. Bolter)는 

'진동(미술문화, 2008)'에서 브루넬레스키의 원근법과 현대의 인터페이스를 

투명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관짓고 있다.

3차원 인터페이스는 거의 300년 전 브루넬레스키가 회화에서 성취하려 

했던 것을 픽셀들을 가지고 해내려 한다. 투명성에 대한 열광은 끝이 

없다. 각각의 모든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투명성을 새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화가들이 선형투시도법을 응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 했다면, 데스크탑 GUI는 스크린에 기반한 컴퓨터 위에서 

투명성을 얻으려한다.  2 

'진동'에서 투명성의 논리는 회화가 아니라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적용되고 

있다. 투명성의 논리는 시각장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모든 신호에 

대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어트리스 워드(Beatrice Warde)가 

타이포그래피를 '투명한 유리잔(Crystal Goblet)'을 비유했던 것도 이와 같이 

투명성의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표지에 

적용한다면 표지를 표지 너머의 본문과 독자를 연결하는 접점에 위치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할 때, 책표지에서 본문의 '내용'이 많이 반영될수록 

책표지는 점점 더 투명해진다.    

볼터는 데이비드 시겔(David)과 제이콥 닐슨(Jacob Nilson)의 상반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견해를 투명성의 논리를 적용하여 

2　 제이 데이비드 볼터, 다이안그로멜라, '진동:오실레이션', 미술문화, 2008.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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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있다. 데이비드 시겔은 화려한 그래픽을 사용하여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주장하였으며, 제이콥닐슨은 이와는 

반대로 사이트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즉 투명한 

인터페이스를 주장하였다. 전자는 인터페이스를 드러내길 원했고 후자는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감추고자 한 것이다. 볼터는 투명성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다시 이와 같이 경고한다.

닐슨의 경우, 웹 사이트는 항상 사용자에게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이상적인 인포메이션 웹 

사이트는 비효율적이다. 이상적인 인포메이션 사이트는 실제로 사용자 

맥락과 그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 사이트들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소비단위로 바꿔놓을 뿐이다.

논문에서는 표지 장식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책의 표지가 투명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불투명한 장식들이 

소멸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투명성의 방향이 

사용자 중심이고 인간 중심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볼터의 '진동'을 

꿰뚫고 있는 주장은 인터페이스가 투명성과 불투명성사이를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실제로 19세기 후반의 미술 공예운동은 산업화에 대항하여 

인간성의 회복을 그 가치로 두고 있었으며 그들이 모사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장식물이었다. 따라서 논문은 장식의 '불투명성'에 인간 중심적 

가치를 두고 장식적 디자인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본문의 맥락과 상통할 수 

있는 디자인적 관점에서 장식을 사용할 때 표지의 디자인은 장식적이면서도 

일부 투명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식적 디자인이 적용된 표지는 전혀 

관련없는 추상적 삽화 및 사진을 사용한 표지에 비하여 높은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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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4회 'Type Directors' Club' 전시포스터(2008). 포스터는 태생이 투명한 매체이기에 이토록 

로코코 스타일로 화려하게 장식된 사례는 드물다. 언뜻 보았을 때 이 포스터는 상당히 불투명지만 '타입 

디렉터스 클럽'의 전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투명도는 상승한다. 디자인의 관점에서 장식을 사용할 

때, 즉 장식적 디자인을 통해 장식은 투명성을 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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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마티스의 두 그림. <좌> 'Portrait de Greta Prozor'(1916). <우> 'Auguste Pellerin II'(1917). 각각의 액자는 현대로 

이행하는 시대정신의 변화 및 그림의 내용 모두를 반영하는 인터페이스로 작용하고 있다.

[2-7]  Joan Miro / Bleus(1961),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 액자는 최대한 간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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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와 테두리 장식 - 거울의 인터페이스

2-3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1916년 작인 'Portrait de Greta Prozor'와 

1917년 작인 'Auguste Pellerin II'를 들여다보면[2-6] 액자와 그림의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각각의 그림 속 배경이 되는 액자와 

거울의 조형적 특성이 실제로 액자에 반영되어 서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좀 더 뒤로 물러나 바라보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퐁피두 센터)의 작품들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작품들은 그 중에서도 프랑스 국립 

현대 미술관(Musee National d'Art Moderne)초입에 전시되어 있으며, 이는 

정확하게 시대적 순서와 일치한다. 이 두 작품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작품들의 

액자의 장식적 경향은 루브르와 오르세의 액자들이 대부분 좌측 그림과 같이 

장식적인 반면,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의 액자들은 대부분 우측 그림과 같이 

심플하고 장식이 절제된 모습을 보인다. 관객과 작품 사이에서 액자는 단순히 

작품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걸개가 아니라 작품의 특성과 시대적 특징을 

비추어주는 인터페이스로 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현대 미술 작품에서 

액자는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경향[2-7]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대적 경향이 

반영된 현상이다.

표지의 장식은 액자와 마찬가지로 페이지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왔으며 

시대를 거울처럼 반영한다. '시대적 양식으로서의 장식'은 표제지의 장식만 

보아도 대략 그 책의 출판 연대를 짐작케하는 근거가 된다. 오늘날 장식을 

표지의 디자인에 사용하지 않는 것도 '없는 것' 자체가 모더니즘의 양식적 

특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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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장식의 변화

2-4

표지 장식의 역사를 고찰함에 앞서 전체적 흐름을 관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테두리 장식이 시대적 양식의 반영하고 있음이 뚜렸하게 관찰되며 

장식과 심볼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의 디자이너인 데이빗 피어슨(David Pearson)  1이 다시 디자인한 

펭귄 출판사(Penguin books)의 'Great Ideas'시리즈는 그 이름처럼 

시대적으로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긴 대표적인 저술들을 모아놓고 있다. 

피어슨은 이 시리즈의 표지 디자인을 다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1　 데이비드 피어슨은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로, 인쇄매체의 모든 영

역, 특히 북디자인과 브랜딩 작업을 주로 한다. 2005년 영국 디자인 뮤지엄의 올해

의 디자이너, ‘Creative Review’의 ‘Best in Book’ 부문 등에 선정되었으며, 2007년

에는 ‘The Guardian’이 선정한 영국의 최고 디자이너 5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6년 ‘Icograda Designer’s Society Award’, 2008년 ‘프랑스의 가장 아름다운 책

(Concours des Plus Beaux Livres Francais)’의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펭귄북스의 

북디자인 작업으로도 유명하다. [http://gcolon.khan.kr/242]

마키아벨리, '군주론'(1512) 몽테뉴, '수상록'(1580) 베이컨, '제국에관하여'(1597) 루소, '사회계약론'(1762)

[2-8]  펭귄 출판사, 'Great Ideas' 시리즈의 표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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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들이 발간된 당대의 시대적 양식을 충실히 재현함으로써 당대의 

시대양식을 비추어줄 수 있도록 다채롭게 디자인하였다. 피어슨의 재디자인 

이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의 판매 부수가 연간 2,000권에서 

250,000권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  2은 표지 디자인에서 장식이 

기여하는 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일 것이다.

피어슨이 다시 디자인한 'Great Ideas'시리즈를 시대순으로 정렬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표지 디자인의 역사적 변화 양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일 좌측의 '군주론'(1512)에서는 르네상스 초입에 

갓 태어난 꽃무늬 활자(Fleuron)를 사용하였고, 1580년의 '수상록'에서는 

목판 장식 절정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제국에 관하여'는 

금속활자로 모듈화된 형태의 꽃무늬 활자를 사용하였으며, 다시 1762년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테두리는 당시 프랑스 절대 왕정의 화려하고 우아한 

면모를 드러낸다. 1823년 해즐릿의 '증오의 기쁨' 테두리에서 단순한 괘선의 

사용은 차츰 현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19세기 후반의 아르누보 

2 http://blog.naver.com/manicstreet?Redirect=Log&logNo=120157670174

해즐릿, '증오의 기쁨'(1823) 니체, 'Why I am so wise'(1888) 프로이트, '문명 속의 불만'(1935) 조지 오웰, '나는 왜 쓰는가'(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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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의 곡선적 특성을 제목의 타이포그래피에 사용한 니체의 'Why I am 

so wise'를 지나 1935년의 프로이트의 저작에서 완전하게 소멸된 장식은 

충분히 '현대적'  3이다. 혹은 '없음' 자체가 모더니즘의 장식이 되었다. 이후 

20세기 중반 얀 치홀트의 '펭귄 조판 규정'  4을 충실히 따른 조지 오웰의 '왜 

나는 쓰는가'에서 책표지에서 장식의 영역은 시대적 양식의 전달보다는 펭귄 

출판사의 책임을 확고히 드러내는 '기업 정체성'의 영역으로 이행하였다. 

장식보다는 출판사의 '상표(colophon)'가 심볼로 진화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16세기까지 장식은 출판사의 상표와 같이 여러 책들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출판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식은 이전의 장식들과 같이 초기에는 

'테두리의 영역'에 위치하였으나, 결국 그 종착점에서는 '심볼' 자체로 

축소된다. 독서가 대중적인 것이 되고 책표지라는 매체의 인터페이스가 

불투명한 인터페이스에서 내용 위주의 투명한 인터페이스로 이행하게 

되면서 장식의 영역은 가로세로 2cm내외의 심볼 자체로 축소된 것이다. 우측 

페이지의 '시계태엽오렌지(A Clockwork Orange)'의 표지 디자인[2-9]에서 

이러한 장식 영역의 소멸과정이 포착된다. 1949년에 페이지의 2/3가량을 

차지하며 출판사의 이름과 펭귄의 심볼로 장식되어 있던 장식의 영역이 

1999년의 디자인에서는 동그란 외곽선 속의 펭귄으로 축소되었고, 책표지의 

대부분은 주인공을 상징하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대체되었다. 

3 논문에서 '현대적'의 개념은 모더니즘 양식이 충분히 반영된 20세기의 지배적인 특성

을 지시한다. 일반적인 미학에서의 '현대적' 내지는 '현대성'의 개념보다는 20세기 이

후의 디자인에서의 모더니즘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4 1947년 얀 치홀트가 작성한 '펭귄 조판 규정'에 따라 500여 권의 책자가 동일한 레이

아웃으로 그 색상과 제목만을 달리하여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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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계태엽오렌지' 표지디자인 <좌>1949년, <우>1999년(데이비드 펄햄) 

[2-10]  구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체성의 영역은 심볼로 단순화되어 상단에 위치하며 

인터페이스의 대부분은 콘텐츠의 구조적 투명성을 위한 영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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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의 필요성

2-5

우라사와 나오키의 만화인 '플루토'는 사이보그 형사인 게지히트가 의문의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하여 고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는 않는 완벽한 인간처럼 보이는 주인공 

게지히트는 자신과 인간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간에게는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습니다."라고 대답한다.[2-11] 조윤경은 이와같은 

플루토의 사례를 인용하며 "인터페이스의 미학은 인간의 쓸데없는 동작이나 

실수를 교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문제 의식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

분명 장식들 가운데에는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업적 리플렛처럼 

즉흥적이고 내용 전달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창문'의 영역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적 소망 또한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논문에서는 15세기에 기원하여 

20세기에 소멸될 때까지 4백여 년에 걸쳐 발전한 페이지의 테두리 장식을 

통해 이것이 즉흥적이거나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장인정신과 시대정신의 

산물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맥루언이 언급한 것과 같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방향 감각을 획득하고, 기술적인 

형식의 인간 표현에 의한 편견과 압력들에서 벗어나려면 그 같은 형식이 

느껴지지 않는 사회나 그런 형식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역사적 시기를 찾아가 

보면 되기 때문이다.  2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날 모더니즘의 편견은 여전히 

강력하며 인쿠나불라 시기의 르네상스는 이러한 편견을 벗어나 장식의 본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일 것이다. 15세기에는 구텐베르크에 

의하여 인쇄술이 발명되었으며, 자수 공예에 사용되던 장식이 책으로 

1 조윤경, '인터페이스의 담론과 문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p.33

2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7,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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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었다. 이후 장식이 소멸될 때까지 금속활자와 함께 조판될 수 있었던 

꽃무늬 활자—플러런— 또한 이 시기의 산물이다. 르네상스는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시대이기에 르네상스의 장식을 

통해서 논문에서는 어떠한 양식적 편견도 없는 가장 인간적인 면모의 장식을 

표지를 통해 관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아라베스크 양식을 중심으로 중세에서 현대까지 표지 장식의 역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2-11]  우라사와 나오키, '플루토', 서울문화사, 1권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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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지 장식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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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진화

3-1

책이 오늘날의 책으로 진화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낱장들의 한 

축을 실로 꿰어 엮은' 구조적 특성만이 1세기 로마에서 시작되었을 뿐이다.  1 

중세시대에 들어서 비로소 가죽 커버를 씌우는 책의 제본방식이 확립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에 표제지(表題紙)가 분리되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대중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제본과 장정(裝幀)  2을 하지 않고 바로 완성된 책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드커버에 종이덮개(paper wrapper)  3를 씌우고 페이퍼백과 

동일한 디자인을 인쇄하는 오늘날의 책들은 193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책은 가장 오랫동안 면밀한 사용자 평가와 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화된 매체이다.  4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표제지(表題紙)와 

표지의 장식은 제목이라는 구조적 요소 자체가 없었던 중세에는 두문자의 

장식이라는 형태로 본문에 기생하다가 인쇄술의 등장과 함께 표제지와 

함께 독립하였으며  5, 20세기 들어 책의 형식이 완성됨과 동시에 대부분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표제지의 장식은 디자인과는 달리 책이라는 매체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것이기에 짧게나마 그 연원 및 장식이 시작되기까지의 

매체로서 책의 발전과정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동굴벽화로부터 기록이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동성(mobility)'에 있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책의 원형은 

점토판(clay tablet)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6 누가 세곡을 냈으며, 저장된 

식량이 어느정도인지 기록하기 위하여 점토판이 사용되었다.  7  

1　 오늘날 운영체제에서 그 원형이 되었던 Small Talk의 잔재는 단지 중첩윈도우 뿐이다. 

나머지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

2　 책의 겉장이나 면지(面紙), 도안, 색채, 싸개 따위의 겉모양을 꾸미는 것.

3　 주로 먼지덮개(dust jacket)로 불려진다.

4　 표제지, 제목, 서문, 목차, 문헌, 색인, 간기, 페이지 번호, 러닝헤드(running head) 등 

책의 사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장치(device)들이 진화과정에서 고안되고, 사용되고, 

사용자의 평가를 받아 도태되거나 살아남았다. 

5　 최초의 표제지는 쇠퍼의 성경에 등장한다.

6　 G. B. Rawlings, 'The Story of Books', New york D.Appleton Company, 1901.

7　 B. 멕스, 황인화 옮김,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200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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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기원전 3000년 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했던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점토판으로 설형문자(楔形文字)  8를 사용하여 맥주가 저장된 창고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설형문자가 기원한 곳으로 추측되는 우루크(uruk)에서 

동시에 점토판이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책의 기원이 문자의 기원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9

점토판의 인터페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기록을 저장하고 보관하며, 다시 꺼내어 보기 위한 것으로 파피루스를 

사용한 두루말이(scroll)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임시적인 기록을 

위하여 이동성이 강조된 판(tabet)형태의 것으로 로마시대의 왁스판(wax 

tablet)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오늘날 스마트 태블릿에서 스크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관습은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다. 

8　 점토 위에 갈대나 금속으로 만든 펜으로 새겨 썼기 때문에 문자의 선이 쐐기 모양으

로 되어 설형문자라고 하며 쐐기문자라고도 한다. 설형문자를 발명한 것은 수메르인

(人)으로, 점토를 굳혀서 만든 서판에 주로 신전에 바치는 물품(곡물·소·양·물고

기·노예 등)을 표시한 문자기호를 새겼다. 수메르 유적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자는 남부 메소포타미아 우루크(Uruk)의 에안나 신역(神域)의 제4층(우루

크 후기)에서 발견된 회화문자였다. 두산백과, [설형문자].

9　 Simon Eliot and Jonathan Rose, 'The History of the Book', Wiley-Blackwell, p.  

67. Eleanor Robson, 'The Clay Tablet Book in Sumer, Assyria, and Bablonia'. 

[3-1]  우루크(Uruk)에서 출토된 점토판. 기원전 300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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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두루말이는 파피루스(papyrus)  10를 사용한 것으로 가장 오래된 

두루말이가 기원전 2,600년 경 이집트에서 출토되었다.  11 크게 두 가지 구조의 

두루말이가 사용되었는데, 먼저 사용된 것은 한쪽에만 축을 달고 지면을 

둥글게 말은 '단축(single core)'구조의 두루말이였다. 단축 두루말이의 

경우 제작하기는 쉬웠지만 끝을 보기 위해서는 두루말이를 모두 펼쳐야 

하는 사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후에 '양축(double 

core)'구조의 두루말이가 등장하였다.[3-2] 양축 두루말이는 처음과 끝 

양쪽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축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더불어 

읽다가 만 지점을 그대로 놓아두고 나중에 다시 먼저 읽던 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다  12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카세트테이프의 

구조적 특성을 두루말이의 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두루말이는 펼친 상태에 

따라 차지하는 공간이 들쭉날쭉하여 여러 개를 펼쳐놓고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기록 매체가 귀했던 시절에 양면을 모두 기록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임의접근(random access)이 불가하며 순차적 접근(sequencial 

access)만이 가능하다는 태생적인 구조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13

10　 나일 강변에서 자라던 갈대의 일종.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를 엮어 기록을 위한 매체

로 사용하였으며 논문에서 사용된 파피루스는 기록용으로 가공된 종이 형태의 것을 

지칭한다. 양피지, 벨럼, 종이가 이를 대체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11　 B. 멕스, p.18

12　 http://en.wikipedia.org/wiki/Book_binding

13　 Ibid. 

[3-2]  양축 두루말이<좌>와 카세트 테이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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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말이와는 달리 점토판의 기능 중 '이동성'이 강조된 매체는 

'판(Tablet)'이었다. 두루말이는 일반적으로 필경사  14들의 전유물이었기에, 

일반인들은 메모와 같은 개인적인 기록을 위하여 보다 이동성이 있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점토판 이후 '판 형태의 임시적 기록 

매체'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하지만 기원전 600년 경 호머의 

'일리아드' 6권에는 'gave him baneful tokens, graving in a folded tablet 

many signs...'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folded tabet'은 접을 수 

있는 형태의 왁스판(wax tablet)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점토판에서 진일보한 개인적 기록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아래 기원전 500년 

경의 벽화에서도 왁스판을 사용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15

당시 로마에서 개인적인 기록의 용도로 사용하던 왁스판은 왁스를 녹여바른 

나무판을 오늘날의 책처럼 엮은 것으로 왁스 위에 스타일러스(stylus)  16를 

사용하여 신변잡기적인 기록을 공책과 같이 필기할 수 있었으며, 왁스판의 

기록을 위하여 사용했던 첨필이 오늘날 PDA 및 스마트패드에서 사용되는 

14　 직업으로 글씨 쓰는 일을 하는 사람. 고대에 지식은 곧 권력이었으며 필경사들은 상

당한 권위를 누렸다. 복잡한 언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

기 때문에 필경사라는 직업은 매우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 면제를 비롯한 

많은 특권이 주어졌다.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p.29.

15　 http://en.wikipedia.org/wiki/Codex

16　 뾰족한 도구를 의미하는 라틴어 'stilus'에서 기원하였다.

[3-3]  BC 500년 경 왁스판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벽화<좌>와 오늘날 왁스판을 재현한 모습<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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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러스'의 어원이 되었다. 하지만 부드러운 왁스 위에 기록되어야하는 

한계로 인하여 당시 태블릿에 기록된 내용은 임시적이었고, 메모에 가까웠다. 

여전히 기록으로 남겨야 할 내용들은 두루말이에 기록되고 있었다.

왁스판의 한쪽 가장자리를 묶은 형태는 오늘날의 책의 제본 형태와 

흡사하며, 왁스판의 낱장을 나무판이 아닌 파피루스로 대체한다면, 두루말이 

인터페이스가 가졌던 대부분의 사용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분되었던 '왁스판'과 '두루말이'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기록매체—

양피지를 책 형태로 접은 모양새의 'pugillares membranei'—가 1세기 말 

로마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책과 가장 유사한 구조의 것이었으며 

빠르게 가까운 동방지역으로 퍼져나갔다.  17  

이집트의 나그하마디(Nag Hammadi)에서 온전한 형태로 출토된 2세기의 

코덱스들[3-4]이 로마제국의 'pugillares membranei'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8 코덱스는 파피루스 및 양피지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사용하였고 첩(quire)  19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루말이와는 

구별되었으며,  20 매 페이지마다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루기가 

17 http://en.wikipedia.org/wiki/Codex

18　 http://en.wikipedia.org/wiki/Nag_Hammadi

19　 제본을 위하여 펼침면을 접고 포개어 만든 단위.

20　 코덱스는 아코디언 형태로 접힌 것도 있었기에 책과도 구별된다.

[3-4]  1945년 나그하마디에서 출토된 코덱스. 가죽으로 감싼 덮개 속에 파피루스 낱장들이 첩 단위로 묶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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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쉬웠고 임의적 접근(random access)이 가능하였다. 페이지 번호(page 

number)는 당시 '빠르게 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pagina'에서 

유래하였다.  21 나그하마디의 코덱스는 파피루스 낱장들이 하나의 첩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후 이집트 지역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여러 첩을 

바느질을 통해 묶고 이들을 나무와 같은 두꺼운 판재에 부착하는 오늘날과 

흡사한 방식의 콥틱(coptic)제본  22이 4세기 경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달하였다.[3-5] 결국, 코덱스(codex)가 점진적으로 두루말이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덱스가 폭넓은 지지를 받기 시작한 4세기를 시작으로 

캐롤링거 르네상스  23가 절정에 이르렀던 8세기까지 수많은 고대의 지적 유산 

및 기록들이 두루말이에서 코덱스로 옮겨졌다.  24 

21 Skeat, T. C., 'The Birth of the Codex', London: British Academy, 1983, pp. 15-22.

http://en.wikipedia.org/wiki/Bookbinding에서 재인용.

22　 http://en.wikipedia.org/wiki/Coptic_binding 

23　 중세 프랑크왕국을 통일한 사를마뉴대제는 게르만족의 문화적 저열함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도 아헨의 필사실에서 유럽 전 지역의 고전들을 필사하는 문예부흥 운동을 펼

쳤다. 유럽 전역의 문서들을 통일하여 필사하는 과정에서 알파벳 소문자체의 기원이 

된 캐롤링 소문자체(Caroline minuscules)가 탄생하였다. 

24　 http://en.wikipedia.org/wiki/Codex

[3-5]  콥틱 제본. 펼침면의 낱장을 접고 포개어 첩을 

만들고, 다수의 첩을 실로 꿰매어 엮은 후 내구성이 

있는 나무와 같은 판재로 겉장을 대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본 방식은 산업혁명기에 기계제본이 

등장하기까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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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00년 경, 'vatican vergil' - 후기 로마의 스타일이 담겨 있다.

서로마가 멸망한 뒤 고대와 중세의 전환기에 제작된 필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은 위의 '바티칸 베르길리우스(vatican 

vergil)'  25이다. 이 코덱스는 로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로마 후기와 중세 

기독교 초기의 스타일을 살펴볼 수 있다.  26 당시에는 코덱스의 형식에 별도의 

제목이나 시작페이지에 대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된 모든 페이지는 

본문의 형식이었으며 삽화의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붉은 띠가 유일한 장식적 

요소였음이 확인된다.[3-6] '바티칸 베르길리우스'는 장식보다는 본문에 사용된 

러스틱 대문자(rustic capital)  27와 삽화의 결합을 통해 고전적 양식(classical 

style)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많은 수의 초기 

기독교 필사본에 사용되었으며, 후기 로마 서적 디자인의 특징이다.  28 

25　 본래 440장에 달하며 280여개의 삽화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 중 76장의 필사본과 

50여개의 삽화만이 현재까지 보존되었다. 로마의 위대한 시인인 파블리우스 베르길

리우스 마로(Pablius Vergilius Maro)의 대표시 두 편을 담고 있다.

26　 B.멕스 , p.59

27　 양피지 혹은 벨럼에 쓰기쉽도록 부드럽게 변형된 로마의 필기용 대문자. 비석에 새겨

진 로마 대문자에 비하여 곡선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폭이 좁다. 1세기에 

발원하여 9세기까지 쓰였으나, 5세기부터 차츰 그 사용이 줄어들었다. 

28　 Ibid.,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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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스의 제본 방식은 점차 발달하여 7세기 경 '낱장들을 모아 접은 첩들을 

켜켜이 포갠 뒤 등을 가로지르는 2, 3개의 굵은 실을 기둥삼아 실로 엮고 

꿰매어 내지를 제본한 뒤, 가죽커버로 겉장을 만들어 내지를 감싸붙인' 

중세의 근대적인 제본방식이 확립되었으며 이러한 수제본 방식은 19세기들어 

기계제본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책들 중 가장 오래된 양장본은 위의 '성 쿠드버트(St Cuthbert)의 

복음서'이다. 영국 북동쪽의 린디스판 수도원에서 제작된 이 책은 687년 경 성 

쿠드버트의 사후 그의 무덤에 같이 묻혔다. 언셜체로 요한의 복음이 쓰여진 이 

책은 94장의 벨럼(vellum) 낱장이 모여 제본이 되어 있으며, 눌림 장식(blind 

tooling)된 붉은 가죽을 나무 판지에 씌워 커버를 만들었다. 가죽 커버는 

매듭이 얽혀 있는 셀틱 양식의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  29 

29　 http://en.wikipedia.org/wiki/St_Cuthbert_Gospel

[3-7] 성 쿠드버트(St. Cuthbert)의 복음서<좌>와 중세에 확림되어 기계제본 시대전까지 쓰인 전통적 제본방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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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광채필사본

3-2

중세의 책들은 일반적으로 코덱스보다는 광채 필사본(illuminated 

manuscript)으로 불려지는데, 기독교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금박 

등으로 채식된 필사본들의 지면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1 이 시기의 채식 필사본은 '동방의 것'과 '서방의 것'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논문에서는 인쇄술의 도입과 함께 발전한 장식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표는 위키피디아의 '광채 필사본 목록(illustrated manuscript list)  2'에 

포함된 823권의 사료들의 세기별 분포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중세는 

일반적으로 서로마가 멸망한 5세기 중엽에 시작하지만 위의 그래프에서는 

8세기에 들어서야 광채필사본이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5세기 중엽 게르만 족에 의하여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 

1　 B. 멕스, p.58

2　 en.wikipedia.org/wiki/List_of_illuminated_manuscripts

[3-8]  위키피디아 - 광채 필사본 목록에 수록된 필사본 823권의 세기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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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마뉴대제의 프랑크 왕국이 유럽대륙을 통일하기까지 유럽 대륙이 

프랑크족, 색슨족, 고트족 등 게르만 족의 대이동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중세 광채필사본의 장식적 특성을 완연하게 드러내는 

사료(史料)들은 샤를마뉴 대제에 의하여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유럽이 

대부분 통일된 8세기  3부터 금속활자(movable type)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15세기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12세기와 13세기 사이에 필사본의 

숫자는 2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이 시기를 기준으로 중세 필사본의 장식은 

두 가지 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섬나라인 영국의 아일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7세기 후반에 시작된 셀틱 양식의 광채필사본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으로 12세기 건축에서 고딕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광채필사본들이 15세기 말까지 전 유럽에 유행하였다. 필사본과 인쇄술은 

15세기 후반 50년 간 시대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고딕 양식은 초기의 성경과 

같은 활자인쇄 서적에서도 발견된다.  4 

3　 '헤겔사전(카토 히카사게, b, 2009)에서 '중세는 게르만 세계의 제2기, 카를 대제(Karl 

Ⅰ 742-814)의 치세로부터 카를 5세(Karl Ⅴ 1500-58)까지, 즉 9세기부터 16세기에 

걸친 시대를 가리킨다.  

4　 푸스트와 쇠퍼는 파리에서 42행 성경을 필사본인 것처럼 판매하려 했다는 기록이 남

아있다. 두문자의 장식을 비롯하여 푸스트의 성경은 필사본과 구별되는 그 어떤 장식

적 특징도 없었다. B. 멕스, p.90

[3-9]  770 - 814년 사를마뉴 대제의 대륙통일. 보라색이 770년, 푸른색이 814년이다. 



46

앞장의 지도에서 나타나듯 8세기의 유럽은 게르만 족의 대이동이 

마무리되면서 전체 유럽이 영국 섬 지역의 앵글로 색슨 7왕국 및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지역을 포괄하는 프랑크 왕국 그리고 아랍의 침입을 받은 스페인의 

무어제국으로 삼분되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광채 

필사본이 등장한 곳은 영국의 아일랜드 지역이다.  5 

영국 본토에 앵글로 색슨족이 침입해 들어오자 본토에 거주하던 

켈트족은 웨일즈와 아일랜드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이곳까지는 게르만 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보다 평온한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켈트족을 

개종시켜나갈 수 있었다.  6 이 때 제작된 광채필사본들은 켈트족의 고유 

문양과 기독교의 종교적 색채가 결합하여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섬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인슐라(insular)  7 스타일'이라고도 한다. 

인슐라 스타일은 유럽 본토에까지 퍼져나가 중세 전반을 풍미하였으며, 

우측페이지의 그림들에서 보듯 고딕 양식이 출현하기 이전까지 그 영향을 

받은 광채필사본들이 등장한다.

우측페이지의 그림들 중 제일 첫번째의 '린디스판의 복음서(Lindisfarne 

Gospel)'는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9세기에서 

12세기에 걸친 후대의 광채필사본들에 비하여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성도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8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는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광채필사본으로 많은 역사가들이 언급하는 것은 '두루의 서(Books 

of Durrow)', '린디스판 복음서(Lindisfarne Gospel)', '켈즈의 서(Book of 

5　 '두루의 서(Books of Durrow)'는 680년 경 제작되었으며 이는 샤를마뉴 대제의 통일

보다 거의 한 세기 앞선 것이었다.  

6　 B. 멕스, p.61

7　 라틴어로 섬을 뜻하는 'insula'에서 유래하였다. 영국 및 아일랜드 지역의 셀틱-기독

교 양식을 지칭한다.

8　 린디스판 복음서는 앞 페이지 언급한 성 쿠드버트를 기리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오병

근, '지식의 시각화', 비즈앤비즈,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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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700년경, 린디스판 복음서 중  

'마태복음'의 인서핏 페이지.

[3-11] 린디스판 복음서의 카펫 페이지.

11세기, 'Corbie Gospel', 프랑스. 12세기 Mael Brigte의 복음서 12세기 Henry the Lion의 복음서

9세기 초, 카롤리누스의 복음서. 10세기, Gertrude Egbert의 잠언. 11세기, 'Codex Vyssegradensis'.

[3-12]  인슐라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9-12세기의 광채 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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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두루의 서(Book of durrow)' 인서핏 페이지. '시작'을 뜻하는 거대한 두문자 'Initium'으로 

시작하여 행을 거듭할수록 글자의 크기가 줄어드는 중세 필사본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3-14]  우상귀의 'Incipit'은 전체 본문의 

시작으로, '시작하다'을 뜻하는 라틴어이다.

[3-15]  식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매듭을 사용하는 것은 켈트 장식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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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s)'이다. 이들 모두 초기 켈트 문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웬 

존스(Owen Jones)는 그의 '장식 문법'에서 켈트 장식의 특징으로 잎사귀 

같은 식물을 소재로 한 문양이 전혀 없으며 형태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과 

기하학적이며 서로 엮이는 리본이나 매듭, 대각선 또는 소용돌이 치는 선 

등이 아주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9 켈트 문양으로 장식된 

아일랜드의 화려한 필사본들은 모든 페이지가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십자가 

형태를 이루며 각각 구획된 부분이 매우 정교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다. 모든 

초기 작품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다른 특징적 문양은 다양한 종류의 기괴한 

동물, 새, 도마뱀, 뱀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들 동물은 대개 꼬리, 머리, 혓바닥 

등이 매우 길게 늘여져 환상적인 방식으로 서로 얽혀든다.  10 

660년에서 680년 사이에 제작된 '두루의 서(book of durrow)'는 켈트 

스타일로 장식된 최초의 책이며, 중세 광채 필사본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시작페이지가 커다란 머리글자를 통해 장식되어 이후의 

페이지와 구조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3-13]  

지면의 상단은 라틴어로 '시작'을 의미하는 'Initium'으로 시작되는데, 제일 

첫 글자인 'I'는 과도하게 강조되어 전체 본문의 3/4가량을 차지하면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으며, 그다음으로 'ni', 'tium'의 순서로 차례로 그 크기가 

줄어들며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본문과 연결된다.  11

제목을 의미하는 'Initium'의 상단으로 두 줄이 더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3-14], 논문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였다. 전체적인 구조상 

본문보다 더 앞서있는 이 부분은 'Incipit'으로 시작한다. '인서핏(Incipit)'은 

라틴어로 '시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제목'과 '텍스트'의 구조가 

성립되기 이전에 책, 시, 노래 등의 시작에 있던 몇 개의 단어 혹은 문장으로 

9　 오웬 존스, '세계 문양의 역사', 다빈치, 2012, p.289

10　 Ibid., pp. 289-293. 존스는 켈트 문양이 다른 어떤 문화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

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1　 이러한 기법을 디미누엔도(diminuendo)라고 한다. B.멕스,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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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12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체계화하여 그 시작에 

요약하는 관습은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수메르의 점토판에도 다른 점토판들을 

요약하는 목차(Index) 성격의 점토판이 존재한다.  13 이러한 관습이 중세의 

책에서 '인서핏'을 통해 구조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서핏은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별도의 표제지(title page)가 분리되기 전까지 사용되었으며, 책 

등(spine)에 쓰여 오늘날 제목의 역할을 하였다.  14

인서핏 페이지 이외에도 아일랜드의 광채필사본에는 '카이-로(chi-

ro)'페이지와 '카펫 페이지(carpet page)'라는 장식된 지면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카이-로'는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마태복음의 제 1장 18절에 위치하며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아나그램인 'XPI'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강조한 페이지이다. 우측 상단의 그림들 속에서 '두루의 

서'에서는 본문에 두문자로 삽입되었던 '카이-로'가 '켈즈의 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페이지로 독립되고 장식이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카이로 페이지들 밑의 그림은 각각의 '카펫 페이지'들 중의 일부인데,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십자가의 형태를 이루며 각각의 구획된 부분이 정교한 

패턴으로 장식된 것이 셀틱 양식의 특징이다.  15슽

12　 http://en.wikipedia.org/wiki/Incipit

13　 이 목록에 해당하는 점토판에는 '명예로운 용사', '양이 있는 장소', '들소가 있는 장

소', '우리의 도시', '역사적 순간들' 등으로 다른 점토판들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다.

14　 초기의 책-코덱스-는 책등에 인서핏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책등이 안쪽으로 들어가

도록 수평으로 쌓여있었으며 책 등의 반대편, 즉 배면에 인서핏이 표기되어 있었다. 

책을 수직으로 세워 차례로 꼽고 책등에 인서핏을 표기하는 관습은 16세기 말에 가

서야 일반적으로 널리 퍼졌다. Philip Gaskell, 'A New Introduction to Bibliography', 

Oak Knoll Press, 1972, p.152

15　 오웬 존스,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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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680년 경, '두루의 서'의 

카이로<상>와 카펫페이지들<하> 

[3-17]  700년 경, '린디스판 복음서'의 

카이로<상>와 카펫페이지들<하> 

[3-18]  795년 경, '린디스판 복음서'의 

카이로<상>와 카펫페이지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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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디스판 복음서', 마태복음 인서핏.

'린디스판 복음서', 요한복음 인서핏.

'린디스판 복음서', 마가복음 인서핏.

'린디스판 복음서', 마태복음 인서핏 세부. 추상적으로 얽혀있는 매듭과 불규칙한 소용돌이는 

전형적인 켈트 장식의 특징이다.

오늘날 신약성서의 절반을 차지하는 

복음서(Gospel)에는 마태오(Mattew), 

마가(Mark), 루가(Luke), 요한(John)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쓰여 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장들의 첫 페이지는 다른 지면과 달리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표제지의 

원형(原形)이 되었다.  

'켈즈의 서', 마태복음 인서핏.

'린디스판 복음서', 누가복음 인서핏.

'켈즈의 서', 마가복음 인서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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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년에서 820년 사이에 씌여진 캐롤링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Codex Aureus of Lorsch'의 마태복음 인서핏<상>과 카펫 

페이지<하>. 아일랜드 광채필사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이 

확인된다. 두문자의 형태 자체가 유사하며, 구성과 세부장식에서도 

켈트 장식의 매듭이 사용되었다.

810-850년, 'Vespasian Psalm'

11세기 'Sakramentarz Tyniecki'. 폴란드지역에서 제작된 이 

필사본에서 아일랜드의 매듭 장식의 영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13세기, 'Fecamp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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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1270년, '듀스 계시록'

[3-22]  1320년 'Howard Psalter'

[3-20]  1310년, '옴스비 시편'

[3-21]  1320년 'St Omer Psalter'



55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건축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하였지만, 

필사본의 장식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자취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선 

영국과 프랑스 모두 왕권 성립 초기였기에 사회적으로 혼란기에 있었으며  1 

13세기에 비하여 잘 보존된 상태로 남아있는 필사본의 수가 적었고, 앞서 

'바티칸 베르길'의 사례와 같이 후기 로마의 코덱스는 장식이 절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인슐라 양식의 필사본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270년의 '듀스 계시록'[3-19]에서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변화가 포착된다. 화려한 두문자의 장식은 보이지 

않고 가느다란 선이 텍스투라(textura) 서체  2와 함께 수직, 수평으로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바티칸 베르길'과 같이 정갈한 느낌을 주면서도 고딕 양식의 

'뾰족한'특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13세기를 지나 14, 

15세기의 광채필사본에서 그 분명한 양식적 특성이 확립되었으며, 그것은 

로마네스크 양식이 아니라 '고딕 양식'이었다.  

하늘을 향해 뾰족이 솟은 '첨탑'으로 대표되는 고딕 양식은 12세기 

중반에 등장하여 르네상스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유럽은 

봉건제에서 군주제로 이행하면서 도시와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3, 

봉건제로 인한 중세의 불확실성이 군주제를 통해 안정되어 가면서 14세기에는 

다시 아일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양식을 확고히 보여주는 여러 

필사본들이 제작될 수 있었다. 좌측의 '듀스 계시록(Douce Apocalypse)'를 

제외한 나머지 필사본들에서 14세기의 고딕 양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두문자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관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 속에 내용을 반영하는 삽화가 등장하는 점은 이전과는 

1　 영국은 1066년 노르만 왕조가 성립된 이후 1215년 대헌장(magnacarta)이 공포될 때

까지 왕권이 불안정하였으며, 프랑스는 987년 카페왕조가 성립되었으나 왕권이 미치

는 영토가 파리 주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2　 고딕 양식이 반영된 필기체. 뾰족한 세로획이 가지런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시각

적 특징을 보인다. 블랙레터, 프락투르 혹은 고딕체라고도 한다. 

3　 B. 멕스,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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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그 다음으로 테두리의 형태가 일정한 두께를 가진 선의 형태에서 

원형의 형태가 혼합된 울퉁불퉁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테두리는 마치 

기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건축의 평면도를 보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뾰족한' 이파리의 등장이다. 이전 셀틱 양식의 장식에서 매듭과 

같은 추상적인 요소들이 장식의 주를 이루었다면, 고딕 양식에서는 이후 

아라베스크로 이어지는 식물의 줄기와 이파리가 주요 장식의 모티프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다만, 적어도 14세기의 필사본에서 이러한 이파리들은 

반복되는 문양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일회적인 삽화와 같이 표현되었으며, 

날카로운 고딕 벽면의 벽돌 틈새에서 자라나는 넝쿨과 같은 모양새로 

자리잡고 있다. 아래와 같이 뾰족한 이파리의 끝에 가는 선이 삐죽하게 

뻗어나와 있는 형태가 고딕 필사본 장식의 가장 큰 특징이다. 

12세기까지는 '성경(Bible)', '복음서(Gospel)', '잠언(Psalter)'의 총 세 

종류의 서적이 광채필사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서적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13세기에 들어 새로운 종류의 필사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계시록(Apocalypse)'과 '시간의 서'(Book of Hours)가 13, 

[3-23]  14세기 후반 보훈(Bohun)의 '잠언과 시간의 서' 중 일부. 고딕 양식의 특징인 뾰족한 이파리와 

삽화가 포함된 두문자로 장식된 점은 고딕 양식의 일반적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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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기에 새롭게 유행한 종류의 서적이다. 계시록은 당시 13세기 중세사회의 

불안정성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시간의 

서'는 개인용 예배서이자 기도서로써 점점 더 증가하는 필사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5세기의 '시간의 서'들이 

보여주는 장식 특성은 고딕의 경직된 날카로움에서 벗어나 화려하고 풍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동방문화의 유입이 감지된다. 14세기의 

필사본에서 바위 틈새로 삐죽이 솟아있던 넝쿨들이 더욱 자라나고 소용돌이를 

만들며 패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각 1375년과 1405년에 프랑스의 

장(Jean)이 제작한 위의 두 가지 필사본을 통해 14,15세기에 걸친 고딕 

양식의 변화—동방문화의 유입—가 관찰된다. 둘 다 고딕 건축을 연상시키는 

[3-24]  1375년 'Petites Heures', 1405년 'Belles Heures'.



58

직선적 테두리는 유사하지만, 테두리를 둘러싼 이파리의 구성과 밀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1375년의 것은 테두리의 벽에서 자라난 이파리들이 별다른 

구성적 원리를 보이지 않으며 불규칙하게 자라나 있는 반면, 1405년의 

이파리들은 비록 그 이파리의 형태는 삼엽의 삐쭉한 것으로 별 차이는 없지만 

줄기가 둥글게 나선을 이루며 일정한 밀도로 여백을 채우고 있는 모습에서 

패턴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은 15세기 내내 우측페이지의 

그림들과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고딕 양식의 변화를 통해 

장식에 있어 중세와 르네상스가 뚜렸하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연속성 

상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그 접점에 아라베스크 

양식이 있었다.

[3-25]  1425년의 Burges의 '시간의 서'. 식물의 줄기와 이파리가 강조되면서 더욱 아라베스크 양식에 접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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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1411년, 'Bible historiale'. 이파리와 더불어 수많은 꽃들이 다채로운 색상으로 채식되어 있다.

[3-27]  1410년, 'Adoration of the 

[3-30]  1498년, 'Chigi codex'<좌>와 1500년 경의 네덜란드의 필사본. 세기말에 이르러서는 거의 고딕 양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3-28]  1450년, 'Girart de Roussillon'. [3-29]  15세기 전반,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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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주의, 종교개혁, 

인쇄술의 상호작용

3-3

인쇄술이 발명된 시기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기와 어느정도 

일치한다. 인쇄술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신약 성서가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다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은 로만체의 

완성과 아라베스크 장식의 자연적 모티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아라베스크 양식 및 꽃무늬 장식활자인 플러런(fleuron)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인쇄술과 인문주의 그리고 종교개혁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450년경 유럽의 수도원과 도서관들이 모두 합하여 5만 권 정도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1500년 경에는 900만 부 정도의 책들이 

인쇄되었다는 사실  1은 당시 인쇄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우측의 지도[3-31]는 15세기 중반 독일 마인츠(Mainz)에서 구텐베르크에 

의하여 금속활자(Movable type)가 발명된 이후 15세기 말까지 유럽의 도시별 

서적인쇄 수를 나타내고 있다.  2 지도에 표기된 원의 크기는 당시 인쇄된 

서적의 숫자에 비례하고 있으며, 색상은 그 시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파리(Paris), 리용(Lyon), 쾰른(Cologne), 뉘렌베르그(Nuremberg), 

스트라스부르그(Strassburg), 아우크스부르그(Augsburg), 바젤(Basel), 

베니스(Venice), 로마(Rome), 볼로냐(Bologna)등이 인쿠나불라 시기의 

인쇄업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도시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세기말로 

갈수록 인쇄업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북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번성하였음이 지도를 통해 확인된다.

1　 B. 멕스, p.94

2　 http://en.wikipedia.org/wiki/Incunable

3　 S.H.Steinberg는 'Five hundreds years of printing'에서 스트라스부르그, 바젤, 취리

히, 아우크스부르그, 울름, 뉘렌베르그, 마인츠, 쾰른, 뤼벡, 로마, 베니스, 파듀아, 파

리, 리용을 언급하고 있다. pp.20-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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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15세기 인쿠나불라(Incunabula) 시대의 도시별 서적인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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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이탈리아의 경우 당시 지중해 교역을 통해 상업적으로 상당히 

부유하였으며 특히 인문주의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의 제자인 살루타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스피리트 수도원'은 

인문주의의 요람이 되었다. 여기에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피하여 

이탈리아로 이주한 당대의 일류 학자들이 가세하여 이탈리아의 인문주의는 

중세의 신성연구(divine study)에서 벗어나 보다 좋은 인간을 형성하기위한 

지식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출하였으며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었다.  4 따라서 알베르티,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인문주의자들의 수많은 

출판물들이 북부 이탈리아에서 인쇄되었으며, 베니스에 위치한 알두스 

마누티우스(Aldus Manutius)의 인쇄소에서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로만체와 

이탤릭체를 비롯하여 장식활자의 발명과 같은 주요한 진전이 시작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종교 개혁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해를 채 넘기지 않고 루터의 독일과 칼뱅의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의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5, 이러한 종교 

개혁의 확산에 인쇄술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종교개혁은 다시 

개신교도에 대한 박해를 통해 인쇄술에 영향을 주었다. 프랑수와 1세 치하에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박해를 받았으며  6, 리용의 인쇄업자들이 이러한 

박해를 피하여 리용에서 프랑크푸르트(Frankfurt)로, 다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앤트워프(Antworp)로 이주한 사실  7이 종교 개혁과 인쇄술 사이의 상호작용을 

4　 네이버 지식백과, '인문주의'.

5　 B. 멕스, p.95

6　 프랑수와 1세는 오히려 미술과 장식을 장려하였으며, 실제로 이들을 압박한 이들은 

소르본느 대학의 신학자들이었다.  1547년 프랑수와 1세의 퇴임 이후, 박해는 더욱 

심해졌다.

7　 스탠리 모리슨은 사봉(Sabon)이 최종적으로 플랑탱(Plantin)의 인쇄소에 들어가기 

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그 당시 신교도였던 인쇄업자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동한 것으로 보다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Stanley Morison,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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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한다. 비록 가라몽(Garamond)이 파리에 최초로 활자를 양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규모의 활자제작소를 설립하였고, 그랑종(Granjon)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지로 국제적인 범위에서 

자신의 활자를 판매하였지만 결국 가라몽의 로만체와 그랑종의 

이탤릭체가 전 유럽으로 확산된 것은 앤트워프에 있었던 플랑탱(Plantin)의 

활자제작소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다.  8  9 1555년 아우크스부르그 종교화의이후 

네덜란드가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앤트워프에 

있었던 플랑탱(Plantin)의 활자제작소에서 생산된 가라몽(Garamond)과 

그랑종(Granjon)의 활자가 전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있어 종교 개혁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기반아래 

베니스의 알두스는 최초로 꽃무늬 장식활자인 

플러런(fleuron)을 발명하였으며, 리용에서는 섬세한 

목판 테두리 장식의 완성과 함께 이를 모듈화하여 

조합가능한 플러런으로 변환하였다. 앤트워프의 

플랑탱은 이들을 사들여 가라몽, 그랑종의 로만, 

이탤릭체와 함께 서체 견본을 인쇄함으로써 플러런은 

최종적으로 활자셋에 포함되었다.[3-32] 당시 플랑탱이 

인쇄한 활자견본의 표제지 테두리에서 목판에서 

활자로 진화한 플러런이 보인다. 오늘날 디지털 

폰트에도 포함된 플러런은 르네상스에 시작된 표제지 

장식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발명품이며, 단지 

형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르네상스인들의 

산물이기에 논문에서는 플러런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표제지의 장식을 살펴보았다. 

8　 S.H. Steinberg, 'Five Hundred Years of Printing', Oak Noll Press, 1996. p.37

9　 최초의 가라몽 서체 견본(Index Characterum, 1567)은 플랑탱이 인쇄하였으며. 당시 

그랑종과 사봉이 플랑탱의 활자제작소에서 자모펀치를 조각하였다.

[3-32]  1567년 플랑탱, 'Index Characterum'의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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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의 아라베스크

3-4

1200년대 초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3세는 해상을 통해 직접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제 4차 십자군 원정을 기획하였다. 당시 해상을 통해 수 만명의 

군사를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많은 갤리선  1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갤리선을 제작할 수 있는 항구는 당시 지중해 무역의 주요 항구였던 베니스와 

제노바 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노센트 3세는 예루살렘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베네치아 왕국  2과 계약을 체결하고, 베니스로 2만여 명의 

군대를 집결시켰다. 하지만 당시 베네치아와 계약했던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자금조달을 위하여 베네치아와 

결탁하는 과정에서 결국 제 4차 십자군 원정은 원래의 대의명분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고 빚을 갚기위해 같은 카톨릭 국가의 도시인 자라(zara)와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3

결국 1204년 4월 십자군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약탈'이 시작되었고, 

점령당한 도시에서 십자군은 수많은 문화재와 보물과 예술작품들을 파괴하고 

약탈하였으며, 베네치아 인들은 보물들을 자신들의 도시로 빼돌렸다. 이 때 네 

1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역사상 유명한 것은 중세~근

세 초기에 지중해에서 활약한 베네치아·제노바 등의 길쭉한 대형 갤리선이다. 길이

가 35m를 넘고, 양쪽 뱃전에 각각 30개 이상의 노젓는 자리가 있었으며, 자리마다 노

젓는 사람이 3명 이상 배치되어 있었다. 속도가 아주 빨랐으며, 기동력도 뛰어났다. 

14세기부터 베네치아는 전투용인 경(輕)갤리선과 수송용인 중(重)갤리선을 건조, 최

대의 해상세력을 유지했으나, ‘지리상의 발견’ 이후 대양항해에 부적당해 차차 쇠퇴

하였다.

2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베네치아에 있던 도시국가. 8세기부터 1797년까지 약 1,000년 

동안 독자적인 공화정 정부 형태를 갖추고 독립 도시국가로 존재했고 한때 지중해의 

해양 강국으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였다.

3　 남종국, '지중해 교역은 유럽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민음인, 2011, pp.24-25.

베네치아의 갤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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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의 청동마상이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대성당으로 옮겨진 것이다.  4 결국 4차 

십자군 원정의 최대 수혜자는 베네치아가 되었으며 이후 1453년 최종적으로 

오스만투르크에 의하여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 까지 페르시아 양식을 

담고 있는 동양 서적들이 이탈리아를 통하여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페르시아 양식의 디자인과 기술은 유럽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결국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베니스는 지중해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제 1의 무역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실크를 비롯한 다양한 사치품들이 

넘쳐나면서 자연스럽게 동방의 공예가들이 베니스로 모여들었다. 베니스의 

특산품인 레이스(race)  5공예에서 이러한 동방의 공예가들이 가져온 영향을 

4　 http://philroma.com/20109990090

5 실이 서로 엉키고 맺혀서, 표면에 그물 모양의 구멍과 눈을 만들면서 문양을 나타내

는 기법 및 그 제품. 원시시대에 고기와 새를 잡으려고 궁리했던 그물과 이집트, 스칸

디나비아, 페루 등에서 실시한 스프랑(sprang), 조편(祖編), 마그라메편(編), 자수 등

의 기술에서 발전하였다. 

[3-33]  제 4차 십자군 원정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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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당시 자수공예의 일종인 레이스 공예는 귀부인들의 

취미생활이기도 하였기에 자수를 위한 다양한 문양 견본집이 인쇄되었으며, 

이 견본집들에 아라베스크 문양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529년 발행된 알렉스 파가니노(Alex Paganino)의 'Il Burato'이다.  6 [3-34]

이후 대부분의 문양집들이 서로를 베끼거나 새로운 것을 더해가면서 

아라베스크 문양은 유럽일대로 번져나갔으며,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일대에서 

140권 내외의 문양집이 출간되었다. 이 140권의 책들 중 대략 100권 정도는 

베니스에서 인쇄되었고 나머지는 프랑수와 1세와 같은 타국 후원자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위해 해외에서 활동한 이탈리아 인들에 의해서 인쇄되었다.  7 

우측의 그림[3-35]은 'Il burato'에 실린 문양들 중 일부를 발췌  8한 것인데, 

줄기가 나선의 형태로 뻗어있고, 때로는 교차하는 특징들이 이후 책의 

테두리 장식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유사하며, 추상적인 매듭을 모티프로 

활용하였던 중세의 장식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파리를 둥글게 배치하는 고대 로마의 것과도 구별되는 것으로  

뚜렷한 조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6　 Stanley Morison, 'Printers' Flowers and Arabesques', The FLEURON : a journal of 

typography vol. I, pp.8-12

7　 Stanley Morison, p.14에서 재인용

8　 http://openlibrary.org/books/OL25387911M/Il_Burato

[3-34]  Alex Paganino, 'Il Burato', 1529년 - 자수공예를 위한 문양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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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수 문양집에서 나타나는 아라베스크 문양의 기원은 13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나선형의 줄기가 방사대칭형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코란의 

장식된 지면[3-36]에서 베니스 자수문양집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3-35]  'Il Burato'에 수록된 자수문양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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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1313년 경 유럽으로 전래된 코란의 장식페이지 및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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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1530) - Nicolo Zoppino, 'Esemplario di lauoro', 

베니스(1530년 경) - Paganino, 'Libro Primo de rechami' 파리(1530) - Pellegrino, 'La Fleur de la science de Pourtraicture' 

[3-37]  베니스의 아라베스크 문양.

좌상단 펠레그리노의 목판 문양은 리용에서  

발견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정가운데에서 네 개의 이파리가 만나 생성되는 로레인 

크로스는 목판 테두리 장식의 하단부(Tail piece)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며, 나중에 토리(Geofroy 

Tory)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명으로도 활용되었다. 

우상단 파가니노의 문양에서 두개의 줄기가 한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하나의 기다란 선을 

이루는 형태는 테두리 장식의 좌, 우 기둥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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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의 분리와

플러런의 탄생

3-5

스탠리 모리슨(Stanley Morison)은 그의 'First Principles of Typography'에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쇄의 역사는 표제지의 역사이다'  1 

라고 쓰고 있는데, 중세의 필사본에서 활자 인쇄로의 이행과정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책의 구조적인 변화는 표제지(title page)의 탄생이다.  2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세의 필사본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목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누가 이 책을 지었으며, 

누가 이책을 필사하였고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니와 또한 실제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3 인쇄술이 발명되고 난 

후에서야 책이 양산되기 시작하였고 책을 사고파는 것이 산업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인문학적 명성과 지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책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의 말씀을 전하던 중세의 

시대정신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시대정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최초로 표제지를 별도로 분리한 사례는 푸스트와 쇠퍼의 '라틴어 

시편(Schoeffer's Psalter)'으로 일컬어지지만, 책 자체의 내용이 성경의 

일부였기에 제목과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측 페이지의 그림[3-38]과 같이 

표지라기 보다는 간기(刊記)  4에 가까웠다.  5  6 책의 제목과 저자를 명시하고, 

내용의 요약 및 인쇄가의 이름을 명시한 최초의 장식된 표제지는 1478년 

1　 S. H. Steinberg, p.66에서 재인용. 

2　 Ibid., P.66

3　 중세의 경우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코덱스의 끄트머리에 간략하게 필사가 완

료된 날짜 및 필경사의 이름 혹은 간략한 기도 등을 써넣곤 했다. 이러한 관습이 표제

지와 간기(刊記)로 발전하였다.

4　 Colophon. 간행에 관한 사항들 기록한 것. 간행지, 간행자, 간행연월 등이다.

5　 간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머리글자들로 장식되어 있고, 또 많은 주서들

을 지닌 이 시편은 펜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하여 찍어내는 독창적 발명에 의해 만들

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마인츠 시민 요한 푸스트와 게른샤임의 

페터 쇠퍼가 부지런히 노력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가 나신 지 1457년이 되는 해의 성

모승천대축일 전날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p.91

6　 Ibid.,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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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좌)1457년과 (우)1470년의 쇠퍼의 '라틴어 시편'. 

최초의 제목 페이지이지만 아직 간기(刊記)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쇄업자의 상표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점이 특징적이다. 

[3-39]  1476년 에르하르트 랏돌트의 'Kalendar' 제 3판의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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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에서 에르하르트 랏돌트(Erhard Ratdolt)가 간행한 아우크스부르크의 

요하네스 레지오몬타누스(Joannes Regiomontanus)의 '역서(Kalendar)'에서 

발견된다. 앞 페이지의 그림[3-39]과 같이 상단과 양 측단에 줄무늬 형태의 

목판(woodcut)장식이 위치하며 하단에는 인쇄가의 이름이 간단한 

매듭형태를 가진 두개의 장식 조각과 함께 구성되었다. 여기서 금속활자가 

도입되기 이전인 15세기 초반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목판장식  7이 분절되어 

작은 정방형의 형태로 축소된 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8  9, 이 두 개의 목판 

조각[3-40]이 지오반니(Giovanni)와 알베르토 알비제(Alberto Alvise)형제가 

발명한 꽃무늬 활자(fleuron)의 기원이 되었다.  10

랏돌트의 '역서'는 3판까지 인쇄되었으며, 초판은 라틴어였으나 후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될 정도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에는 

표제지의 기여가 상당했는데, 쇠퍼의 '시편'이후 전파된 초기의 표제지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내지의 보존을 위한 먼지덮개(dust jacket)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11, 랏돌트의 표제지는 독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장식적 

7　 금속활자가 발명되기 이전 주로 그림책들을 중심으로 목판페이지를 통채로 찍어낸 

책들(Block book)이 15세기 전반에 유행하였으며 동시에 목판 장식또한 발전하였다.  

8　 Stanley Morison, p.18

9　 장식과 글자를 동시에 조합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10　 스탠리 모리슨은 꽃무늬 활자의 기원을 알두스 마누티우스로 보고있으나, 알두스의 

인쇄소가 1490년 경에 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1478년 지오반니와 알베르토 알비제 

형제의 '죽음의 기술'에 사용된 꽃무늬 활자가 최초일 것이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에서 멕스가 지오반니 형제의 사례를 최초로 보고 있으며 스탠리 모리슨이 지오반니 

형제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지오반니 형제의 사례가 20세기 이

후에 발견된 것으로 사료된다.

11　 S. H. Steinberg, p.68

[3-40]  랏돌트의 '역서'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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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함께 책의 내용이 요약되어 담겨 있었기에,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였고 책을 보다 투명한 매체로 만들어줄 수 있었다. 랏돌트의 상업적 

성공 이후, 표제지의 장식과 타이포그래피는 16세기 전반을 점령하였으며 

책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독서인구의 일반적 취향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다. 이후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아르누보, 표현주의,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대적 양식은 그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표제지라는 

거울을 통해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2

랏돌트의 표제지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랏돌트는 '역서'의 하단부에 

사용하였던 글자와 함께 조합되는 작은 장식 조각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사한 형태의 실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랏돌트의 

시도는 그리 의도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랏돌트는 그 이후 1477년의 

'Appian'[3-4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시대의 인쇄가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방식—하나의 목판을 사용하여 검은 바탕에 흰색의 아름다운 줄무늬로 지면의 

가장자리를 인쇄하는—을 택했다.  13

12　 Ibid., p.68

13　 Ibid., p.18

[3-41]  1477년 랏돌트의 'Appian'. 목판인쇄는 양각인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을 파내는 음각 장식으로 훨씬 

더 화려한 목판 장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스타일은 훗날 19세기말 

윌리엄 모리스의 켐스콧 프레스를 통해 신고전주의적인 스타일로 

다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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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목판장식을 글자와 함께 조판할 수 있도록 

작게 축소한 랏돌트의 시도를 금속활자에 적용하고, 다시 반복적인 재조합을 

통해 다양한 테두리 장식이 가능한 꽃무늬 활자인 플러런(Fleuron)을 최초로 

발명한 것은 베로나의 지오반니(Giovanni)와 알베르토 알비제(Alberto 

Alvise)형제였다. 1478년 4월 28일 출간된 '죽음의 기술'[3-42]은 이후 15세기 

내내 베스트셀러를 차지했으며, 1501년까지 필사본 형태와 목판 인쇄본, 활판 

인쇄본 등을 포함하여 적어도 65가지의 판본이 제작되었다.  14 단 두 가지의 

플러런만으로 다양하게 장식되어 있는 우측페이지의 지면들에서 플러런은 

글자와 함께 조화롭게 조판되어 있으며, 제작의 효율성과 함께 장식의 풍부함 

또한 달성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간행된 랏돌트의 'Appian'[3-41] 에 비하면 

형태의 복잡성이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업적 성공은 

플러런의 가능성을 충분히 암시한다. 글자와 함께 조판될 수 있다는 특징이 

로만체 활자셋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통해 영속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기에 플러런은 오늘날의 디지털 폰트에서도 글리프(Glyph)라는 

구조적인 형식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

위에 사용한 플러런은 내용의 큰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여쓰기에 

의한 문단구분보다 좀 더 시각적으로 거리를 두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의 책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대부분의 디지털 폰트는 

특수문자표(Glyph table)에 이러한 목적의 플러런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에 사용된 플러런은 'Adobe garamond premier pro'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폰트에서의 플러런은 

유니코드(unicode)의 딩뱃블럭(dingbat block)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14　 B. 멕스,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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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1478년, 지오반니와 알베르토 알비제 형제, 

'죽음의 기술' 제목페이지.

[3-43]  1479년, 아치오 주코, '이솝우화'의 제목페이지. 

(1973년 베로나 재인쇄본)

[3-44]  1479년, 아치오 주코, '이솝우화'의 본문과 삽화. (1973년 베로나 재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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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은 'ITC Zapf Dingbat series 100'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니코드의 'U+2766'-‘1’과 'U+2767'-‘3’에서 횡방향 그리고 종방향의 

플러런으로 두 종류의 플러런이 포함되었다.  15 이 플러런은 지오반니 형제가 

최초로 사용했던 것에 비하여 형태적으로 좀 더 단순하고  뚜렸한 식물 

이파리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라베스크 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두스 마누티우스(Aldus manutius)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마누티우스는 

플러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문단의 시작을 알리는 지시자(point), 

고깔모양 문단의 끝을 마감하는 종결자(terminator)로 일회적으로 

사용하였으며  16, 오늘날 작은 이파리처럼 보이는 플러런들이 그의 이름을 따라 

종종 'Aldine leaf'로 불린다.[3-45] 우측 페이지의 하단의 '폴리필루스의 꿈'[3-

46]에서 마누티우스가 애스터리스크(asterisk)  17를 문단을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3-46]

알두스는 포켓사이즈의 고전인 알디네 클래식(aldine classic)  18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다. 대중적인 필요에 부응하기위하여 장식은 필요한 

요소였지만, 그는 알디네 클래식에 별도의 장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랏돌트의 'Appian'과 같은 화려한 목판 테두리는 알두스의 

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알디네 클래식이 보여주는 간결함과 효율성의 

원리 하에서 그는 수많은 양의 아라베스크 문양들이 가진 곡선들을 

15　 Robert Bringhurst, 'The Elements of Typographic Style', H&M, 2004, p.311.

16　 이러한 관습은 중세의 필사가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17　 애스터리스크 또한 플러런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형태적인 면에서 이파리보다

는 꽃을 닮았다. 꽃에서 유래했다기 보다는 푸스트와 쇠퍼의 출판사 상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세부터 널리 쓰인 모티프이다. 다만, 이를 금속활자로 만든 것은 알두스 마

누티우스였다.

18　 작은 옥타보(Octavo) 판형으로 말미암아 '옥타보 클래식'으로도 불린다. 마누티우스

는 그리스어와 그리스 고전에 심취해 있었고, 이것이 출판사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

다. S. H.Steinberg, p.34

중세 - 인쿠나불라 시대의 판형. 구텐베르크 

성경이 폴리오 판형으로 인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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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알두스 인쇄소의 '헤로도토스'의 제목페이지(1502). 

제목 좌우로 한 쌍의 플러런이 글자와 함께 조판되어 있다.

[3-46]  알두스 인쇄소의 '폴리필루스의 꿈' 

1499년 글래스고 대학도서관. 애스터리스크를 

고깔모양의 문단을 마감하는 플러런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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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하여 금속활자의 모듈로 조각하였다. 이전페이지의 상단의 그림[3-45]은  

1502년 알두스 인쇄소에서 간행된 '헤로도토스(Herodotus)'의 표제지로 

상단의 로만체 대문자의 제목과 함께 한 쌍의 플러런이 조판되어 있다. 

아라베스크 문양을 단순화시킨 이 작은 이파리 형태의 금속활자는 처음에 

이탈리아 어로 'piccoli ferri'  19라고 불렸으며,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랑스에서는 'petits-fers'  20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piccoli ferri'는 알디네 

클래식의 구성과 서체처럼 광범위하게 복제되었으며, 이탈리아에서 뿐만 

아니라 바젤, 아우크스부르크, 리용, 앤트워프, 파리를 포함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21  22

알두스의 플러런은 전 유럽의 인쇄소의 자모조각가(punch cutter)들에 

의해서 복제되었으며 특히 당시 이탈리아와 분쟁상태에 있던 프랑스에서 

아라베스크 양식이 유행하게 되면서 파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23 

19 이탈리아 어로 '작은 쇳조각'을 의미한다.

20 프랑스어로 '작은 쇳조각'을 의미한다.

21　 1501년에서 1526년 사이에 리용에서만 59권 이상의 알디네 출판사 책이 복제되었는

데, 알디네 클래식을 포함한 알디네 출판사의 책들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된 데

에는 그리포의 영향이 크다. 그는 알디네 출판사의 책에 사용된 그의 서체-오늘날 벰

보(bembo)로 알려진-가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를 바랬으며, 마누티우스의 허락

을 받지 않고 여러벌의 활자를 제작하여 리용의 인쇄가들에게 판매하였다. 1502년 

마누티우스가 베니스 시 당국으로부터 그리스어 출판과 인 이탤릭체 인쇄에 대한 독

점권을 부여받은 뒤로 둘은 갈라서게 된다. 스트라스부르그 김나지움(Gymnasium)

의 설립자인 요하네스 스툼(Johannes Sturm)은 1540년 이후 학생들을 위해 복제

한 알디네 출판사들의 책들에 대해 '우리는 전부 알두스를 따랐다. 일부는 그의 개인

적 권위로 인하여, 또한 얼마간은 이탈리아 학자들의 주석들로 인하여 알두스를 따

르게 되었다.'며 솔직하고 대범하게 알두스의 책을 복제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S. H. 

Steinberg, pp.34-35, B. 멕스, p.118 

22　 Stanley Morison, p.18

23　 프랑스의 샤를 8세는 1494년 나폴리 왕국의 통치권을 빼앗기 위하여 이탈리아를 침

공하였다. 이후 50년동안이나 프랑스의 침략은 지속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적 생명력이 프랑스로 유입되었다. 이후 왕위를 승계한 프랑수와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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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최초의 플러런은 앙리 에시엥(Henri Estienne)의 'Quincuplex 

Psalterium'[3-47]에서 발견된다. 이 콰르토(quarto)판형의 292페이지에 달하는 

책의 전체 페이지에 제목과 문단 마감문자로써 플러런들이 사용되었다.  24

1517년 바젤의 프로벤(Froben)은 '신약성경(Novum Testamentum)'의 

표제지[3-48]에 오늘날 유니코드에 포함된 것과 거의 유사한 플러런을 

사용하였다. 프로벤의 이러한 순수한 원형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스트라스부르그(1519), 아우크스부르크(1517), 앤트워프(1532), 

가 1515년 즉위하면서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24　 Ibid., p.19

[3-47]  앙리 에시엥(Henri Estienne), 'Quincuplex Psalterium',1509,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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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1517년 프로벤이 

인쇄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경'.

[3-49]  블라도가 인쇄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1532년. [3-51]  플로렌스의 로렌스 토렌티노가 인쇄한  

'De Doctrina of Galeotti Martius', 1548년.

[3-50]  지올리토가 인쇄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15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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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1537)에서도 나타난다.  25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의 안토니오 블라도(Antonio Blado)가 1532년 

경 마키아벨리의 '군주론(Il Principe)'[3-49]의 최초 인쇄본에서 '삼엽 

플러런(trefoil)'을 사용하였다. 그 후로 이태리에서는 같은 원천에서 

파생된 더욱 복잡한 형태의 플러런들이 나타난다. 베니스의 가브리엘 

지올리토(Gabriel Giolito)는 1542년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의 

'데카메론(Decameron)'[3-50]에서, 그리고 플로렌스의 로렌스 

토렌티노(Laurence Torrentino)는 1548년의 'De Doctrina of Galeotti 

Martius'[3-51]에서 사용하였다. 1550년대 이후로 지올리토는 보다 복잡한 

형태의 플러런을 사용하였으나[3-52], 이후 복잡한 형태의 플러런들은 

쇠퇴하였고, 리용에서 재조합이 가능한 형태로 모듈화되기 시작하였다.  26 

25　 Ibid., p. 19.

26　 Ibid., p. 21.

[3-52]  1552년 지올리토가 인쇄한 'La Divino'. 그림 속에 포함된 7종의 플러런들은 제각기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플러런들을 통해서 16세기 초 알두스에 의해서 시작된 

플러런들이 책 속에서 화려하고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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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 장식의 절정

3-6

랏돌트의 'Appian'과 같은 목판인쇄에 의한 테두리 장식은 16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였다. 알두스의 작은 쇳조각들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동안에도 목판 장식은 동시에 아라베스크 양식의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세기말로 갈수록 점차 동판인쇄로 바뀌었다.  1 동판은 

그 특성상 가는 선을 사용한 삽화표현에 유리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선의 

굵기에 리듬감을 필요로 했던 아라베스크 문양은 주로 목판으로 제작되었다.  2 

목판 테두리 장식이 그 적당한 밀도와 우아함에서 절정에 달했던 곳은 

16세기의 중엽의 프랑스 리용(Lyon)일 것이다.  3 또한, 알두스의 플러런의 

영향을 받아 목판장식들이 모듈화되어 조합가능한 플러런으로 재탄생한 

곳 역시 리용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여러 지역들 중에서도 리용, 리용의 

인쇄가인 장 드 투른(Jean de Tournes), 투른을 위하여 목판을 조각했던 

거장인 베르나르 살로몽(Benard Salomon)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프랑스 르네상스 타이포그래피의 황금기  4에 파리에 견줄 수 있는 

도시는 리용이 유일하며, 15세기 말 파리에서는 60명에 달하는 인쇄가들이 

활동하였고 같은 시기에 리용에서는 대략 40명의 인쇄가들이 활동하였다.  5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의 A. F. 존슨(A. F. Johnson)은 서지학 학회에 

1　 동판인쇄는 '오목인쇄(intaglio)'라는 점에서 목판의 볼록인쇄(relief printing)와 인

쇄 방식이 구별되며, 구조적 특성으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였다. 동판인쇄는 다시 직

접적 조각에 의한 인그레이빙과 왁스위에 조각한 후 산성 용액으로 부식시키는 에칭

(etching)으로 구분된다. 목판, 동판 등 인쇄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오병근, '지식

의 시각화', 비즈앤비즈, pp. 35-43을 참조. 

2　 이러한 이유로 논문에서는 목판(woodcut) 장식만을 다루었다.

3　 Ibid, p.35

4　 파리에서는 프랑수와 1세의 비호를 받으며 앙리 에시엥, 시몽 드 콜리네(앙리 에시엥

의 미망인과 결혼), 로베르 에시엥, 앙리 2세(앙리 에시엥의 손자)로 이어지는 에시엥 

일가의 인쇄소 및 출판사가 인쿠나불라에서 17세기 궁정인쇄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

을 하였으며 여기에 가라몽의 활자와 토리의 삽화가 더해져 프랑스 르네상스 서적인

쇄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S.H.Steinberg, pp. 39-41.

5　 S. H. Steinberg,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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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논문에서 '16세기 리용에서 인쇄된 책의 숫자가 13,000권에 달하며, 

40여 곳의 인쇄소에서 출판하였다'고 했다.  6 리용의 인쇄가들은 세기 초반에는  

당대 최고였던 베니스의 인쇄본을 모방하곤 했으나  7 16세기 중반으로 갈수록 

진취적인 업적을 통해 좋지 않았던 평판을 뛰어넘어 인쇄사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것이다.  8 파리에 죠프루와 토리(Geofroy Tory)와 클로드 

가라몽(Claud Garamond)이 있었다면 리용엔 베르나르 살로몽과 로베르 

그랑종(Robert Granjong)이 있었기에 적어도 아라베스크 장식에 있어서는 

리용이 파리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파리는 

소르본느 대학의 신학자들로부터 간섭과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마음껏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리용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이탈리아의 아라베스크 양식을 

받아들이고 다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리용의 인쇄가들 또한 

프랑수와 1세의 퇴임 후 거세지는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로 인하여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9 

1530년 최초의 아라베스크 패턴 모음집인 'La Fleur des patrons de 

Lingerie'[3-53]가 리용에서 등장했다. 이 시기가 베니스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다소 늦음을 감안한다면 당시 리용의 아라베스크는 베니스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었다고 사료된다. 이후 프랑스에서 간행된 다양한 아라베스크 

문양집 중에서도 펠레그리노의 장식[3-37]이 토리와 살로몽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16세기 중반 조각가로서 토리는 상당히 유명했기 때문에 

살로몽의 작품은 토리의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살로몽의 

대표작들 중 하나인 우측페이지 오른편의 1557년의 'Metamorphoses 

6　 Stanley Morison, p.21에서 재인용.

7　 대부분 알디네 출판사의 서적을 복제하였으며, 그리포가 가져온 활자를 사용하였다.

8　 당시 리용의 인쇄가들은 고딕체의 판에 박힌 디자인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으며, 투른

은 파리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B.멕스, p.130

9　 S. H. Steinberg,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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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vid'[3-56]에서 보이는 섬세한 테두리 장식은 1541년 파리의 시몽 드 

콜리네(Simon de Colines)가 제작한 'Horae'[3-55]에 삽입된 토리의 테두리 

장식(좌)와 유사하며, 토리는 다시 상단의 펠레그리노의 장식으로부터 머리와 

꼬리부분의 영향을 받았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측 '오비드의 

변형(Metamorphoses of Ovid)'[3-56]에 나타나는 하단 장식의 중앙에서 토리의 

서명과도 같았던 작은 흰색의 로레인 크로스(Lorraine cross)가 삽입되어 있는 

점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또한 1546년의 피터 플로트너(Peter Flotner)의 

'Maureskenbuch'에서 보이는 아라베스크 양식의 머리장식과 1547년 투른이 

발행한 파라딘(Paradin)의 'Quadrins'의 머리장식또한 유사함이 발견된다.  10 

16세기 중반까지 투른 1세의 거의 모든 목판 장식을 조각했던 장인인 

베르나르 살로몽은 1508년 리용에서 태어났다. 그는 초기에 파리에서 

공부하였으나, 1540년 투른 1세가 인쇄소를 차린 시점에 리용으로 돌아온 

후 투른 1세를 위하여 그는 평생을 바쳐 일했다. 그는 두 번 결혼하였으며, 

그의 딸은 활자 조각가이자 제작자인 로베르 그랑종과 결혼하였다. 로베르 

그랑종은 리용에서 파리로 옮겼는데, 살로몽의 아들이 그와 함께 일하였다. 

그는 1560년에 일을 그만두고 1561년에서 1562년 사이에 타계하였다.  11

논문에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la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에서 

10　 Stanley Morison, p.25

11　 Ibid., p.22

[3-53]  1530년 리용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아라베스크 문양집. 'La Fleur des patrons de Ling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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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1543년 시몽 드 콜리네가 인쇄한 'Heures de la Vierge'의 

장식된 지면. 하단 장식 중앙의 로레인 크로스를 통해 토리의 

장식임을 알 수 있다.

[3-54]  펠레그리노의 아라베스크 장식.  

아래 토리와 살로몽의 장식 상단과 하단에 이와 유사한 

장식이 포함되어 있다.

[3-56]  1557년 리용의 투른이 인쇄한 'La Metamorphose d'Ovide 

figuree'. 베르나르 살로몽의 목판 테두리 장식이 삽입되어 있다. 

연대순으로 볼 때 펠레그리노와 토리의 영향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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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전자도서관 서비스인 'Gallica(http://gallica.bnf.fr)'를 통해서 16세기 

당시 장 드 투른이 출판하고 살로몽이 장식했던 200여 권에 달하는 대부분의 

서적들을 조회하여 베르나르 살로몽이 제작하고 투른이 인쇄한 서적들에 

대한 보다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서적들은 표제지를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하였고 살로몽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는 1557년 '오비드의 

변형(Metamorposes of Ovid)'은 그림책이었기에 모든 페이지에 걸쳐 장식을 

분석하였다.

[3-57] 1555년 클로드 

파라딘(Claude Paradin), 'Quadrins 

historiques de la Bible'의 표제지. 

살로몽의 제목페이지 장식들 중 

처음으로 완성된 형태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1554년의 사례에서도 

발견되지만, 가장 품질이 좋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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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페이지의 테두리 장식[3-57]은 1554년, 1555년(8), 1556년(3), 1559년의 

사례에서 보이며, 총 6년에 걸쳐 13종류의 책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우측페이지의 장식[3-58]은 1555년(3), 1556년, 1557년(6), 1558년, 1560년의 

사례에서 찾았으며, 총 6년에 걸쳐 12종류의 책에 사용되었다. 물론 이 

사례들이 투른이 간행한 모든 책의 사례는 아니며, 아라베스크와 삽화적인 

양식이 혼합된 사례도 발견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당시 르네상스를 

풍미했던 아라베스크 양식을 순수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에 집중하였다.

[3-58]  1557년 루이 마쥬르(Des 

Masures, Louis)의 'Oeuvres 

poetiques de Louis Des Masures'의 

제목페이지. 좌측페이지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었다. 총 12권의 투른의 

서적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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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3-59] 이 표제지는 

프랑스 국립 전자도서관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며, 'Skinner'라는 고미술품을 

경매하는 웹사이트에서 발견하였다. 'Gallica'에서 아래의 장식물은 1588년 

살로몽의 사후에 투른 2세가 간행한 'paradoxe'에서 한 차례만이 발견되었다. 

가장 뒤늦게, 그리고 그의 타계 직전에 인쇄된 클로드 파라딘(Claude 

Paradin)의 'Quadrins historiques de la Bible'의 1560년 판에 등장하는 이 

표제지 장식은 그의 타계시점을 감안할 때 유작으로 판단된다.

[3-59] 1560년 파라딘의 '쿼드린'. 이것은 앞장 좌측의 1555년의 것을 다시 출판한 

것이다. 따라서 테두리 장식만이 바뀌었으며, 이파리의 생명력과 우아함이 16세기 

르네상스 아라베스크의 절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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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로몽의 마지막 표제지 장식인 좌측의 표제지는 차후에 살펴 볼 1557년의 

'오비드의 변형(Metamorphoses of Ovid)'에서 먼저 내지의 테두리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오비드의 변형'이 출판된 이후, 책에 포함된 

수많은 아라베스크 장식들 가운데서도 그 조형적 아름다움이 뛰어났기에 

3년 뒤 투른의 출판사를 대표하는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그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없는 것은 살로몽이 1561년 경 타계한 이후 

다른 목판가에 의한 새로운 양식—이후 바로크 양식으로 발전하는—이 

투른의 표제지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장식은 3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20세기 초 스탠리 모리슨을 비롯한 후대의 타이포그래퍼들이 르네상스 

장인들의 진지함과 아름다움을 복원하기로 결정한 뒤 간행된 펠리컨 출판사의 

'Typography(1923)'의 표제지에 사용되었다.

표제지의 장식과 더불어 장인으로서 살로몽의 모든 노력과 그 

작품의 아름다움이 녹아 있는 아름다운 책이 1557년 투른의 손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이 앞서 스탠리 모리슨의 인용을 빌려 언급했던 '오비드의 

변형(Metamorphos of Ovid)  1'이다. 2장의 앞머리 그림(front-piece)  2, 표제지, 

180페이지의 본문, 끝머리 그림(end-piece)의 순서로 총 185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은 표제지의 좌측페이지가 빈 페이지인 것을 빼고는  3 모든 페이지가 목판 

장식과 삽화를 포함하고 있다. 180페이지에 달하는 본문에서 살로몽은 총 

27가지의 목판 테두리 장식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였다. 이 중 삽화적인 표현이 

가미된 장식을 제외한 19가지의 모든 아라베스크 테두리 장식이 그의 손 

끝에서 탄생한 것이다.  4 

1　 정확한 이름은 'Metamorphoses of Ovid Figuree'이다. 이책은 모든 페이지가 장식되

어 있었으며, 목판 삽화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그림책의 성격이 강했다.

2　 표제지는 일반적으로 우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맞은편에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초

상과 같은 그림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앞머리 그림(front-piece)라고 한다.

3　 일반적으로 표제지가 우측에 오고 좌측에 앞머리 그림이 위치하는데, 이 책의 경우 

앞머리 그림이 2장으로 시작의 펼침면에 인쇄되어 있고, 그 다음 표제지의 펼침면에

서 좌측은 빈 페이지로 구성되었다. 

4　 이 중 하나는 표제지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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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드의 변형' 본문. 총 18가지의 테두리 장식과 1개의 머리띠장식(첫 페이지)이 사용되었다. 

18가지의 장식 중 7개는 음각이며, 나머지는 모두 양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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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제일 중앙의 것이 앞서 예시를 들었던 것으로, 하단의 중앙에 토리의 것과 유사한 '로레인 크로스'가 보인다.

중앙의 것이 살로몽의 타계직전 투른 출판사의 제목페이지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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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드의 변형'은 그림책이었기에 다양한 아라베스크 테두리가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인 단행본의 경우에는 장의 서두를 머리띠, 플러런, 두문자의 조합으로 

장식하는 것이 대부분의 투른의 서적들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장의 마지막은 

다시 넓은 부유형(floating)의 장식물로 마감하였다. 이 그림들은 16세기 

중반 투른의 전성기에 간행된 책자들에서 발견되며, 살로몽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형태의 목판 머리띠, 두문자, 부유장식물들이다.

1547년, 단테의 '신곡' 중 일부.

1557년, '오비드의 변형' 본문 시작페이지. 지면 상단을 머리띠 

장식으로 시작한 뒤 제목 문단의 글씨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플러런으로 마무리되고, 두문자로 본문이 시작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아라베스크 장식물로 모든 책이 장식되는 것은 아니었고, 절반 

가까이는 이와 같이 삽화에 가까운 장식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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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혹은 절의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유형(floating)의 장식물들. 

머리띠(headband)와 두문자(initial letter)는 당시 가장 일반적이고 전 유럽에서 사용되었던 

장식일 것이다. 앞서 이탈리아 지올리토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형식이 발견되고, 독일의 

프로벤(froben)과 같은 대표적인 인쇄가의 책도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오른쪽의 두 

개의 두문자 'E'중 위의 것은 1559년의 것으로 살로몽의 것이 확실하며, 아래의 것은 1576의 

것으로 보다 섬세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살로몽의 타계 이후의 것이기에 

살로몽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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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활자로의 진화

3-7

'오비드의 변형'을 통해 보여준 수많은 목판 테두리를 조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다르지만 부분적으로는 반복되는 유사한 패턴의 아라베스크 

문양을 반복적으로 조각하는 과정에서 살로몽은 당시 본문에 함께 조판된 

플러런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지오반니 

형제의 사례가 있었기에 비록 저열하긴 하지만 보다 작은 판형의 책에서  

플러런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테두리 장식을 만드는 사례가 16세기 초반의 

책들에서 발견된다.  1 일회적으로 사용되는 플러런을 조합가능한 형태로 

만든다면, 목판에 버금가는 우수한 품질의 테두리장식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발견되는 플러런을 사용한 

저열한 품질의 테두리 장식들은 단지 하나의 플러런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반면, 그랑종은 금속활자로 된 8개의 모티프가 다양한 구성으로 재조합되면서 

수많은 형태의 테두리 장식, 머리띠(headband), 꼬리장식(tail piece), 

부유형의 장식(floating fleuron)으로 구현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플러런을 

창조하였으며, 혁신을 가져왔다.

당시 리용의 인쇄가들은 최초로 표지 제본과정의 수작업 공정에 도구장식 

표지(Tooled binding)을 도입하였다.  2 이러한 과정에서 본문에 조판되던 

플러런들이 가죽커버에도 사용되었으며, 이 도구장식을 사용한 아라베스크 

문양의 표지들은 거의 전문 금박공예가의 최상급 작품과도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다. 결국 리용의 역사에서 아라베스크 문양은 지배적이었다. 금속 

1　 Ibid., p.27

2　 수작업으로 가죽표지(양장)에 금박을 입히는 것과는 달리 도구(Tool)을 사용하여 눌

러서 형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자국만을 낸 상태로 끝나는 것은 blind tooling이

라 불리고, 풀을 바른후 금박을 씌운 도구를 다시 한 번 눌러 금박을 입힌 것은 Gilt 

binding이다. 16세기에는 일반적으로 나무로된 도구를 사용하여 눌렀지만, 후대로 갈

수록 금속의 도구를 사용하고 뜨겁게 달구어 사용하였다. Philip Gaskell, p.149 



95

아라베스크 문양을 누름도구로 사용한 가죽표지는 자연스럽게 본문의 

플러런과 상호작용하였고, 고로 리용에서 그 당시까지 사용되었던 목판의 

아라베스크 장식물들은 금속의 플러런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3 이 

플러런들은 1547년부터 투른의 책들에서 발견된다.  4 플러런들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띠(linear) 형태 혹은 그 낱활자 자체로 사용되었다.  5 

살로몽이 '오비드의 변형'에서 사용한 금속 플러런들을 누가 

깍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에 관한 별다른 증거는 찾을 수 

없으며 스탠리 모리슨은 '이 플러런들이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어떤 

모사가들의 작업들 보다도 질적으로 더 우수한 점 및 베르디에(Verdier)가 

1581년 '서지학(Bibliotheque)'에서 살로몽을 '동판화가(engraver)'로 

기술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거의 확실히 그가 그 스스로 이 꽃무늬 활자를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또는 살로몽의 딸이 결혼을 통해 활자 제작자인 

로베르 그랑종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랑종이 이 초기의 

꽃무늬활자들을 제작했다고 볼 수도 있다.  7

결국, 그랑종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으며 디지털 시대의 무차별적이고 

3　 인쇄와 제본은 당시에는 별도의 업체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었다. 하지만, 당

시만 해도 인쇄가와 제본가 사이에 정확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로의 영

역에 조금씩 걸쳐있었다. 이것이 본문과 표지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 것이다. Ruari 

Mclin, 'Victorian Publisher's Book-Bindings in paper', p.9참조

4　 이 활자들은 아들인 투른 2세가 개신교에 대한 박해로 인하여 리용을 떠나면서 스위

스 제네바로 옮겨졌으며, 18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그의 후계자들이 사용하였다. 1850

년 경 제네바의 율스 픽(Jules Fick)이 확실히 이 활자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Ibid, 

p.27

5　 '오비드의 변형' 본문 첫 페이지의 머리장식과 중앙정렬 문단의 마감장식 참조.

6　 살로몽은 도시 가장행렬의 미술 감독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쳤다. 

Ibid., p.28 

7　 당시 그랑종의 활자제작소는 파리에 있었으며, 그는 리용과 앤트워프에 활자를 공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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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열한 오너먼트들의 공세 속에서도 꿋꿋이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합가능한 최초의 플러런을 디자인하였다.  8 누가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리용의 플러런들을 디자인했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8　 그들이 플러런을 모듈화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이유로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며 시대

으 일반적인 형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혁신의 과정은 장식이라기보다는 디자인이

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것은 1914년 쾰른 총회에서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앙리 반

데벨데의 입장에 대항하여 부르짖었던 효율성의 맥락과 일치한다.

[3-60]  1928년, 프레드릭 워드(Frederic Warde, Beatrice Becker의 남편이다. 

이 둘의 결혼생활은 4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오늘날 Beatrice Beck은 Beatrice 

Warde로 유명하다.), 'Printers Ornaments'의 제목페이지. 복원된 그랑종의 

플러런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부인인 비어트리스 워드가 'Printing Shoud be 

Invisible'이라는 연설을 통해 유명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이 둘이 원만하게 헤어진 

점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적어도 치정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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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C(Lanston Type Company)에서 디자인하고 P22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지털 폰트의 이름은 'Fleuron Granjon'이며, 존 라이더(John Ryder) 또한 

'A Suite of Fleurons(1957)'에서 이 플러런들을 'Granjon's Fleuron'이라 

부르고 있다. 또한 그는 그랑종이 플랑탱을 위하여 앤트워프에서 활동할 당시 

'Granjon's Arabesque'라 불렸다고 적고 있다. 이 그랑종의 플러런은 1554년 

실비우스(Guillaume Silvius)의 아라베스크 문양집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1572년 이후로 실비우스가 계속 사용하였다. 1590년 로마에서도 이 플러런이 

사용되었고, 당시 그랑종이 로마에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결국 살로몽의 

말기에 그랑종에게 주었던 많은 영감들로부터 그랑종은 자신의 플러런을 

디자인하였을 것이다.  9 이 두 거장들과 함께 오늘날 투른은 그의 책들이 

보여주었던 질적 향상과 이상적인 혁신으로인하여  많은 권위자들로부터 

16세기 '최고의 인쇄가'로 인정받고 있다.  10

 •

그랑종의 플러런과 더불어 다른 한 종류의 플러런이 당시에 탄생하여 

현재까지 살아남았으며 그것은 앤트워프에서 플랑탱이 인쇄한 'Index 

Characterum(활자견본)'  11에 클로드 가라몽(Claud Garamond)의 로만체와 

그랑종의 이탤릭체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1567년 플랑탱은 이 활자견본을 

학술분야의 수요를 예상하고 간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플랑탱은 수 

년간 활자를 포함한 인쇄용 재료들을 수집하였다.  12 그는 1561년 가라몽이 

9　 John Ryder, 'A Suite of Fleurons', Charles T. Branford, p.23

10　 B. 멕스, p.130

11　 가라몽이 실린 최초의 활자견본.

12　 플랑탱이 프랑스인이었던 관계로 프랑스어 활자 및 프랑스 공예가들의 재료들이 주

된 수집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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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1924년 뉴욕의 더글라스 맥머트리(Douglas C. McMurtrie)가 재인쇄한 

플랑탱의 'Index Characterum'의 제목페이지. 그랑종과 유사한 듯 다른 형태의 

플러런이 포함되어 있다. 제일 하단부의 플러런은 그랑종의 것과 흡사하고, 그 

윗줄의 플러런은 그랑종의 것으로 보기에는 형태면에서 좀 더 차이를 보인다. 아마도 

사봉(Sabon)이 이것을 디자인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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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전 그로부터 수많은 양의 자모펀치를 사들였는데, 1563년 정리된 

그의 물품목록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수많은 가라몽(Garamond)과 

그랑종(Granjon)의 로만체 활자와 이탤릭체 활자의 주형들이 기록되어 있다.

좌측의 재인쇄판 'Index Characterum'은 일부 그랑종과 유사하면서도 

일부는 새로운 플러런을 포함하고 있는데, 당시 그랑종이 플랑탱과 함께 

일하였다는 사실에서 그랑종의 것과 흡사한 부분은 그랑종이 디자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랑종의 것과 다르게 새로운 플러런이 

몇가지 첨가되어 있는데, 당시 플랑탱과 함께 일했던 또 한 명의 자모조각가인 

잭 사봉(Jacques Sabon)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구스타프 모리(Herr 

Gustave Mori)는 사봉이 리용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13 이 사실은 

사봉이 1535년에서 1549년까지 인쇄업에 종사했던 설피스 사봉(Sulpice 

Sabon)의 친척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믿을만한 사실이다.  14 

사봉은 투른 2세 및 그 지역의 다른 인쇄가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의 

추종자로서 종교박해  15를 피해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하였다. 그는 처음에 

이그노프(Egenolffs)의 인쇄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앤트워프로 이주하여 

플랑탱의 활자제작소에서 자모펀치 조각가로 일했다. 플랑탱이 그랑종과 

주고 받은 서신을 통해서 플랑탱이 1566년 그랑종으로부터 플러런들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16 그랑종이 로마로 떠나자 플랑탱은 그의 활자 및 

플러런의 공급을 위하여 다른 재능있는 인재를 찾을 수 밖에 없었으며, 사봉이 

그 물망에 올랐다. 그러므로 플랑탱의 'Index Characterum'에서 보이는 

플러런들은 잭 사봉과 로베르 그랑종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다.  17 따라서, 

13　 Stanley Morison, p.30에서 재인용.

14 Ibid., pp.30-31

15　1562년 3월 정부군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으로 대학살이 벌어졌다.

16　 Ibid.. p.31

17　 사봉은 'Index Characterum'이 출판된 1567년 플랑탱의 활자제작소에서 사라졌다. 

떠나기 전에, 사봉이 플랑탱 혹은 그랑종으로부터 많은 수의 활자를 구매했을 가능성

이 있다. 사봉은 1566년 말 앤트워프에서 그랑종을 만났다. 1571년 그는 독일에서 가

장 중요한 인쇄소 중의 하나였던 Frankfort-am-Main에 있는 Christian Egenolff의 미

망인이 운영중인 인쇄소에 들어갔다. Egenolff의 조판공들은 온전히 바젤에서 들여온 

활자들만으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의 도착과 함께 바젤로부터의 활자들은 사봉이 

가지고 온 가라몽과 그랑종의 활자들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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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년, 'The Holie Bible'.

1610년, 런던. Stanley Morison, p. 38에서 재인용. 1578년, 'A Booke of Secrets', 뒷장. Stanley Morison, p. 28에서 재인용.

1582년, 'New Testa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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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 폰트에서 이들이 'Fleuon Garamont'로 명명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이 그랑종과 사봉의 조합가능한 플러런들은 알두스의 단일 플러런에 

비하여 그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당시 동판화에 의한 섬세한 장식들이 

유행하면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스탠리 모리슨과 존 라이더는 리용, 

로마, 랭스(rheims), 하이델베르그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사용되었다고 적고 

있으나  18 그 실제 용례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20세기 초 스탠리 모리슨을 

비롯한 여러 타이포그래퍼들에 의하여 복원된 뒤의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주로 섬세한 품질의 인쇄로 유명한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존 파스(John 

Fass)의 인쇄물들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19 

18　 Ibid., p.29

19　 존 파스는 그랑종의 플러런뿐만 아니라 푸르니에의 플러런을 포함하여 당시 복

원된 플러런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였다. 존 파스의 작품에 대해서는 'www.

hammercreek.org/blog_index.html'을 참조.

[3-62]  1951년, 존 파스, 'Thomas Carlyle o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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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정인쇄와 현대의 도래

3-8

16세기가 끝날 무렵 아라베스크 양식의 유행은 플러런들을 제외하고서는 

깔끔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16세기 말엽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쇠락하였다. 

이탈리아에서 바로크 양식이 주로 건축에 영향을 미쳤다면, 프랑스에서는 

화려한 궁정문화를 보여주는 로코코양식이 장식미술에 날카로운 영향을 

미쳤다. 로코코 양식의 장식은 벽, 가구, 보석, 옷, 책, 그림 등 모든 분야에서 

풍성하게 나타났다.  1

16세기에 플랑탱은 가라몽 활자의 보급 외에도 책의 삽화를 목판이 

아닌 동판으로 제작하는 업적을 남겼다. 이외에도 유럽 전역의 인쇄가들이 

화려하고 섬세한 동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동판은 로코코 장식을 위한 

최적화된 수단으로 17세기 내내 사용되었다.  2 활자 인쇄의 경우에는 인쇄술의 

태동기이자 혁신의 세기였던 15, 16세기에 비하여 17세기는 비교적 조용한 

세기였는데  3, 신문이 등장하였고  4, 미국 등의 식민지로 인쇄술이 퍼져나가기 

시작한것이 17세기 활자 인쇄의 주요한 변화이다  5. 

1　 심지어 책 등(spine)을 제외한 나머지 책의 배면(fore edges)도 장식의 대상이 되었

다. 16, 17세기의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고퍼드 엣지(gauffered edge)라 불리는 

배면장식이 유행하였다. Joseph. A. Dane, 'What is A book?',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12, p.155

2　 B. 멕스, p.132

3　 16세기부터 전해 온 장식, 펀치, 주형, 목판들이 어디서든 넘치도록 풍부하고 쉽게 이

용할 수 있어서 인쇄가들이 새로운 그래픽 재료를 개발하는 데 있어 자극제가 될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Ibid., p.132

4　 1609년 독일의 아우크스부르그에서 간행된 'The Avisa Relation oder Zeitung'이 

최초의 신문이다. Johanna Drucker, 'Graphic Design History: A Critical Guide', 

Pearson Prentice Hall, 2009, p.100

5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에서는 이 시기 앤트워프의 플랑탱과 함께 암스텔담의 다니엘 

엘제비어(Daniel Elsevier)의 인쇄소가 이룩한 업적을 꼽지만, 플러런 및 그 사용과 

관련해서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엘제비어의 1681년 암스텔담에서의 활자견본에 포

Gauffered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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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에는 루이 14세의 지원을 바탕으로 궁정인쇄소(Imprimerie Royale)  6에 

소속된 타이포그래피의 천재들이 다시금 로맹 뒤 루아(Romain du Roi)와 

같은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 시작하였지만, 그 업적은 오직 로만 알파벳에 

국한되었다. 볼록인쇄(relief printing)였던 목판에 비하여 오목인쇄(intaglio 

printing)로 제작되었던 동판을 사용함으로써 목판에 비할 수 없는 섬세한 

표현이 가능했기에  7 톤과 질감과 세부 묘사의 폭이 한층 확대되었으며[3-63], 

동판 제작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작소들이 생겨났다.  8  

동판화의 유행 덕택에 플러런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한 세기 전으로 퇴보하고 말았다. 당시 중요한 책의 경우 

판화가들이 삽화와 함께 플러런으로 장식되었던 테두리, 머리띠, 꼬리장식을 

디자인하였고, 파리의 인쇄가들은 인쇄된 지면이 판화가들의 삽화에 

알맞게 배치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다.  9 이러한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로코코 양식을 활자 디자인 및 책 장식문자에 적용한 구세주가 

등장하였다. 궁정 펀치자모조각가 루이 루스(Louis Luce)로부터 영감을 받은 

함된 플러런은 1567년 플랑탱의 것을 비교해보면 형태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업다이크(Daniel Berkeley Updike)는 엘제비어의 플러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엘제비어의 인쇄소 및 활자견본에 관해서는 D. B. Updike, 'Printing 

Types, Their History, Forms, and Use, A Study in Survivals', Harvard University 

Press, 1922, pp.15-20을 참조.  

6　 최초의 궁정인쇄소는 1640년 설립되었으며, '태양왕' 루이 14세는 1643년 여섯 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활자체를 디자인하기 위한 위원회는 루이 14

세가 어느정도 성장한 뒤인 1692년에 설립되었다.

7　 볼록인쇄를 위해서는 원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깍아내야하기에 많은 수

공을 필요로 하였으나, 오목인쇄는 반대로 조각된 그 자리에 묻어있는 잉크를 찍어내

는 방식이기에 더욱 효율적이다. 인그레이빙(engraving)과 에칭(etching)이 사용되었

으며 혼합기법을 보여준 거장들은 실내장식공들과 궁정 양식을 공유하였다.

8　 주로 일회용 인쇄물들이 인쇄되었다. B. 멕스, p.132

9　 목판은 두께가 있어서 오히려 활자와 함께 동시에 인쇄될 수 있었지만, 동판은 두께

가 얇아 일반적인 경우 별도로 인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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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 피에르 시몽 푸르니에(Pierre Simon Fournier)가 바로 그 인물이다. 

1742년까지 그는 새로운 로코코 양식의 막대한 양의 꽃활자 및 테두리를 

플러런처럼 금속활자로 조각하였다. 따라서, 푸르니에의 영향력 아래 

인쇄가들은 동판화가에 의지하지 않고 다시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의 

책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탠리 모리슨은 푸르니에의 플러런들이 루이 루스(Louis Luce)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적고 있으며, 분명 태양왕을 도식화한 둘의 플러런으로부터 

둘 사이의 개연성을 짐작할 수 있다. 루이 루스는 궁정 인쇄소의 세번째 

자모조각가였다. 그는 1740년 다양한 오너먼트와 플러런들이 실린 8페이지 

분량의 활자견본을 간행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742년 푸르니에가 이 

플러런들을 개량하여 그의 첫 번째 활자 견본인 'Modeles des Characters de 

L'Imprimerie'[3-65]을 간행하였다.  10

10　 John Ryder, p.37

[3-63]  18세기, 로베르 클레, 'Trade card for a 

liquor dealer'. 이 섬세한 동판 디자인은 하나의 판으로 

인쇄되었으며, 과도한 로코코시대의 장식 스타일이 잘 

드러난다. B. 멕스,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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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1742년 푸르니에의 활자견본 표제지. 당시 동판에 대적할 수 있는 플러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64]  1740년 루이 루스의 활자 견본. 가장 우측의 'Vignettes'는 플러런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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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 이후 푸르니에의 업적으로 인하여 방대한 양의 책들이 

동판화가보다는 인쇄가의 활자인쇄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며 판화가의 

역할은 삽화 그 자체에 국한되었다. 점차적으로 동판화가들에 의하여 

판각되었던 머리띠(Hairband) 장식들이 푸르니에의 플러런들로 

대체되어나갔다.  11 푸르니에의 창작물들은 점차 프랑스 전역과 대륙 전역으로 

복제되어 나갔는데 이러한 변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결국 그 전통을 깨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프랑스의 군주정치에 대한 반항심으로 말미암아 루이 15세와 16세를 

지나며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궁정문화의 화려한 양식—로코코 양식—들이 

전면적으로 거부되면서  12, 푸르니에 2세를 거쳐 화려하게 진화하였던 

꽃활자 장식또한 이러한 추세를 따르며 차츰 사라져갔고, 장식이 극도로 

절제된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 파르마(Parma)의 

인쇄가인 지암바티스타 보도니(Giambattista Bodoni)의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두 가지 표제지 디자인[3-67]에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13 그는 푸르니에를 모방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버밍햄의 존 

배스커빌(John Baskerville)의 예제를 따랐고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결국, 

이들의 손에서 현대 타이포그래피가 시작된 것이다.

18세기 말엽의 영국에서 플러런들은 사실상 멸종했다. 19세기로 향하는 

문턱에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유적의 발굴로 일종의 두번째 르네상스가 

시작되어 고풍스런 테두리와 머리장식이 유행하였지만  14 더 이상 플러런을 

사용하진 않았다. 석판 인쇄의 등장으로 장식이 더 이상 활자에 의존하지 않게 

된 것이다. 푸르니에의 꽃무늬 활자들 중 극소수가 살아남긴 했으나 결국 

신고전주의의 쓰나미 앞에서 대부분의 플러런들이 소멸되었다.  15 

11　 Stanley Morison, p.35

12 B. 멕스, p.146

13　 Ibid., p.144

14　 신고전주의(Neo-Classicism)가 등장하였다.

15　 Stanley Morison,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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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보도니의 1771년 '타이포그래피 에세이(Saggio Tipografico)'<좌>와 1818년 '타이포그래피 매뉴얼(Tipografico 

Manuale)'<우>의 차이에서 당대의 극도로 화려한 장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전자는 상단의 푸르니에와 유사하며, 

후자는 아무런 장식 없이 알파벳만을 사용하여 인쇄하였던 배스커빌의 영향을 받아 괘선만을 사용하였다.

[3-66]  1764년, 디도(Francois Ambroise Didot)의 포인트 시스템을 적용한 푸르니에의 'Manuel Typograph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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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년, 윌리엄 캐슬론(William Caslon)의 캐슬론 활자견본 및 그 하단에 포함된 플러런의 확대 모습.

전반적으로 리용의 것과 흡사하며, 디지털 폰트인 'Adobe Garamond Pro'의 활자셋에도 포함되어 있다.

1762년, 존 배스커빌(John Baskerville)의 활자견본. 배스커빌은 장식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활자견본에는 

3종류의 플러런들이 포함되어 있다. Johanna Drucker, 'Graphic Design History',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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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모리슨이 'Printers' Flowers and Arabesques'(p. 35)에서 인용한 푸르니에 이후의 표제지들. 좌측 

상단으로부터 각각 1751년, 1754년, 1773년, 1784년 19세기로 넘어가지 직전 극도로 화려한 로코코양식의 

테두리 장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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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출판사의 제본

(Publisher's binding)

3-9

17세기 말까지 독서는 학자들과 '신사(Gentleman)'들의 전유물이었다.  1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18세기부터 독서인구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세워졌고  2, 중산층과 

여성들에게까지 독서가 보급되었다.  3 18세기 후반 파리를 방문한 독일인은 

이렇게 쓰고 있다.

파리의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 특히 여성들은 주머니에 책을 넣고 

다닌다.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니며 혹은 길을 걸어가며 책을 읽고 

있다. 극장에서 공연 사이의 쉬는시간에, 까페에서, 심지어 목욕할때도 

책을 읽는다. 여성, 아이들, 여행객 그리고 직원들은 상점에서 책을 

읽는다. 일요일에는 집 앞에 나와 앉아서 책을 읽는다. 하인들은 그들의 

뒷자리에서 마부들은 마차위에서 그리고 군인들은 보초를 서면서 책을 

읽는다.  4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독립 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사하듯 19세기는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함께 많은 것들이 변화한 시기였다. 19세기 초반 25년간 

출판의 모양새는 변화하고 있었다. 세기의 전환기에 독서인구의 숫자는 

폭발하였고, 더욱 더 많은 수의 대중들이 책을 집어들었다.  5 책을 제본해서 

자신의 서재를 아름답게 늘리기 위해 책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사라져갔으며, 

그 자리에 '대중'이 등장하였다. 

1　 또한 16세기 말까지 책들은 등을 돌린채로 책장에 진열되었다. Gaskell, p.152

2　 대중들이 입장할 수 있는 도서관은 1609년 이탈리아 밀란에 세워졌으며, 1726년 영

국의 에딘버그에 일정 대여료를 내고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이 세워졌다. S. H. 

Steinberg, pp. 126-128 참조.

3　 Ibid., p.119

4　 Martyn Lyons, 'A History of Reading and Writing', Palgrave Macmillan, 2010, p. 

119

5　 1890년대까지 95%이상의 서양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되었다. Ibid.,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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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부분의 책들은 서점과 소매상에서 표지가 없는 상태—제본되지 

않은 상태—로 팔렸다. 18세기 후반에 와서야 그 비율이 80%까지 늘어날 

수 있었으며,  6 이는 오늘날에도 그 이름이 남아있는 근대적인 출판사들이 

설립되면서 가속화되었다.  7 당시 이들 출판사는 송아지나 양가죽과 같은 

일반적인 가죽 혹은 두꺼운 판지에 종이를 덧대어 책들을 제본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책등에 아무런 제목이 써 있지 않았거나, 수기로 제목이 적혀있거나, 

제목이 쓰인 레이블이 붙어있었으며 윗그림[3-68]과 같이 전체적으로 

'임시적'인 특성—구매한 뒤 장식하거나, 다시 제본할 수 있는—을 보이는데 

이러한 제본을 판매용 제본(Trade binding)이라고 하며, 이와는 달리 특정한 

소비자를 위여 주문제작된 책을 맞춤 제본(Bespoke binding)이라고 한다.  8 

6　 Joseph. A. Dane, p.147

7　 'Rivington'이 1711년, 'Longman'이 1724년, 'John Murray'가 1768년에, 'Constable 

and Nelson'이 1800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McLean, Ruari. 'Victorian publishers’ 

book-bindings in cloth and leather', 1973, p.9

8　 Joseph. A. Dane, pp.146-147을 참고.

[3-68]  18세기의 일반적인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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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포함한 대중들이 새로운 소비자로 등극하면서, 인쇄와 제본—내지와 

표지—이 분리되어 있던 출판 산업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9 내용과는 

상관없었던 표지가 출판사에 의하여 내지와 통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고급스러운 가죽표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또한 제본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었다. 표지를 들춰야 가까스로 표제지를 통해 

책의 내용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던 판매용 제본의 책들은 대중들의 

시각에서는 한없이 불투명한 것이었다. 결국, 19세기에 제목페이지들이 

두꺼운 가죽표지를 뚫고나오기 시작했다. 가죽은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화를 주도한 재질은 바로 천과 종이였다. 출판사가 제본까지 끝낸 

책(Publisher's binding)들이 19세기를 주도하였다.

9　 인쇄와 제본이 분리되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수제본의 경우 대량

으로 제본한다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땀을 놓아 제본

한 책들이 재고로 남는 것은 출판사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 첩으로 제본

이 가능한 작은 책의 경우에는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동화책이나 소식지

와 같은 소규모의 책은 18세기 초반에도 제본이 된 상태로 판매되었다.

[3-69]  1828, 윌리암 픽커링, 다이아몬드 고전 시리즈 중의 하나인 '신약성경'.  

초기의 천 표지 책들은 별다른 장식이 없었고, '판매용 제본'과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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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변화를 완벽하게 깨닫고 새로운 대중들을 위하여 책을 만들기 

시작하였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이 윌리엄 픽커링(William Pickering)이었다.  10 

그는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널리 퍼지게 되었던 초기의 천 표지 책 출판을 

주도하였다.[3-69] 1825년 라이튼(Archibald Leighton)이 픽커링을 위해 제본용 

접착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천을 발명하면서  11, 처음에는 그전 세기의 임시 

종이 제본—판매용 제본—과 비슷하게 보였던 천 제본은 점차 일반화되었다.  

라이튼의 발명 이전에도 픽커링은 1820년 좌측페이지의 그림의 '다이아몬드 

고전(Diamond Classic)'시리즈를 천 제본으로 제작하였다. 이후 픽커링은 

1830년 Robert Burns의 작품을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내서의 제목을 

'영국 시인들의 알디네 고전'이라 하였다. 그 안내서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2 

저렴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작품들을 

출판하는 것을 통해 이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과학과 문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재 시대의 톡득한 성격이다. 이러한 계획이 

달성한 성공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전례없는 소망의 

표출이다.  13

픽커링은 대중들을 위한 저렴하고 아름다운 책을 만들어 출판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1847년의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의 표제지[3-70]는 학문서적으로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10　 Ruari McLean, p.8

11　 Ibid, p.9

12　 http://2000pounds.com/2012/11/27/a-history-of-publishers-bindings-part-

one/

13　 Keynes, Geoffrey. 'William Pickering, publisher: a memoir and a check-list of his 

publications, New York: B. Franklin, 1969, p.26 위의 사이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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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표제지의 중앙에는 '기하학 원론'의 핵심 내용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의미하는 다이어그램이 삽입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시의 

표제지들이 장식물이나 출판사의 상표 위주로 꾸며진 것에 반하여 구체적인 

다이어그램을 통해 표제지는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그래픽디자인이 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식보다는 지식의 전달 

및 시각화에 집중했다는 측면에서 '기하학 원론'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3-70]  1847, 윌리암 픽커링이 출판한 

'기하학 원론'의 표제지.

[3-71]  1812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책<좌>와 1829년 영국에서 출판된 책<우>. 출판사가 제본을 

겸하기 시작한 초기에 제목페이지가 그대로 표지로 쓰인 종이 표지의 책들이다. 다양한 양식의 

플러런들이 테두리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종이 표지의 경우에는 인쇄가 가능했기에 제목페이지를 

그대로 표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좌측처럼 내구성이 취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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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디자인에 있어서도 선구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14 이와 같이 내용과 

상관없는 '시대적 양식으로서'의 장식에서 사용자인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의 진보가 바로 19세기의 책들이 보여주는 변화의 방향성이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인해 장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표제지를 밖으로 끄집어 낸 표지 장식의 초기였던 19세기 전반기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장식'으로 불리는 화려한 책들이 등장한다. 프랑스는 

19세기 전반기에 혁명의 불꽃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표지 장식은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하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꾀할 수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장식은 1851년 '만국박람회'에서 그 절정에 달하였으며, 

더 이상 하나의 조형적 특성이 지배하는 양식적 특성을 보이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들을 위하여 다채롭게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장식을 '양식(style)'으로 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4　오병근, '지식의 시각화', 비즈앤비즈, p.117 

[3-72]  1826년과 1829년의 크리스마스 선물용 책인 'Forget Me Not: A Christmas and New 

Year's present'. 1829년의 것은 금박으로 가장자리가 더욱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당시 선물용 

책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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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시대의 화려한 표지 장식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에 선물용으로 

제작된 책들에서 뚜렸하게 나타나며, 인쇄가 힘들었던 천 표지의 책들보다는 

종이(paperboard)에 인쇄한 표지를 접착한 책들이 더욱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이러한 선물용 수필, 소설, 시집들은 당시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행하였는데 

에커맨(Ackermann)이 'The Forget Me Not: a Christ and New Year's 

Present for 1823'을 소개한 1822년 언저리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3-72] 

이 책들은 자신의 서재에 매력적인 책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중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책들은 대부분 금박으로 섬세하게 장식된 

양장본이었으며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제작하였는데, 선물용 책의 수요가 

증가하자 제본가들은 여성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줌으로써 

결국 노동환경 개선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선물용 책이 팔려나가기 직전인 

11월까지 제본가들은 노동자들과 협의를 완료해야했기 때문이다.  15

출판사들이 표지를 통합하기 시작한 19세기 초반이 지나 중반에 이르자 

책들은 시대적 아름다움을 꽃피우기 시작하였다. 다색 석판화의 기술적 

장점들을 제대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종이 펄프를 압착하여 중세의 

'vatican vergil'과 같은 부조의 효과를 내는 'papier-mache'와 같은 새로운 

기법도 등장하였다.  16 당대의 풍요로움을 반영하는 19세기 중반까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논문에서는 이 시기의 표지 디자인과 관련하여 루어리 맥린의 

'Victorian Publisher's Book Bindings in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과 미국 앨러배마 대학(University of Alabama)에서 제공하는 

'Publisher's Binding Online(http://bindings.lib.ua.edu)'을 참고하였다. 

15　 Gaskell, pp.235-237

16　 선물용 책들의 텍스트는 시, 소설 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성경의 텍스트가 주를 이

루었다. 따라서 그 장식 또한 중세의 광채 필사본을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에 금박 

및 압형(blind tooling)과 같은 중세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중세의 거대한 책들은 종

종 표지에 화려한 부조로 장식되곤 했는데, 이를 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papier-

mache'가 발명된 것이다. 'papier-mache'는 종이 펄프를 부조의 몰드에 눌러 오늘

날의 지점토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papier-mache'는 검은색이다. 

만국박람회의 카탈로그를 인쇄한 것으로 유명한 'Messrs Jackson'부자가 1840년대 

초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Ruari McLean, p.13

1857년, 'Sentiments and Similes of  

William Shakespeare'(2판). 

전형적인 'papier mache'장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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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1842년, 'Les Ducs de Bourgogne etc.' 

금속활자로 치밀하게 짜여 있던 플러런을 넘어 화려한 

다색석판인쇄의 장점을 활용하여 컬러풀하게 장식되어 있다. 

책의 제목은 책등에만 인쇄되었다.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Mame'의 출판인쇄소에서 출판되었다.

[3-74]  1843년, 'Contes du Chanoine Schmid', 파리.

플러런의 간략화된 문양적 표현을 넘어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톤의 꽃과 식물들로 장식되었다. 다색석판화의 표현적 

풍부함으로인해 적어도 표지에서 플러런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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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1843년, 'The Comic Album: A book for Every 

Table', 영국. '장식 문법'으로 유명한 오웬 존스의 디자인. 

아라베스크 문양을 충실하게 표현하였다.

[3-76]  1844년, 'Les Enfants d'Aujourd'hui', 파리.

고딕 건축양식을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 건축물 파사드의 

장식을 제목페이지에 응용하는 표현방식은 중세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3-78]  1844년, 'The Mother's Primer: A little Child's 

first Steps in many ways', 영국. 아라베스크 양식은 

내용과 시대를 가리지 않고 살아남았다.

[3-77]  1845년, 'So much of the Diary of Lady 

Wlloughby as relates to her Domestic History 

etc.', 영국. 패턴이 인쇄된 종이는 네덜란드에서 많이 

생산되었으며, 'Dutch Gilt Paper'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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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1848년, 'Birds, and their Uses to Man', 영국.

주제가 된 새의 삽화가 장식들 사이의 창문 사이로 등장한다. 

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장식의 일부였던 삽화의 면적은 점차 

넓어진다.

[3-80]  1848년, 'Chambers's miscellany of useful and 

entertaining tracts', 영국. 아라베스크 양식의 다색 테두리 

장식이 돋보인다.

[3-82]  1848년, 'The Yellow Dwarf', 영국.

다색석판화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며, 자유자재로 

사용되었다.

[3-81]  1848년, 'The Works of Quintus Horatius 

Flaccus With a life by H. H. Milman', 영국. 오웬 존스의 

디자인이다.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내용에 맞게 그리스 

로마의 문양을 표지에 적절히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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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년대 이후의 책들은 이전 로코코시대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장식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장식들의 쓰임새는 확실히 이전 로코코 

시대의 것과는 비교된다. 로코코 시대의 장식들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모든 

분야의 책에서 광범위하게 유사한 형태의 장식이 사용되었다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장식물은 그 장식들이 하나의 규범에 의하여 통일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

또한 장식들이 만들어내는 '창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장식이 

더 이상 시대적 규범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은 더욱 더 불투명한 

것, 단지 사람들의 자연선택을 받기 위해 시선을 유도하는 끌개(attractor)에 

지나지 않았다. 대중들은 이러한 끌개에 시선을 뺏긴 이후에는 그 표지 

너머의 내용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식의 

중앙에 정방형, 원형, 마름모꼴의 창문을 설계하여 책의 내용이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2 심지어는 건축물의 파사드를 모사하여 건축의 창문 

속에 삽화를 넣는 보다 직설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례도 발견된다.[3-76] 이러한 

창문의 중앙에 자리잡은 것은 당연히 제목이었다. 적어도 1840년대까지는 

아주 정직한 활자체 그대로의 제목이 사용되었으며, 그 면적은 장식이 

차지하는 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았다.[3-78]

1850년대를 지나면서 소비자—대중—들의 자연선택의 결과에 의해 

우측페이지의 사례들과 같이 표지의 디자인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표지의 

디자인은 손님이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점의 간판처럼 보인다. 제목과 

삽화가 차지하는 면적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제목의 크기가 

커지면서 제목의 타이포그래피에 입체, 테두리, 그림자와 같은 다양한 

효과들이 당시 유행하던 포스터와 상호작용하며 적용되었다. 우측페이지의 

상단의 사례들을 이전페이지의 1840년대의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표지의 

제목과 장식이 '창문'으로 뚜렸하게 구별되어 있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전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느껴지도록 조화되어 있으며, 제목이 훨씬 

빠르게 읽힘을 알 수 있다.

1　 오웬 존스의 사례에서 장식은 그 내용의 시대적 양식에 걸맞게 사용되었다.

2　 p. 118의 사례들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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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1853년, 'The London Picture Book for all Good 

Boys and Girls', 영국. 제목의 타이포그래피에 테두리가 

사용되었으며, 장식과 함께 석판으로 제작되었다.

[3-84]  1852년, 'Reynard the Fox', 영국. 제목이 둥글게 

휘어있으며, 테두리와 함께 그림자를 사용하여 입체효과를 

주었다.

[3-85]  1850년, 'The Life and Times of Alfred the 

Great', 영국. 카드 디자인. 

[3-86]  1851년, 'Meditations and Vows Divine and 

Moral', 영국. 윌리엄 픽커링의 클래식 재인쇄판. 당시 모든 

표지들이 석판화로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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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는 지배적인 관습으로서 표지에 장식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관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기 말미의 장식들이 보이는 

삽화적 경향은 독서인구의 증가와 대중화로 인해 더 이상 하나의 양식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역설한다. 이후 표지의 장식은 점점 더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그림과 글자에 비하여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1 1856년 

오웬 존스(Owen Jones)가 당시 두서없이 사용되던 장식을 체계화하여 

'장식 문법(The Grammar of Ornament)'이라는 위대한 저서를 내놓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결국 이 책은 장식의 부흥보다는 장식의 대미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연대기가 되었다.  2 대중들의 투명성에 대한 욕구가 장식의 

불투명한 낭만주의를 앞지르게 된 것이다. 태생이 대중적이고 투명했던 

매체인 포스터의 구성, 타이포그래피, 그림의 스타일이 책의 표지로 이식되기 

시작하였다. 

1　 지식의 전달 과정에 있어 학습이 필요한 문자에 비하여 이미지가 더욱 빠르게 인지될

수 있다. 오병근, '지식의 시각화', 머리말.

2　 2012년 '다빈치'에서 한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3-87]  1891년, 툴루즈 로트렉의 

'물랭루즈(moulin_rouge)'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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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860년대 이후 표지 디자인의 방향성은 확고했다. 그것은 물랭루즈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로트렉(Toulouse Lautrec)의 포스터에 드러난 수사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장식의 품질은 갈수록 저열해졌다.  3 사람들은 

장식보다는 더욱 빠르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했고, 포스터가 이러한 

대중들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포스터의 성공은 다시 책의 

표지디자인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장식의 창문 속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던 제목과 삽화가 창문을 박차고 나왔다. 19세기 초 제목페이지가 

두꺼운 가죽커버를 박차고 나왔다면, 이번엔 내용이 장식을 박차고 나온 

것이다. 이러한 진화는 장식에 질려버린 18세기 배스커빌과 보도니의 숭고한 

정신의 연장선 상에 있다기 보다는 표지가 포스터와 같이 투명하길 바라는 

대중들의 자연선택에 의한 것이다.

결국 1925년까지 장식된 표지들은 거의 사라졌다. 천 표지엔 사진이나 

그림을 인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장식이 남아있기도 했으나, 20세기 초반 

출판사들은 종이로 된 책 싸개(paper wrapper)를 두른 책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결국 대부분의 책 표지는 판매대 앞에 서 있는 소비자의 

시점에서는 글자와 그림(사진을 포함)만으로 구성된다. 먼지덮개(dust 

jacket)으로도 불린 인쇄된 책 띠들은 점진적으로 일반화되었고 하드커버 

책들은 1930년대에 이르자 거의 오늘날의 책들과 흡사해졌다.  4

대중을 위한 책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 때문만은 아니었다. 

독서인구의 증가  5가 없었다면 출판 산업의 폭발적 증가는 아마 필요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18세기말과 20세기초의 책 시장의 폭발적 

증가를 오히려 뒤늦게 쫓아왔으며 1890년대 후반까지 제본의 대부분의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상업적 제본가들은 그때까지 유아용 

책과 같은 짧은 단행본들을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6 

3　 Ruari McLean, 'Victorian Publishers' book-bindings in cloth and leather', p.13

4　 http://bindings.lib.ua.edu/gallery/decade/decades_1920-1930.html

5　 독서인구의 증가에 대해서는 'Martyn Lyons, 'A History of Reading and Writing', 

Palgrave Macmillan, 2010, pp.137-152를 참조.

6　 1820년대 제지기계가 먼저 사용되었으며, 길로틴 재단기가 1850년대, 접지 기계가 

1880년대에 상용화되었다. 인쇄 기술의 발전은 Gaskell, pp.214-26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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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The life of General 

Francis Marion'

1845, 'The Charleston book' 1861, 'Hal's travels in Europe, 

Egypt and Holy land'

1839, 'The gift' 1847, 'The American lady's 

every day hand book of 

modern letter writing'

1851, 'Christmas blossoms'

1850, 'Rococo'

1868, 'Gardening for the Sout'

1842, 'Ahasuerus' 1849, 'Voices of nature' 1852, 'The Odd-fellow's 

offering'

1869, 'Little women'

미국에서는 60년대 남북전쟁의 영향으로 표지 장식이 보다 절제되었다. 

장식은 이전 50년대 선물용 책의 화려한 장식에 비하여 호사스럽지 못했다. 

1869년의 'little woman'표지를 보면 제목과 저자의 이름이 단순한 메달 

모양의 장식 안에 심플하게 삽입되어있다. 'Publisher's Binding Online'.

[3-88]  알라바바 대학의 'Publisher's Binding Online'에서는 천 표지를 

위주로 콜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콜렉션 중 시대별 장식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중심으로 시대순으로 정렬하였다. 앞서 들었던 종이표지뿐만 아니라 

천표지에서도 장식의 흐름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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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Selections from the 

poetical works of Robert 

Browning'

1877, 'Grandmamma's letters 

from Japan'

1886, 'All among the 

lighthouses'

1897, 'Sixty and six'

1875, 'Mark Twain's sketches 

new and old'

1880, 'The spirit world' 1887, 'Zigzag journey in the 

sunny South'

1898, 'The ambassador'

1876, 'Kitty's class day' 1883, 'The cats' Arabian 

nights'

1897, 'Cap and gown' 1904, 'Flower fables'

세기 중반 이후의 장식들은 제목의 타이포그래피가 강조된다. 장식들은 

좌우대칭을 벗어나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세기 말에 이르러 포스터의 영향을 받은 삽화 중심의 표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1904년의 'Flower fables'에서 전반을 가로지르는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당시 아르누보의 영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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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공예운동

3-10

미술·공예운동은 이미 여러 디자인 연구에서 폭넓게 연구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디자인 역사와 관련된 서적들에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도판보다는 장식과 관련된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세기 초반의 픽커링이 캐슬론을 통해 보여주었던 고전적인 간결성이 

세기말로 갈수록 상술과 영합하여 질적 쇠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존 러스킨(John Ruskin)은 당시의 디자인이 산업화와 과학 기술로 인하여 

절충주의와 창조성이 쇠락했으며 심미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였다.  1 이러한 

러스킨의 사상에 영감을 받아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를 주축으로 

영국에서 미술·공예운동이 시작되었다. 윌리엄 모리스는 처음엔 섬유의 

패턴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에는 켐스콧 출판사를 설립하여 

고전적인 가치의 복원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B. 멕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켐스콧 출판사는 인쿠나불라 서적의 미를 재발견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었다. 정교한 수동식 인쇄, 수작업 종이 제작, 손으로 깎은 목판 그리고 

랏돌트가 사용했던 것과 같이 유사한 머리글자와 테두리들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리스의 오두막 출판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속으로 

4세기나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책은 하나의 예술 형식이 

되었다.  2

장식의 역사에 있어 미술·공예운동의 의의는 '고전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데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총 53종에 이르는 윌리엄 

모리스의 다양한 출판물들은 랏돌트의 'Appian'에 필적할만한 섬세하고 

조화로운 머릿글자와 장식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모리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켐스콧 출판사의 작품들은 근본적으로 대중이 바라는 

1　 B. 멕스, p.193

2　 Ibid.,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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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서 있지 않았다. 켐스콧 출판사의 책들은 값이 비쌌기 때문에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장식 또한 당시 대중적인 삽화스타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프레드릭 가우디(Frederic Goudy)와 

브루스 로저스(Bruce Rogers)에 의한 '고전의 복원'에 영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미술·공예운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89]  켐스콧 출판사의 대표작인 '제프리 초서의 작품집' 표제지. 2절판 사이즈의 

556페이지에 달하는 이 작품을 위하여 87개의 목판 삽화와 14개의 테두리 장식을 비롯하여 

200개에 달하는 두문자 장식 및 단어들이 제작되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구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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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의 복원

3-11

미술·공예운동에서 시작된 고전의 복원 노력은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랜스톤 모노타입(Lanston Monotype)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에는 장식활자인 플러런들도 포함되었다. 1890년에 윌 브래들리(Will 

Bradley)는 새로운 플러런을 디자인하였고, 미국 활자 제작자 협회(American 

Type Founders)는 몇몇 서체 및 장식을 복원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복원은 그 품질이 형편없었으며, 애처롭게도 고전적 형태의 복각에 

더욱 몰두하도록 만들었다.  1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장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형태보다는 르네상스의 위대한 고전을 그 기반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따라서, 1916년 펠리칸 출판사(Pelican press)의 시작과 더불어 

영국에서 고전적 장식에 대한 진지한 복원이 시작되었다. 에머리 워커(Emery 

Walker)비롯한 타이포그래퍼들은 활자꾸러미들을 샅샅이 뒤졌고, 그로부터 몇 

년간 펠리칸 출판사의 장식활자 모음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2

브루스 로저스(Bruce Rogers)는 미국의 타이포그래퍼이자 서체 

디자이너로서 모더니즘을 거부한 고전적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비대칭 구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드물게 산세리프 

서체만을 사용하였다.  3  4 그는 1차대전 중인 1916년 런던으로 건너갔으나 

전쟁의 영향을 받아 많은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5 다시 

1　 Stanley Morison, p.37

2　 Ibid. 스탠리 모리슨은 이러한 노력이 펠리칸 출판사만의 것이 아니었으며 Curwen 

press, Westminster press및 다른 출판사들도 이에 동참하였다고 쓰고 있다.

3　 그는 주로 캐슬론(Caslon)을 즐겨 사용했으며, 니콜라스 장송 및 벰보, 그리포 등 르

네상스 활자 디자이너들의 서체의  디자인한 센토(Centaur)로 유명하다. 그는 센토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위하여 디자인하였다.

4　 http://en.wikipedia.org/wiki/Bruce_Rogers_(typographer)

5　 기록에 남아 있진 않지만, 당시 영국의 플러런 복원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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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부터 1928년까지 마운트 베농 인쇄소(Mount Vernon Press)에서 

일하였는데, 이 때가 그의 전성기였으며 그는 동시에 랜스턴 모노타입(Lanston 

Monotype Company)  6 타이포그래피 고문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모노타입에서 그랑종의 플러런들이 복각된 것으로 추측된다.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듯 1923년 간행된 펠리컨 

출판사의 'Typography'에 그랑종의 플러런이 삽입되어 있다. 스탠리 

모리슨은 같은 1923년 프랜시스 메이넬(Francis Meynell)등과 함께 'The 

Fleuron'  7이라는 이름의 학회를 설립하였으며, 논문에서 그랑종의 플러런과 

다. 그는 영국에서 스탠리 모리슨과 접촉하였다. 

6　 19세기말 필라델피아에서 랜스턴(Tolbert Lanston)이 설립하였으며 랜스턴이 발명한 

자동 조판기 '모노타입'으로 유명해졌다. 당시의 라이벌이었던 라이노타잎이 행 단위

로 주조되었던 반면, 모노타잎은 글자 각각을 주조하여 조판하는 방식으로 수동 조판

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노타입은 라이노타입과 달리 수동 조판

을 위한 활자 제작기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7　 1922년 런던에 설립된 타이포그래피 학회. 스탠리 모리슨과 프랜시스 메이넬, 올리버 

[3-90]  로저스가 조합한 그랑종의 플러런. 'Typography(192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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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주로 참고하고 인용한 'Printers' Flowers and Arabesques'가 

'The Fleuron'학회지의 첫 번째 논문이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3년은 

일반적으로 바우하우스(Bauhaus)의 첫 번째 전시가 있었던 해로 유명하지만, 

당시에 이와 같이 고전적인 서체와 장식물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복원하려는 

노력 또한 모노타입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앞서 언급한 브루스 로저스의 그림의 캡션을 통해 브루스 로저스는 

모노타입의 장식활자를 직접 디자인한 것은 아니고 '아름답게 배열한 

것(delightful arrangements)'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고전적인 장식활자를 

다시 복원한 것은 프레드릭 가우디(Frederic Goudy)일 것이다. 브루스 

로저스는 책 디자이너였던 반면 가우디는 활자체 디자이너 였다. 그는 미국 

초기의 유명한 서체 디자이너로서 1920년부터 1947년까지 모노타입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였다.  8 현재 폰트 파일네임의 끝에 MT라는 접미사가 달린 

대부분의 폰트들이 가우디가 복원하거나 창작한 작품들  9이다. 이 중에는 

그랑종의 플러런도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스탠리 모리슨, 프레드릭 

가우디, 브루스 로저스가 동시에 있었던 1920년대의 모노타입에서 그랑종의 

플러런이 복원되었다. 

르네상스 거장들의 목판 장식 또한 플러런과 함께 복원되었지만 불행히도 

계속 사용될 수 없었다. 목판 장식 전체가 하나의 틀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판형에서 비례를 적절히 바꾸어가며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속활자로 복원된 그랑종의 플러런들은 디지털 

폰트로 이식되어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이먼 등 5명이 발기인이었으며, 1930년까지 총 7권의 학회지가 간행되었다. 르네상

스 시대의 활자, 디자이너, 장식물들이 학회의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모노타입레코

더(Monotype Recorder)', '타이포그래피카(Typographica)', '베이스라인(Baseline)', 

'아이(eye)'등 저명한 영국 타이포그래피 저널 시리즈 중의 하나이다.

8　 http://www.myfonts.com/foundry/Lanston_Type_Company/

9　 가우디 올드스타일(Goudy Oldstyle)이 대표적이다. 펠리컨 출판사의 'Typography', 

p. 31에 시대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인정하는 서체들 중에 가라몽, 푸르니에, 보도

니, 코친 등과 함께 가우디 올드스타일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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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1923년, 펠리컨 출판사의 'Typography' 표제지. 이 책은 르네상스 시대의 아름다운 표제지들을 복원하여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다. 위의 표제지에 사용된 테두리 장식은 베르나르 살로몽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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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펠리컨 출판사의 'Typography(1923)', p.1(본문 영역만을 잘라냄). 45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오늘날의 타이포그래피 서적과는 달리 고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첫머리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25명의 병사들과 함께 나는 세계를 정복하였다'. 이 책의 천 제본 하드커버는 고전적 전통을 따라 아무것도 

장식되어있지 않다. 책 등의 'Typography'라는 제목만이 유일한 장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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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Ibid., p.32. 본문의 테두리는 플랑탱이 환성한 가라몽의 활자셋에 포함되어있던 그랑종의 플러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중간중간 떠 있는 형태의 플러런(floating fleuron)과 삼엽 플러런을 고전적인 

타이포그래피 규범을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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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이것은 앞서 살펴본 'Appian'과 유사하며, 15세기 말 경 랏돌트의 것을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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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토리의 표제지 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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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16세기 중반 사용된 버나드 살로몽의 표제지 장식. 우측 하단의 WQ라는 이니셜이 작게 새겨져 

있는데, 앞서 들었던 16세기의 사례에는 이러한 시그니춰가 없었다. 따라서, 이 제목페이지는 원판을 인쇄한 

것이 아니라 복원한 것이다. 복원한 조각가가 본인의 이니셜을 작게 새겨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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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베르나르 살로몽의 또다른 제목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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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럴드 점퍼(Gerald Giampa)는 1983년 랜스턴 모노타입을 인수하면서 

프레드릭 가우디(Frederic Goudy)의 활자들을 손에 넣게 되었고, 그 

뒤로 모노타잎 조판기에서 사용되었던 서체들을 디지털 폰트로 복각하기 

시작하였다.  10 20세기 초반 복원되었던 플러런들이 디지털 폰트로 

매개(meadiation)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랄드 점퍼는 디지털 폰트 회사인 

'LTC(Lanston Type Company)'를 설립하여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하였으며, 2009년 그가 타계한 이후 LTC는 P22에서 인수하여 현재까지 

그가 남긴 디지털 폰트를 판매하고 있다.  11

결국 제럴드 점퍼의 손 끝에서 디지털 폰트로 매개되면서 그랑종의 

아름다운 꽃무늬 활자들이 가상세계에서의 영속적인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다. 현재 P22에서 판매하고 있는 70종의 폰트 중, 20종이 

장식활자(ornament)  12이며, 그 중 'LTC Fleurons Garamont'과 'LTC 

Fleurons Granjon' 두 개의 폰트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랑종의 플러런들이다. 

위의 그림은 점퍼가 랜스턴 모노타잎을 인수한 직후인 1984년 제작한 

ATF(American Type Founders) 뉴스레터의 표지디자인인데, 당시 점퍼가 

다양한 오너먼트들 중에서도 그랑종의 것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몽만큼이나 고전적 완성도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비록 디지털 폰트로 복원되긴 했지만, 오늘날 그래픽 디자인 전반에 걸쳐 

그랑종의 플러런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모노타입의 활자를 사들여 취미로 

혹은 카드와 같은 간단한 인쇄물을 만드는 경우는 발견되지만, DTP에서 

글리프를 사용하여 테두리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스타일링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고전, 모더니즘 혹은 대칭, 비대칭의 원리를 떠나 

10　 http://en.wikipedia.org/wiki/Gerald_Giampa

11　 P22는 LTC를 포함하여 현재 5개의 폰트 제작소를 인수하여 폰트를 판매하고 있다. 

12　 두문자 장식서체(Initial Letters)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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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1984년 11월, 제럴드 점퍼, ATF(American Type 

Founders) 뉴스레터. 그랑종의 플러런으로 우아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 존재한다. 상단 우측의 'Fleuron Anthology'처럼 

직접적으로 플러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플러런이 

사용될 가치가 있다. 혹은 앞서 데이비드 피어슨(David Pearson)의 사례  13처럼 

고전을 다시 디자인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실은 장식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장식은 더이상 '시대적인 

양식(Style)'의 차원에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 더 불투명한 것이 되었다.

13　 p.28 참고

[3-99]  1973년 토론토 대학출판사에서 간행한 플러런 저널 요약본 격의 

'Fleuron Anthology'. 하드커버. 총 7권의 저널 중 중요한 논문을 선별하여 

한권으로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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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1934년 브루스 로저스가 디자인한 토머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Utopia) 

한정판의 제목페이지. 마운트 버농 출판사, 뉴욕. 원전이 1516년 간행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 경우 

플러런의 사용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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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선

3-12

장식이 소멸함과 동시에 태어난 두 가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변화들은 19세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로서의 대중들이 더 이상 장식이 

아닌 20세기의 합리성이 낳은 디자인이라는 수단에 매료되고 있다는 점을 

명약관화하게 드러낸다. 그 중 하나는 펭귄 페이퍼백의 펭귄 심볼이 보여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등장이다. 펭귄 출판사의 웹사이트에서는 펭귄 

페이퍼백의 신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35년에 좋은 책을 읽기 위해서는 많은 돈 혹은 도서관 대여카드가 

있어야 했다. 저렴한 페이퍼백이 있긴 했지만, 그 가격만큼이나 

저열한 품질의 책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펭귄 페이퍼백은 'Bodley 

Head'출판사의 편집장이었던 앨런 레인(Allen Lane)의 아이디어였다. 

아가사 크리스티를 만나고 돌아오는 기차역에서 그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열차에서 읽기 위한 책을 찾았다. 하지만 가판대에는 대중적인 잡지와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들을 재인쇄한 책들밖에 없었다. 이 끔찍한 

경험을 겪은 뒤 레인은 서점뿐만 아니라 기차역의 가판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을 갖춘 소설을 출판하기로 

결심하였다....헤밍웨이와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들로 구성된 최초의 

펭귄 페이퍼백이 1935년 등장하였다. 펭귄 페이퍼백은 소설은 주황색, 

전기는 파란색, 추리소설은 녹색으로 색상을 통하여 구별되었으며 

가격은 6펜스에 불과했다. 6펜스는 당시 담배 한 갑의 가격에 불과했고 

대중들의 책에 대한 생각이 영원히 바뀌었다. 페이퍼백의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1

사실 펭귄 페이퍼백의 등장이 그다지 새로울 것은 없었다. 위의 펭귄 

웹사이트의 글은 다소 미화된 경향이 있다. 16세기의 알두스 마누티우스가 

이미 고품질의 포켓사이즈 문고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19세기 

1　 http://www.penguin.co.uk/static/cs/uk/0/aboutus/aboutpenguin_

companyhi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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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윌리엄 픽커링을 포함한 많은 출판사들이 저마다 알두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문고판을 앞다투어 내놓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2 일반적인 경우 

문고판의 표제지 혹은 표지에는 작은 판형 및 다양한 책이 시리즈로 출간되는 

특성으로 인해 화려한 장식이나 디자인보다는 출판사의 상표(colophon)가 

주로 사용되는데, 펭귄의 페이퍼백에 등장한 상표로써의 펭귄은 예전의 

상표들과는 달랐다.  3 아래 17세기 '알디네 고전'의 재인쇄판의 표제지와 

1936년의 펭귄 페이퍼백의 표제지에서 사용된 돌고래와 닻, 그리고 펭귄은 

각각 출판사의 상표로써 일련의 문고판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상징물이지만 

형태의 복잡성이나 표현방식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인다.[3-101]

2　 p.116 참고

3　 19세기 중엽에도 작은 판형의 책 표지전체에 삽화가 사용된 사례가 있다. 논문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맥락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형 출판사의 플래그쉽(flagship)으로 인정

될 수 있는 포켓사이즈의 고전시리즈'라는 개념으로 문고판의 의미를 한정하였다. 

[3-101]  17세기 '알디네 고전'의 재인쇄판 및 1936년 펭귄 페이퍼백 시리즈. 제목과 

상표라는 구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가죽커버를 들춰야 비로소 보이는 표제지의 

작은 제목은 가격까지 써있는 페이퍼백에 비하여 투명성의 차원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은 출판사의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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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레인의 의도가 알두스 마누티우스의 생각과 별반 다름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 문고판의 표제지 각각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독서가들이 바라보았던 시대적인 시선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알두스와 같은 16세기를 살았으나 후에 등장한 '16세기의 위대한 

인쇄가'였던 투른의 책들을 살펴보면, 작은 판형의 책에서는 알두스와 

마찬가지로 출판사의 상표를 사용하였지만, 콰르토(quarto)와 같은 보다 큰 

판형의 책에서 투른은 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출판사에서 출판되는 책들에 

장식만을 사용한 경우가 발견된다.  4 당시 장식은 작품이었던 동시에 출판사의 

상표로도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장식과 상표에는 인간이 등장하거나, 

인간을 은유하는 자연을 모사한 장식이 주를 이루는데 결국 르네상스 시대의 

장식과 상표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토리의 깨진 항아리  5가 보여주듯 판매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자기표현에 가까웠다.[3-102] 이것은 대중이 아닌 

당시 독서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보카치오나 에라스무스, 마키아벨리와 

같은 학자이자 인문주의자들의 시선이다. 이러한 인문주의자들의 시대정신과 

맞아떨어졌기에 동방의 문화였던 아라베스크 양식이 전 유럽에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p. 48 참고

5　 B. 멕스, p.123

[3-102]  토리의 깨진 항아리, 앙리 에시엥의 나무를 가리키는 사람, 투른의 서로를 물고있는  

두 마리의 뱀 등 르네상스 인쇄가들의 상표는 단순히 하나의 상징물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다. 

토리의 깨진 항아리는 그의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담고 있으며, 일종의 자기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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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간의 존엄성을 신으로부터 구출해 낸 뒤인 20세기 펭귄 페이퍼백의 

표지에서 상표는 대중의 시선에 들어온 후 빠르게 기억될 수 있도록 

압축적이고 간결한 단 하나의 상징물—펭귄—이 되었다. 이는 르네상스 

출판사의 상표들이 회화적이며,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펭귄 페이퍼백에서는 발견되는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6펜스'라는 저렴한 

가격이 펭귄의 좌우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자리는 1478년 랏돌트의 

최초의 표제지에서 장식이 있던 자리였다. 제목의 글자 크기는 아래 그림 

중 좌측에 위치한 투른의 문고판에서 나타나듯 일찍부터 문고판에서는 

중요한 요소였다. 결국 대중의 시선은 책의 내용과 가격을 향해 있었다. 

쓸데없이 화려한 장식과 상표는 표지를 통해 책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데에는 

[3-103]  좌측부터 차례로 1574년 투른의 문고판격인 'La Sainte Bible', 1936년 펭귄의 오리지널 

문고판, 1999년 데이비드 펄햄(David Perham)이 재디자인한 'A Clockwork Orange'. 상표는 점차 

축소되면서 상징화되어가고 있으며, 상표가 있던 자리에 일러스트레이션이 등장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장식과 상표는 통합되어 있었지만, 20세기 이후의 표지에서 그 역할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문고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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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명성의 논리에 따라 당연히 

문고판보다 큰 판형에서는 19세기 말기부터 '그림'이 사용되었고, 심볼이 

차지하는 영역은 점차 줄어들었다. 20세기말 데이비드 펄햄(David Perham)이 

다시 디자인한 '시계태엽오렌지(A Clockwork Orange)의 표지[3-103]에서 

르네상스와는 다른 현대 문고판의 발전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오늘날까지 지속된다. 그림은 글자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투명하게 

책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대중들의 투명성에 대한 욕구는 당시 등장한 철제 괴물과 

같은 기계의 투시 다이어그램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철제 기계를 

사용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면도(Cut-away diagram)와 횡단면도(Cross-

sectional diagram)가 등장하였으며, 그 중 당시 매우 유명한 작가중 하나였던 

애시웰 우드(Ashwell Wood)의 공상적인 그림들은 아래와 같이 잡지 표지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6 

6　 피터월버, 마이클 버크, 김경균 옮김, '인포메이션 그래픽스', 디자인하우스, 2001. pp. 

54-55

[3-104]  1938년, 영국의 소년 주간지였던 'Modern Wonder'의 표지. 이런 잡지에는 최신 공업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컬러가 선명한 단면도 일러스트레이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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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이 소멸함과 동시에 발생한 또 다른 변화는 새로운 스타일의 

정보디자인을 통해서 당시 유행하던 추상미술과 같은 새로운 예술사조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20세기의 새로운 미학적 기준이 대중들에게 파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 이러한 정보디자인은 테오 반 되스부르크(Theo van 

Doesburg)가 주창한 자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구체 미술(具體美術, 

Concrete)'  2의 기하학적인 시각적 특질의 영향을 받아 직선, 원, 사각형 등 

사람의 사유 속에서나 존재하던 이상적인 조형요소를 사용하여 디자인되었다. 

그 중 가장 대중적인 파급효과(波及效果)가 강했던 것은 해리 벡(Harry 

Beck)이 1933년 디자인한 '런던 지하철노선도'이다. 이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는 자연상태의 노선을 적절히 단순화하여 모사했던 종전의 노선도와는 

달리 지상의 자연과 지하철 사이의 아무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오직 

강물만이 남과 북을 구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해리 벡의 

1　 물론 19세기 후반의 다양한 포스터들에 사용된 산세리프 서체들을 통해서도 대중들

이 어느정도 새로운 시대의 미학적 어휘를 감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

히 고전적인 세리프 서체들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논문에서는 장식

이 거의 사라지고 오늘날의 책에 근접한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1930년대를 중심으

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2　 네덜란드 화가인 반 되스부르크Theo van Doesburg(1883~1931)가 1930년에 추상

미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 그의 정의에 따르면, 구체미술은 자연에 

뿌리를 두지 않은 대신, 미술 자체의 형식적 속성과 기하학에 바탕을 둔 미술을 의미

한다. 그는 추상미술, 추상회화 대신 구체미술, 구체회화의 명칭을 제안하였다.

[3-106]  1933년 해리 벡이 새롭게 디자인한 런던 지하철 노선도. [3-105]  종전의 런던 지하철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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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도는 오늘날 지하철 노선도의 원형이 되었으며, 다수의 정보디자인 

서적들이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의 정보디자인이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의 대중들이 20세기 초반의 새로운 미학적 

어휘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대중들에게 

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새로운 스타일은 아름다움과 동시에 개념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지속될 수 있었다. 오늘날 다수의 정보디자인들 

또한 이와 유사한 시각적 질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 

산세리프 서체와 기학학적 조형요소를 사용하는 디자인은 '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시대적인 양식이 되었다.

 •

펭귄의 심볼과 해리 벡의 지하철 노선도는 둘 다 아름다움과 더불어  

투명함을 답보하는 기능성을 동반하고 있었다.  3 하지만 이에 반해 장식된 

표지는 대중들에게 있어 아름다울지언정 전혀 속내를 들여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것이었기에 이미 19세기 후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던 '시대적 

양식으로서' 표지의 장식들은 복원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완전히 사라졌다. 물론, 1948년 얀 치홀트가 다시 디자인한 '펭귄 

시선(penguin poets)'을 시작으로 '셰익스피어 시리즈(Shakespeare series)'나 

'악보 시리즈(penguin scores)'의 표지에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4, 이러한 

사용은 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된 것이었기에 장식이라기보다는 

장식적 디자인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하다.

3　 이 두가지 사례만으로 20세기의 경향성을 단정짓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연구의 범

위를 확대시켜 본래의 맥락을 흐리지 않기 위하여 대표적인 사례만을 언급하였다. 

4　 얀 치홀트는 'Sabon'서체를 디자인하면서 장식을 위한 플러런 또한 함께 디자인하였

다. 장 프랑수아 포체(Jean Francois Porchez)가 2006년 치홀트가 사용했던 플러런

들을 포함하여 'Sabon'의 확장판 격인 'Sabon Next'라는 이름으로 복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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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장식의 의미

3-13

오웬 존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건축가인 고트프리드 젬퍼(Gottfried 

Semper)는 '건축에 있어서 장식의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건축의 피복이란 

형태를 구조적인 것과 장식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을 때까지 비물질화하는 

예술수단  1'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구조적인 요소과 장식적인 

요소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에 동시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플러런이나 오너먼트에 비해 문자를 

사용한 디자인이 훨씬 더 많은 현상이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완벽하게 

불투명한 장식은 제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소멸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켐스콧 출판사에서 시작된 고전 복원 운동이 시사한다. 결국, 장식의 가능성는 

장식이 표지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장식을 오늘날의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 안에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소를 내포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두 가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장식을 그 주제로 하는 책의 표지를 디자인하는 

경우이다. '고전'의 표지 디자인이거나, 특정한 지역의 '역사'가 그 책의 주제일 

경우, 혹은 고전적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책의 표지디자인에는 그 시대와 

주제에 맞는 장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앞서 데이비드 피어슨의 

사례에서와 같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2-8] 1934년 브루스 로저스가 디자인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표제지 또한 원전이 1516년의 것임을 감안할 때 

플러런을 사용한 테두리 장식은 적절하다.[3-100] 

하지만 이러한 방향은 특정한 책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성을 

원천적으로 내포하고 있음으로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 장식을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방향은 장식으로 구조적 

요소를 표현하거나, 구조적 요소를 장식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된다. 장식을 

1　 이병욱, '고트프리드 젬퍼의 건축에서 장식의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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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문자를 만듦으로써 지면의 가장자리에만 위치하던 장식을 활자의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또한 장식에 사용되는 요소 자체를 플러런과 같은 

고전적 요소가 아닌 도면에 사용되는 기호와 같은 현대적인 요소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논문에서는 작품연구를 통해 구조적 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장식적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3-107]  1948년 얀 치홀트가 디자인한 '펭귄 시선'의 표지.  

책의 인문학적인 성격으로 볼 때,  이 테두리 장식은 고전적이지만  

'장식'이 아니라 '장식적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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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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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과 매개

4-1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가라몽(garamond)이나 배스커빌(baskerville), 

보도니(bodoni)와 같은 고전적인 서체들은 20세기에 새롭게 디자인되었다기 

보다는 20세기에 복원된 서체들이다. 이러한 서체들은 다시 다양한 디지털 

폰트 제작소를 통해서 디지털 폰트로 매개(mediation)되었다. 따라서, 

고전에 기반을 둔 서체와 장식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창작보다는 기초적인 

복원과 디지털로의 매개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거인의 어깨위에 올라탄 

난장이'와 같이 고대, 중세인들이 다시 그들의 선조의 업적을 이어받아 이룩한 

결과물들은 현대인이 따라잡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에 걸쳐 정성껏 

다듬어진 결과물이기에[4-1]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것에 집착하는 것은 

유의미한 발전이라 할 수 없다.  1 따라서 논문의 작품연구에 앞선 선행연구로서 

20세기 초반에 그 가치가 입증된 장식물들을 디지털로 매개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능한 몇몇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 이러한 장식물 재매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1890년 미국의 브래들리가 자신만의 새로운 플러런을 만들고자 했으나 실패한 

전례가 있다. 오히려 복원운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4-1]  700년 경 아일랜드에서 제작된 초기의 장식페이지. '켈즈의 서'에 포함된 '카이-로' 페이지는 

그 세부에서 극도로 복잡하고 화려하게 얽혀있는 켈트 문양을 담고 있다. 우측은 좌측페이지의 네모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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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식물은 그 자체로 의미중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분야를 초월하여 그래픽 디자인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책의 

표지에 사용되기에는 의미가 부족할 수 있지만 초대장이나 카드, 청첩장 등과 

같은 행사를 알리는 간단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테두리에는 장식물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매개는 사회적 유용성을 답보하고 있다.

둘째, 아라베스크 장식물은 자연을 모티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대한 별다른 미학적 검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셋째, 알파벳의 복원과 매개는 그 사용지역과 문화권이 제한되지만, 

장식물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한글과도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을 본뜬 문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장식은 일반적으로 '유니버셜(universal)'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디지털로 매개하는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장식물이 소멸되지 않도록 

영속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접근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오늘날 디지털 아트웍은 기본적으로 '폰트'라는 매체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pdf라는 형식을 통해 자유롭게 다시 편집되고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특히 래스터 이미지가 아닌 벡터 아트웍으로 제작될 경우, 다양한 

판형에 대응이 가능하고 재구성을 통해 다양한 비율에 대응가능하다.

•

논문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표지의 다양한 장식물들 중 20세기 초 영국에서 

복원되었으나, 디지털 폰트로 매개되지 못한 몇몇 목판 장식들이 존재한다. 

목판 장식은 전체 판이 연결되어 있는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폰트와 같이 

모듈화되어 사용할 수 없는 사용성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원된 

목판 장식들은 앞서 1923년 펠리컨출판사의 'Typography'에 부록으로  

실려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서 르네상스의 거장이었던 살로몽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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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베스크 표제지 장식은 다시 디지털 아트웍으로 매개할만한 가치와 

대표성을 지닌다. 이 두 가지의 제목페이지는 16세기 처음 사용되었을 때에도 

세기를 대표하는 투른의 출판사 전체의 상표로 사용되었으며, 20세기에 

스탠리모리슨을 비롯한 영국의 타이포그래퍼들이 이를 복원하였다는 

사실이 그를 입증할 것이다. 논문에서는 어도비(Adobe)사의 벡터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를 사용하여 1923년의 펠리컨 

출판사의 제목페이지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복원된 살로몽의 제목페이지 

장식물을 우측 그림과 같이 디지털로 재매개하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과거 

복원 당시의 단점이었던 사용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4-2]  1923년, 펠리컨 출판사의 'Typography'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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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dobe Illustrator를 사용하여 베르나르 살로몽의 장식을 디지털로 매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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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매개 과정에서 전체 장식은 자연스럽게 모듈화되었다. 이 모듈들을 영감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물을 손쉽게 생산해낼 수 있다. 현대의 기술이 가지는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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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하단부의 장식은 독립적으로 머리띠 

혹은 꼬리장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밀도가 높고 조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단순히 요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색다른 결과물이 생산된다. 조형요소의 

제거를 통해 하단부 장식만으로 다섯가지의 

다른 머리띠를 만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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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상단부의 장식또한 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하며 요소의 제거 및 대칭을 통해 4가지의 변형을 만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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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좌, 우측의 기둥 또한 디자이너의 직관에 따라 다양한 길이로 자유자재로 재조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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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여 위와 같이 패턴화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래와 같이 회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는 장식에 포함된 모든 요소들이 장인의 수준높은 

조형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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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하나의 장식에서 파생된 모듈들의 조합만으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장식물들이 생산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의 영감과 직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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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재매개한 표제지 장식은 마찬가지로 살로몽의 것을 펠리컨 

출판사의 'Typography(1923)'에서 복원한 것이다. 16세기 중반 투른의 

출판물들에 총 세 종류의 표제지 장식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조형성에서 다른 두 개의 것에 못미치기에 논문에서는 조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종류의 표제지를 재매개하였다.

앞서의 장식에서는 형태를 중심으로 모듈화된 각 부위가 다양하게 

재조합되는 시도를 하였다면, 이번 장식에서는 색을 중심으로 그라데이션, 

오버프린트 등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능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보았다.

[4-10]  16세기 투른의 표제지에 사용된 살로몽의 또 다른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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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Adobe Illustrator를 사용하여 베르나르 살로몽의 표제지 장식을 디지털로 매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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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장식 전체가 확산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토샵의 레이어 

멀티플라이(multiply)를 사용하여 확산되는 느낌을 극대화시키고, 식물의 풍성함을 더욱 

강조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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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서로 다른 색상을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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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모노톤의 느낌을 보다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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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장식 전체가 가지는 확산되는 느낌을 래디얼 블러를 사용하여 

더욱 다이나믹하게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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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통한 의미 부여

4-2

표제지의 장식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도출된 장식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장식이 별다른 정보(메세지)를 전달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장식의 무의미함은 기능적 관점에서 커다란 단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문자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의미전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한 디자인은 아래와 같이 오늘날 그래픽 디자인의 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폰트로 매개된 플러런의 경우에는 이 플러런을 가지고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려는 시도보다는 플러런을 하나의 

점(dot)과 같이 활용함으로써 문자를 만들어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가 장식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플러런을 

만든 후 폰트의 종류를 다른 플러런 폰트로 변경함으로써 문자 전체의 시각적 

[4-16]  스튜디오 FNT에서 디자인한 이 두 장의 포스터는 문자에 입체적이고 

직선적인 건축적 요소를 부여함으로써 포스터의 주제에 걸맞게 디자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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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을 변화무쌍하게 바꿀 수 있는 우연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논문에서는 현재 디지털 폰트 중 고전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는 

것은 5종의 오너먼트 폰트를 사용하여 플러런을 사용한 문자 및 심볼을 

표현해보았다.

[4-17]  작품연구에 사용된 플러런 

폰트들의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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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좌측의 그림과 같이 사봉의 플러런을 조합하여 단위 요소를 만들고 이를 

하나의 도트에 대입하여 비트맵 폰트와 같이 표현하였다. 전반적으로 비트맵 폰트의 

질감이 드러나며, 판독성이나 가독성면에서 적합하지 않아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하나하나의 플러런 크기가 너무 줄어들어 거의 식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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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인터넷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그랑종의 플러런이 사용된 상단의 하트 

심볼을 만들어보았다. 다른 플러런 폰트로 대치하여 보던 중 캐슬론 오너먼트 폰트로 

바꾸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색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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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비트맵 폰트의 경우 단순하기 때문에 문자로 만들 경우 가독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좀 더 조밀한 조합을 사용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기에 좌측과 같이 그랑종의 플러런으로 

구성된 높은 밀도의 획을 만들어보았다. 이를 캐슬론 오너먼트로 폰트를 대치하게되면 우측과 같이 

색다른 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랑종의 플러런이 너무 밀도가 높고 고전적인 이미지가 강한 반면, 

캐슬론 오너먼트의 경우 소용돌이와 피스트(fist)를 통해 색다른 리듬감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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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시험삼아 M을 만들어본 결과 같은 

조합으로 묵직한 느낌과 가벼운 느낌의 두 

가지 서로다른 타입이 도출되었으며, 단순한 

비트맵에 비하여 판독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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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실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로만체 알파벳 대문자 활자셋을 완성하였다. 이 활자셋은 

디스플레이 전용의 활자셋으로 포스터와 같은 A1이상의 판형에 적합하다. 비트맵폰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판독성 및 활자꼴의 완성도 문제로 소문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랑종의 플러런과 캐슬론의 오너먼트 모두에 적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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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그랑종의 플러런을 사용한 앞의 활자셋에서 폰트의 종류만 캐슬론의 오너먼트로 

대치한 것이다. 아웃라인이 아닌 심볼을 사용하여 활자를 만드는 방법은 그 내부가 꽉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에코폰트와 같이 잉크가 절감되는 부수적인 기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의 기술적 진보에 의하여 가능한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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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논문의 주제 중 일부인 표제지 장식의 역사를 

영문으로 표기해보았다. 전반적인 판독성엔 큰 문제가 

없으나, 작은 판형에서는 장식의 세부적 느낌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일 것이다. 본 활자들은 책보다는 

포스터와 같은 대형 매체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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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합리적인 전자기호를 장식요소로 활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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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장식요소

4-3

고전적인 장식문자-플러런-들로 구성된 활자를 디자인함으로써 장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좌측과 같은 포스터를 디자인하여 

'끌레도르 팝업스토어'전시에 참가하였다. 전시의 주제가 그다지 제한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장식문자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무의미함으로 인해 지면의 테두리에만 위치할 

수 있었던 장식을 글자로 만들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중심으로 그 위치를 

끌어올려 르네상스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이 포스터의 

목적이다. 이러한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시 장식의 목적과 정반대의 

선상에 있는 '20세기 인간의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를 상징할 수 

있는 '전자기호'를 새로운 장식요소로 활용하였다. 전자기호는 순수하게 

이성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으로 회로기판이나 회로도에 사용되는 기하학적인 

기호들이다. 이러한 전자기호들은 20세기 초반에 유행한 기하학적 

조형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선들이 사용된 도면들은 구체미술과 

동일한 시각에서 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자기호들은 앞서 

20세기의 장식에서 살펴보았던 정보디자인의 다이어그램들이 가지는 미학적 

어휘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호들 중에서도 일반인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전자회로에 사용되는 

기호들을 중심으로 장식을 만들어 장식문자와 함께 사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이성적인 장식'으로서 전자기호의 활용가능성을 실험하였다. 전자기호가 

가지고 있는 직선적 질감이 자연에서 유래한 고전적 장식물의 불규칙한 

곡선들과 함께 구성됨으로써 색다른 느낌의 디자인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인간이 자연을 모사하지않고 이성적으로 만들어 낸 기호들만으로도 새로운 

장식물을 디자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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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tebrate heart is principally composed of 
cardiac muscle and connective tissue. Cardiac 
muscle is an involuntary striated muscle tissue found 
only in this organ and responsible for the ability of 
the heart to pump blood. The average human heart, 
beating at 72 beats per minute, will beat approxi-
mately 2.5 billion times during an average 66 year 
lifespan. It weighs approximately 250 to 300 grams 
(9 to 11 oz) in females and 300 to 350 grams (11 to 
12 oz) in mal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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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 is the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and physical phenomena 

charges. Electricity gives a wide variety of well-known 

current in an electrical wire. In addition, electricity 

permits the creation and reception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such 

as radio waves.



184

fF
eE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fF
eE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1212
3434 fF

eE

87

878
7

8
7

1212
3434 fF

eE

87

878
7

8
7

1212
3434 fF

eE

87

878
7

8
7

fF
eE
fF
eE
fF
eE
fF
eE

87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fF
eE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1212
3434 fF

eE

1212
3434 fF

eE

87

8
7

fF
eE

fF
eE

87

8
7

8
7

121212
343434 fF

eE

87

878
7

8
7fF

eE

87

878
7

8
7

fF
eE
fF
eE
fF
eE

8
7

8
7

8
7

8
7

8
7

fF
eE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fF
eE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fF
eE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21
43

21
43

fF
eE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fF
eE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21
43

fF
eE

878
7

8
7

8
7

8
7

8
7

fF
eE

fF
eE

fF
eE
fF
eE

8
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fF
eE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21
43

21
43

fF
eE
fF
eE

8
7

8
7

8
7

fF
eE
fF
eE
fF
eE
fF
eE

87

8
7

8
7

8
7

8
7

8
7

8
7

8
7

21
43

In invertebrates that possess a circulatory 
system, the heart is typically a tube or small 

nutrients such as proteins, fats, and sugars. 

dorsal tube and insect "blood" is almost 
always not oxygenated since they usually 
respirate (breathe) directly from their body 
surfaces (internal and external) to air. 
However, the hearts of some other arthro-
pods (including spiders and crustaceans 
such as crabs and shrimp) and some other 
animals pump hemolymph, which contains 
the copper-based protein hemocyanin as an 
oxygen transporter similar to the iron-based 
hemoglobin in red blood cells found in 
verteb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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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vertebrates that possess a circulatory 
system, the heart is typically a tube or small 

nutrients such as proteins, fats, and sugars. 

dorsal tube and insect "blood" is almost 
always not oxygenated since they usually 
respirate (breathe) directly from their body 
surfaces (internal and external) to air. 
However, the hearts of some other arthro-
pods (including spiders and crustaceans 
such as crabs and shrimp) and some other 
animals pump hemolymph, which contains 
the copper-based protein hemocyanin as an 
oxygen transporter similar to the iron-based 
hemoglobin in red blood cells found in 
verteb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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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를 활용한 

개론서 표지의 장식적 디자인

4-4

좌측의 그림은 연구자가 제목과 동일한 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보고서의 

표지에 사용한 디자인이다. 오늘날 화폐의 디자인은 과거의 장식적인 

선화표현적 경향에서 벗어나 위조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들의 기하학적 

조형성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에, 화폐의 위조방지를 

위한 기하학적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이지만, 지폐에 사용되는 실제 기호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동시에 구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주제와 연관되는 기호를 장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전반적 구성원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구성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기호를 활용한 장식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향을 생각해보았다.

오늘날 출판되는 책들은 대부분 내용과 관련된 일러스트레이션을 표지 

디자인에 사용한다. 소설, 수필, 동화 등 대부분의 인문학 관련 도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환유적 방법을 사용하여 표지를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는 학문의 개론서인 

경우에는 표지 디자인에 상징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시각화하는 환유적 

방법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내용 자체가 시각화하기 어려운 

추상적 사유의 차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개론서는 

표지 디자인에 두 가지의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완전히 추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며 단지 끌개(attractor)로써 이미지를 활용한다. 

이 경우 표지는 완벽히 불투명한 표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19세기 

초반 빅토리아 시대의 화려한 장식 표지와 다를 바 없다. 다른 하나는 다음 

페이지 좌측 우하단의 '일반화학실험'과 같이 볼 수 없는 분자 구조를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3D 및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여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추상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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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이 두 가지의 학문 서적은 공학과 물리학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 없이는 어떤 책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4-27]  입자물리학, 화학의 기본 구조인 입자와 분자의 구조를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단지 컴퓨터 그래픽의 현란함만이 강조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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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고 투명하긴 하지만, 결국 이 또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선천적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은 3D를 사용하여 분자 구조를 

모사하고 있는데, 이는 광속에 가깝게 양자 주위를 회전하는 전자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문과 

관련된 개론서의 경우에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미론적 접근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논문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이 언급했던 '언어게임'  1 개념을 통해 

새로운 개론서의 표지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본래 

언어게임을 보다 총체적인 것으로 제시했기에, 다양한 학문분야를 서로 다른 

언어게임으로 생각하는 것은 리오타르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리오타르는 

권력이나 이념, 국가와 같은 거대 서사는 한 차례 몰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영역의 언어 게임들만이 남겨져 있으며, 포스트모던의 목표는 이러한 

언어게임들의 차이를 뚜렸하게 표현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 언어게임을 구성하는 요소인 기호를 

장식적 디자인에 응용한다면 보다 투명한 장식적 디자인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문들은 언어화된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화된 

기호에 대해서는 타이포그래피적인 접근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건축학, 대기과학, 기하학, 화학, 전자공학과 같은 학문들은 저마다 

다이어그램에서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시각적 특성을 가진 기호를 사용한다.

1 어떤 규칙에 따르는 인간의 다양한 언어활동의 총칭으로, 후기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사상의 중핵을 이룬 개념의 하나이다. 『철학적 탐구 ;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1953)의 제1부 제7장에는 ‘어린이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모어

를 배우는 언어사용의 전과정(원초적인 언어)’과 함께 이것을 일반화한 ‘언어와 그것

이 짜 넣어진 여러 활동의 총체(總體)’도 언어게임이라고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서 인용]

2 사이언 말파스, 윤동구 옮김, 장프랑스아 리오타르-포스트모더니즘을 구하라, 앨피, 

2008, p.5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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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상도 동아시아 지역의 기상도인데, 등고선 위에 다양한 기호들이 

불특정하게 배열되어 모습은 대기과학만의 차별된 시각적 질감을 생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이어그램의 특성을 기호를 통하여 장식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미학적 가치를 획득한다면, 기능적이고 이성적인 

도구인 기호가 가지는 구조적인 특성이 투명한 표지디자인을 가능케 할 

것이다. 기상도와 마찬가지로 전자기판의 회로도나, 건축도면, 분자식 등은 

각각 전자공학, 건축, 화학에서 사용하는 기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어그램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각각의 학문에 걸맞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따라서, 기호의 개념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시 3D 분자구조를 만드는 

것 보다는 기호의 시각적 특질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학문의 

'정체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의 선이 가지는 조형적 특성 자체도 하나의 '기호'로 사용된다. 

[4-28]  1995년 8월, 동아시아 지역의 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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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품 연구의 마지막 과정으로 각 학문의 기호를 가감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개론서의 표지에 대한 장식적 디자인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호는 내용의 전달이 아니라 장식을 통해 학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기호 사이의 관계가 명확한 학문적 

의미를 드러내지 않도록 그 구성과 배치를 의미적 맥락보다는 미학적 표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자연을 모사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만으로 

창조해 낸 기호를 사용한 디자인은 아라베스크 장식보다도 더 인간적일 수 

있다.

[4-29]  1566년, 르네상스 시대에 건축된 로툰다 별장(villa rotunda)의 평면도. 

이것이 평면도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십자가 형태의 문양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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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4-4-1

건축학에서는 무엇보다도 평면도(plan)의 시각적 특성이 건축을 다른 학문과 

구별짓는 요소가 된다. 수직으로 교차하는 직선과 점선, 특히 점선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점선들이 종류별로 사용되면서 이러한 구조적 

직선들 사이로 건물의 외벽이 두터운 사각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각형, 

직선, 점선, 수치를 지시하는 화살표 등이 건축도면의 시각적 질감을 생성하는 

주요한 조형적 요소가 되며 이를 장식적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도면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측페이지 좌측 

하단의 기호들과 같이 도면의 축척,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위기호를 

포함하여 문, 계단, 가구, 타일, 석재바닥 등을 의미한 기호들 또한 건축도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논문에서는 '건축학개론'과 같이 널리 알려진 개론서를 주제로 설정하여 

위에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함으로써 언뜻 건축의 평면도처럼 

보이면서도 장식처럼 보일 수 있는 표지 디자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평면도의 

비대칭적 특성을 대칭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종래의 평면도와 달리 보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바닥재에 사용된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전 건축의 경우에는 평면도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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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일반적인 건축 평면도

[4-31]  건축 평면도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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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과학

4-4-2

대기과학은 기상도에 사용되는 기호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수록 좌측하단과 같은 등온선도가 등장하지만, 

논문에서는 이 논문을 참고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다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위하여 기상도의 기호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였다.

기상도의 다이어그램이 건축의 평면도나 전자공학의 회로도에 비하여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불특정성'이다. 평면도나 회로도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도록 이성적인 특성을 보여주지만, 기상도의 심볼들은 우측 

페이지 상단 좌측의 그림과 같이 그 위치가 불특정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대기과학의 장식적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불특정성'이며, 

반복이나 대칭과 같은 '특정성'은 되도록 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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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기상도에 사용되는 날씨 기호

[4-33]  대기과학에서 사용되는 온도-압력 다이어그램 [4-34]  일기도 다이어그램



200



201



202



203



204

기하학

4-4-3

기하학은 가장 유서가 깊은 학문이다. 최초로 장식페이지를 장식했던 

랏돌트조차도 유클리드(Euclid)의 '기하학 원론'을 간행한 적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기하학에는 고전적 장식물을 사용할 근거가 있다. 더불어 윌리엄 

픽커링이 디자인한 19세기의 '기하학 원론' 또한 선구적인 사례로 제시되며, 

기하학적인 특성의 원조격인 학문인만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하학적 특성'이 모더니즘을 통해 양식화 된 관계로 단순히 

도형의 제시만으로는 기하학적 특성을 장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좀 더 학문적인 느낌을 가미하기 위하여 우측과 같이 각도, 거리,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등의 기호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여 기하학 본래의 

정체성이 장식적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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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일반적인 기하학 도면

[4-36]  르네상스 시대의 기하학원론 표제지(좌)와 1847년 윌리암 픽커링의 표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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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

4-4-4

수많은 직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러나 겹치지 않는 회로 기판의 시각적 

특성이 전자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질감이며, 더불어 도면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자기호들은 저항, 스피커, 트랜지스터 등을 의미하는 심볼로써 기하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다양한 심볼들을 이용하는 

작업은 이미 앞서 연구과정에서 살펴본 바 있기에, 전자 공학의 장식적 

표지는 심볼보다는 회로의 기하학적이면서도 불규칙하게 굽이치는 등간격의 

직선들이 유발하는 미학적 질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자공학의 회로도가 주는 시각적 질감은 오늘날 정보디자인의 

일종인 데이터 시각화(Data Visaulization)이 가지고 있는 고밀도의 직선들이 

가지고 있는 질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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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전자회로도에 사용되는 기호들

[4-38]  기호들이 인쇄된 회로기판의 모습



212



213



214



215



216

화학

4-4-5

화학은 분자와 원자의 학문이다. 따라서 분자식에 사용되는 오각형과 

육각형의 조형요소 및 다른 분자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삐죽한 직선들이 

전반적인 화학의 기호적 질감을 생성한다. 이러한 육각형 주위의 삐죽한 

직선들은 마치 중세시대 14세기 고딕 양식의 필사본의 장식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4-39] 따라서 이러한 고딕 양식의 느낌을 적용하여 몇가지 

작은 장식적 요소를 만들고 이를 반복하여 배치하거나, 과거에 플러런을 

사용한 것과 같이 제목과 저자사이에 사용하여 장식적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4-39]  중세 고딕필사본의 장식(좌)와 화학 분자식(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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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분자식을 표현한 화학 다이어그램 [4-42]  3성분계 다이어그램

[4-40]  오비탈(orbital)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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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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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장식적 디자인을 주제로 하여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20세기 초 사라졌던 장식들이 오늘날 다시 

사용된다면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하여 장식의 현대적 의미를 먼저 되새긴 후, 

이를 반영한 장식적 디자인 작품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표지 장식의 역사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장식은 시대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며 7세기 경 양장 제본이 

확립된 후 19세기까지 연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으며,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둘째,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가장 오랜기간 장식의 

모티프가 된 것은 자연-특히 식물-이며 그 기반이 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으로 전파된 아라베스크 양식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장식물들은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시대적 양식'으로서의 장식은 19세기 후반에 사라지기 시작하여 

20세기 중반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 이유는 장식적인 특성이 

대중들이 바라는 투명성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장식은 

여전히 조형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넷째, 금속활자의 형태로 진화한 장식물인 플러런은 디지털로 매개되어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그랑종의 플러런과 가라몽의 

플러런이다. 이들의 가치는 아직 유효하다. 더불어 르네상스에 제작된 목판 

장식물들 중 리용의 것들은 매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작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식적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소멸의 원인이었던 구조적이고 기능적 

특성을 장식적 특성과 동시에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식에 구조적 특성을 

내포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매개하고, 문자를 만들고, 장식과는 정반대의 

시각적 특성 및 합리적인 사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장식적 디자인 작품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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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연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고전적 장식을 디지털로 매개하는 과정에서 장식은 모듈화될 수 

있다. 분절된 모듈들은 제각기 거장의 조형적 완성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듈들을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장식을 매개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

둘째, 과거에는 시도할 수 없었던 그래픽적 시도들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도할 수 있다. 오버프린트, 블러, 그라데이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 디지털 폰트로 매개된 개별의 장식활자들을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활자체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너무 단조로운 조합은 판독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활자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줄에 10개 이상의 장식활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작된 활자체는 폰트를 대치함으로써 또다른 

활자를 만들 수 있다.

넷째, 언어기호와 더불어 심볼기호를 가지고 있는 학문의 경우에는 

다이어그램에 사용된 심볼 및 선의 질감을 사용하여 장식적 디자인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단순히 기호를 활용하기 보다는 심볼이 활용된 전체 

다이어그램의 시각적 특성을 학문적 특성에 적합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시대적 양식'으로서의 장식을 연구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나, 적어도 구조적이고 기능적 요소를 동반한 

'장식적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은 점차 단순화, 효율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디자인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낸 스마트 

기기의 인터페이스가 다시 인간을 구속하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비즈니스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쓸데없을지라도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식적 디자인을 그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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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corative design based on  
a history of title page decoration

Lee Byoung Hak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Fine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 have researched a history of title page decoration to find out the reason that 

decorations disappeared. And by analysing the result, I have designed decorative works 

that is suitable for these days' environmental situation and humane meaning. 

In the renaissance era, crafters and printers used arabesque motiff to decorate title-

page. Natural object in decoration used as a metaphor of human being because people 

want to be independent from god in the era. These meaning of decoration definitely 

started to change after 19th century. Traditional title-page decorations mainly used 

as a media to express  a printers' identity and emotional feeling. But after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 title-page used as an interface that connects the author of 

a book and customers stand over bookstands. 

Because 'Traditional decorations as a style' can show nothing related to the 

contents inside of a book, they started to disappear after midtime of 19th century. 

Relatively images and illustrations had started to replace the role of decorations in 



229

title-page because they had more trasparency than decorative ornaments. The reason 

that extinction of decorations in title-page is not at the aestetic low but at the less 

tranparency of decoration.

Today we have to revive the humane meaning from rational artificial devices as 

renaissance men decorated title-page. Many statistical data about smart device addiction 

shows that they are no more human centered. So I have desgined decorative work as a 

solution that can show humane meaning. First, I have re-mediated works of mater-piece 

in renaissance era. Second, I have designed typeface which is combinaton of fleuron 

fonts. Third, I have used scientific symbols as decorative ornaments to design poster. 

These scientific symbols origianlly used in diagrams show possibility as design elements. 

Finally I designed some title-pages of various studies using suitable symbols as decorative 

elements. Throughout these decorative works, I have tried to combine functional and 

decorative elements of design. 

key words : arabesque, title page decoration, ornament, fleuron, decorative design

student number : 2010 - 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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