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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책은 한자로 冊이라고 쓴다. 종이의 묶음을 형상화한 상형자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책이란 문자와 이미지가 적혀있는 종이를 한데 묶은 기록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종이 이전 시대부터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책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이집트의 파피루스 책, 돌에 새긴 책과 같이
그 형식이 변화하며 발전해 왔다.

또한, 종이의 발달은 인쇄술의 발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목판인
쇄, 구텐베르크 활판인쇄술 등이 등장하면서 책의 제작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책이라는 매체의 기준이 형성되
기 시작했다. 이렇게 책은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로써 만들어졌고 현재에도
책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어 책의 디지털화가
활성화되면서 e-book, e-ink와 같은 것이 등장했고, 아이패드와 같은 각종
디지털기기의 등장으로 책의 디지털화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
렇게 책이란 매체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종이라는 재료를 넘어서 다양화되
기 시작했다.

책이라는 매체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둔 디지털 책과 책
의 물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종이책으로 양분화되어가고 있다. 출판계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데, 독립출판, 1인 출판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출판에서
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의 책들이 등장하였다. 기존 대량생산의 제약을
벗어나 여러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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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담고 있지 않고 책의 고유한 성질과 물성에 주목하여 여러가지 형태
적 변형을 시도하는 모습들도 보인다.

이러한 시도들의 시초는 1960년대 후반 활발했던 아티스트북(Artist
book)과 깊은 연관이 있다. 아티스트북이란 일반적인 책이라는 매체에 새로
운 질문을 던진 결과물이며 예술로서의새로운 시도였다. 아티스트북은 전시
카탈로그, 제너럴 레퍼런스, 컬렉션 카탈로그, 아티스트 모노그래프, 퍼블리
셔 모노그래프, 아티스트 북스 온 북스, 정기간행물(학술지), 퍼블리셔 카달
로그 등 다양한 장르에서 존재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3년 에
드 루샤(Edward Ruscha)의 첫 번째 단독 출판물 『 Twenty-six Gasoline
Stations(26개의

주유소) 』 와

1968년

아트딜러인

세스

시겔로브(Seth

Siegelaub)가 옵셋인쇄 방식으로 만든 책으로 ‘The Xerox Book’으로 더 잘
알려진 『Carl Andre, Robert Barry, Douglas Huebler, Joseph Kosuth, Sol
LeWitt, Robert Morris, Lawrence Weiner』가 있다. 이 둘은 모두 하나의 예
술작품으로서의 책으로 실험적 형태를 띠면서, 동시에 대량생산방식으로 제
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책과 같은 형식을 가지며 예술작품의
개념을 담고 있다. 아티스트북을 시초로 이러한 책은 예술 매체로만 한정되
지 않고 시각디자인을 비롯하여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게 되
었다. 연구자는 아티스트북을 둘러싼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컨셉츄얼북
디자인(Conceptual book design)’의 관점에서 이를 분류하고 재정의하여 보
고자 한다. 또한, 개념미술, 포토그래피, 그림책이 가지는 아티스트북의 관
계,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독립출판과 서점, 아트북페어의 양상에 대
해서도 살펴본다. 특히 독립출판시장과 독립서점, 아트북페어의 대중적 관
심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컨셉츄얼북의 대중적 필요성과
관심이 어떠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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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담고 있는 실용적이고 정보적이며 일회성으로 읽는 책들
은 디지털북으로 그 시장이 많이 이동하였지만, 종이책은 종이책만의 고유
한 영역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책은 종이라는 물성이 중요
한 요소가 되어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이며 오히려 소장 하고
싶은 책, 수집하는 책으로, 책을 구매하는 이유도 변화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종이)책의 고유한 성질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책의 고유한 성질은 책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요소들에서 찾아볼 수 있
는데,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눈으로 글자를 보는 것 이외에도 책을 넘기고
그 넘기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책의 무게감을 느끼며 책을 잡은 손의 모습
등 다양한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행위란, 글을 읽고 그에 따른 이미지를 보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연구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책을 읽는
행위는 책을 다양한 감각으로 (종이의 질감, 무게감, 시각, 시간적 요소, 청
각 등) 경험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러한 책을 읽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볼 때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작품이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닮았다. 연구자는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러한 책을 ‘새로운 방
식의 책’ 혹은 연구자가 참여한 적이 있는 ‘컨셉츄얼북디자인 프로젝트’에
서 말을 따와 ‘컨셉츄얼북(Conceptual book)’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주요어: 컨셉츄얼북, 아티스트북, 북디자인, 예술, 책, 공감각적 경험
학번: 2016-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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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배경

초기 알파벳의 탄생과정을 보면 과거의 글이란 돌에 새겨진 글자였
다. 그 후에 손으로 쓴 글을 써서 책으로 만들었다. 필사가에게 책이란 손
글씨를 담고 있는 종이를 묶은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책은 한자로 冊이라
고 쓴다. 종이의 묶음을 형상화한 상형자이다. 일반적으로 책이란, 문자와
이미지가 적혀있는 종이를 한데 묶은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역사
는 종이의 발전과 함께해왔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이집트의 파피루스
책, 돌에 새긴 책,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책, 1 종이 이전 시대부터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책의 형식이 변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종이의 발달은 인쇄술의 발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목판인쇄, 구텐베르
크 활판인쇄술 등이 등장하면서 책의 제작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
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책이라는 매체의 기준이 형성되기 시작했
다. 이렇게 책은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로서 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만
들어졌고 현재에도 책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고 책의 디지털화가 활성화되면서 e-book, e-ink와 같은 것이
등장했고, 아이패드와 같은 각종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책의 디지털화 기
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책이란 매체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종
이라는 재료를 넘어서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글을 읽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
이나 웹상에서 읽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어 종이책을 들고 다니며 글
을 읽는 사람들과 화면에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1 김진섭·김현우. 『책 잘 만드는 제책』. 두성북스, 2014.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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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는 정보의 홍수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공간은 제한적이다.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많은 정보를 작고 가벼운 물건에 담아 휴대성이 편
리한 전자책이나 스마트폰은 기능적으로 볼 때 종이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이제 정보를 담고 전달하는 역할은 인쇄된 종이책보다는 인터
넷과 전자책이 더 효율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책의 종말’을 예언
하며 책은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물론 종이책의 행보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사진의 등장으로 회화의 본질에 대하여 스스로 의문을 2 품게된
것과 같이, ‘책의 종말’ 이후에도 여전히 종이 책은 존재하지만 이제 종이
책은 스스로 책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정보전달의 목적이 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의 본질은 이제 무엇일까?

텍스트를 담고 있는 실용적이고 정보적이고 일회성으로 읽는 책들
은 디지털북으로 그 시장이 많이 이동하였지만, 종이책은 종이책만의 고유
한 영역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종말론을 앞에 둔 책의 생
존적 움직임은 다시 대량생산의 방식인 인쇄가 대중화, 진부화되기 이전의
시대로 역류하듯 다시금 희소성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귀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현대의 책은 디지털 책이 하지 못하는 것을 수행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물성, 우연성, 예측 불가능성과 같은 요소를 통해 정보
전달 이외에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칸트의 말을 빌
려 이야기하자면 감각기관들이 공감각적으로 유희하는 경험일 것이다.

2 사진의 등장으로 인해 회화의 본질은 기존의 재현하는 예술에서 표현하는 예술
로,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추상은 감각을 일깨워준다. 대상이 없는 현대의 그
림은 당연히 그림을 통해 정보를 얻지 못함. 대신 감각기관들이 유희하는 것을 경험.
3 김옥경. ‘예술매체로서의 책의 담론과패러다임’. 한국기초조형학회 2, no. 2, 2001,
p.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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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이제 종이라는 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이며 오히려 소장하고 싶은 책, 수집하는 책으로 여겨지는 책
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책이라는 매체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에 중점
을 둔 디지털책과 책의 물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종이책으로 양분화되
어가고 있다. 출판계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독립출판, 1인출판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출판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의 책들이 등장하였
다. 기존 대량생산의 제약을 벗어나 여러가지 실험을 할 수 있게 된것이다.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정보만을 담고 있지 않고 책의 고유한 성질과 물성
에 주목하여 여러가지 형태적 변형을 시도하며 새로운 방식의 책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보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책이란 텍스
트나 이미지와 같이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이다. 그러나 1960–70년대부터
등장한 아티스트북을 비롯하여 일반적 책의 기능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
의 책이 현재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책’은 이러한 아
티스트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아티스트북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
는 책이라는 매체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 결과물이며 예술로서의 새로운 시
도였다.

아티스트북은 과거에 주로 예술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의
책의 양상을 살펴보면, 독립서적이나 아트북페어 등에서 다루어지는 아티스
트북(혹은 새로운 방식의 책)은 단순히 예술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고만 볼 수는 없다. 독립서점의 증가와 아트북페어의 대중적 접근으로 인해
아티스트북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디지털 출판의 대중화로
인해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책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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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책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1.2 연구목적

시각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아티스트북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시각디자이너는 주로 주어진 콘텐츠
를 보기 좋게 잘 다듬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요즘의 시각디자이너는 글을
쓰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하고, 나아가 디자이너의
작업을 전시하기도 한다. 북디자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디자이너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기획하고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티스
트북이 예술가 자신이 직접 독점적으로 책의 제작의 모든 단계를 맡는것과4
닮은 면이 있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로서 북디자인을 단순히 텍스트를 담는 용기로
접근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 그 자체가 (시각)텍스트가 되도록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북디자인의 계
기를 마련해야 한다.

4 Ibid., p. 345. 1970년대 초에는 많은 작가들이 스스로 개인출판사를 세웠는데,
Ruscha(Heavy Industry Publications), Dieter Roth(Forlag Ed), Dick Higgins(Something Else
Press)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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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oundprints books 002』, Soichi Suzuki, Soichi Suzuki, 2015

그림 2. 『61 Books with black type on white cover』, Bernd Kuchenbeiser, Niggli Verla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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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부터 1994년까지 뉴욕현대미술관 도서관 사서로 일했던 클라
이브 필폿(Clive Philpott)의 분류를 참고하여 보면, 아티스트북의 종류에는
전시 카탈로그, 제너럴 레퍼런스, 컬렉션 카탈로그, 아티스트 모노그래프,
퍼블리셔 모노그래프, 아티스트 북스 온 북스, 정기간행물(학술지), 퍼블리
셔 카탈로그 5 등 장르를 구분을 짓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필폿이 나름대
로 구분을 지어놓았지만 실제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서 아티스트북을 위와
같이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자는 아티스트북을 둘러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
식의 책’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를 분류하고 재정의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개념미술, 포토그래피, 그림책이 가지는 아티스트북의 관계, 현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독립출판과 진의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특히 독립출판시
장과 독립서점, 아트북페어의 대중적 관심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방식의 책’
의 대중적 필요성과 관심이 어떠한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북디자인의 한계와 책이라는 매체가 주는 일반적 인식,
책은 읽기 위한 것 (그림책과 같이 읽기 이외에 다른 것이 포함된다 하더
라도 여전히 텍스트의 요구가 필요하므로) 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밝히며
책의 본질에 대해 재고하고, 그 한계를 벗어난 사례를 연구하고, 실천해보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시각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아티스트북을 비
롯한 ‘새로운 방식의 북’디자인 사례들을 찾고 이들을 어떤 맥락에서 분류,
규정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책의 현장에서 새로운
방식의 책의 가치를 탐구하여 예술과 디자인의 매체로서 새로운 방식의 북
디자인으로 접근하기 위한 길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5 Phillpot, Clive. 『Booktrek』. Zurich: JRP | Ringier, 2013. pp. 1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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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범위 및 방법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1960–70년대 아티스트북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서 책의 고유한 성질, 물성에 대한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책의 고유한
성질은 책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요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책을 읽
을 때 우리는 눈으로 글자를 보는 것 이외에도 책을 넘기고 그 넘기는 소
리를 듣기도 하고 책의 무게감을 느끼며 책을 잡은 손의 모습 등 다양한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극대화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각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새로운 방식의 책’디자인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책’에 관한 아이디어는 개념미술 아티스트인
율리시스 캐리옹(Ulises Carrión)6의 글 ‘뉴 아트 오브 메이킹 북스(The New
Art of Making Books)’7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실제로 캐리옹의 글에 영감
을 받은 여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영국의 ‘이스트사이드 프
로젝트(Eastside Project)’ 8 갤러리에서 2010년 진행한 전시 ‘Book Show’ 9 와

6 Ulises Carrión (1941, Mexico–1989, Amsterdam) 멕시코의 컨셉츄얼 아티스트. 그는
그의 글을 통해 예술 장르인 아티스트북을 정의하고 개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책에만 한
정 되어 작업한 것은 아니다. 아트워크. 이론, 개인작업활동 등. 수 많은 책 작업(아티스트북
이라 그가 칭한) 뿐 아니라 퍼포먼스, 필름, 비디오, 사운드워크, 퍼블리싱, 큐레이팅 프로젝
트, 퍼블릭 프로젝트 등 이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Ulises_Carri%C3%B3n
7 Carrión, Ulises. ‘The New Art of Making Books’. Kontexts no. 6-7, 1975.
8 https://eastsideprojects.org/
9 BOOK SHOW (exhibition at Eastside projects) 3 July to 4 September 2010 Curated
by Gavin Wade, James L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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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물인 책 『Book』10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관련된 여러 사
례들과 전시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북디자인 계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The New Art of Making Books’, Ulises Carrión, 1975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책인가
예술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에 모호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책들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둘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존
의 북디자이너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디자이너로서 이들은 어디에 위치하
게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디자인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로는 아트 북, 북 아트, 아티스트북 등 여러가지 혼동
을 주는 용어들이 있다. 이는 실제로 다양하고 애매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지역과 문화적으로도 통용되는 용어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상황
이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의 번역에서 오는 뉘앙스의 차이도 이러한 혼돈
10 Edited and designed by James Langdon Published by Eastside Projects
165 x 240 mm, 216 pp., softcover. ISBN 978-1-9067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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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러한 용어들의 정의와 함
께 통용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아티스트북의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티스
트북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아티스트북이란 용어의 유래와 의미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아티스트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클라이
브 필폿의 아티스트북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여 살펴본다. 또한, 현재 아티스
트북이란 용어가 아트북, 북아트와 혼동되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고 올바른 용어사용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아티스트북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하여 살펴본다. 완전히 분류하기
힘든 아티스트북을 최대한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 안에 속하는 아티스트북
의 예시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집중해서 살펴보고
자하는 아티스트북 디자인, 다른 표현으로 ‘새로운 방식’의 북디자인에 대해
여러 선행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다. 가장 먼저 멕시코의 개념미술가 율리시
스 캐리옹의 텍스트 ‘뉴 아트 오브 메이킹 북스’를 시작으로 책에 대한 전
시와 아티스트북 출판사, 아트북페어와 같은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
에서는 앞서 살펴본 새로운 방식의 북디자인과 관련한 연구자의 선행연구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방식의 북디자인이 가지는 특징들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북디자인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한다. 5장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귀결 맺은 새로운 방식의 북디자인의 결과
물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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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아티스트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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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티스트북 용어 정리

필폿의 말대로 아티스트북이란 단어의 사용은 되는대로11 이루어지고
있다. 아티스트북, 아트북, 북아트, 북오브제, 독립출판 등 여러가지 용어들
이 그 의미가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체 여러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여
기에 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혼란은 더욱 커지게 된다. 아티스트
북을 예술가 책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책인지, 예
술가에 관한 책인지, 예술가가 만든 책인지 그 의미가 혼란스럽다. 영어에
서도 이런 혼란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용어의 문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필폿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그래프 12를 그렸는데, 그의 그래
프들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의 그래프와 설명을 참고하여 현재의
인식에 적절하게 변형할 필요가 있다.

11 Lauf, Cornelia, and Clive Phillpot. ‘Books by Artists and Books as Art’. In: Cornelia
Lauf and Clive Phillpot(Eds.), 『Artist/Author: Contemporary Artists Books』. New York: D.A.P. and
American federation of Arts, 1998. pp. 30-55.
12 Phillpot, Clive. ‘Twentysix Gasoline Stations That Shook the World: The Rise and Fall
of Cheap Booklets as Art’. Art Libraries Journal vol. 18, no. 1, 1993, pp.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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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티스트북 설명을 위한 클라이브 필폿의 그래프13

필폿은 크게 예술과 책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고 이와 겹쳐지는
부분에서 아티스트북의 영역을 찾고자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예술(art)은 기
술과 창의적 상상력으로 제작한 창작물이며, 책은 일반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종이를 한쪽으로 묶어서 넘겨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책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이 이 논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필폿의 그래프 [그림 4]를 보면 아티스트북을 큰 개념의 용어로 보
고 그 안에서 일반적인 형식의 책, 북워크스(Bookworks), 북오브제(Book
Objects)로 나누었다. 그렇지만 아티스트북의 개념을 이해하기에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북오브제 같은 경우 책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 아티스트북으로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율리
시스 캐리옹이 북아트를 북워크스로 표현한 이후에 필폿도 이 용어를 사용

13 Phillpot, Clive. 『Outside of a Dog』. Gateshead: 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2003.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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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4 있는데, 북워크스 같은 용어는 일반적으로 보기에 단순히 책에 관련
한 작업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기에 이도 만족스러운 용어는 아니다.

수정한 그래프 [그림 5]에서는 필폿의 그래프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
하지만, 아티스트북을 아트북으로 변경하였다. 아트북은 예술에 관한 일반
적인 이론서와 같은 예술을 소재로 한 모든 책을 포함하는 부분과 책을 소
재로 한 공예적인 예술 작품까지 포함하는 큰 영역으로 보고 이를 위한 용
어를 아트북이라고 칭하였다. 이유는 아티스트의 책으로 해석될 만한 요지
가 있는 아티스트북이라는 용어보다는 아트북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
는 것이 바르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에 세계적으로 부쩍 늘어
나고 있는 아트북페어들(NY Art Book Fair, Tokyo Art Book Fair, Unlimited
Edition: Seoul Art Book Fair)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을 살펴보면 예술을 소재
로한 이론적인 책에서부터 공예적인 북오브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아트북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미
인식되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14 Phillpot, Clive. ‘Ulises Carrión: Bookworks Etcetera’. In: Juan J. Agius(Eds.), 『Ulises
Carrión , About the Books - on Books』. Geneva: Héros-Limite, 1997. pp. 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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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클라이브 필폿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안: 아트북에 속한 아티스트북

[그림 5]에서 책이라고 구분한 부분은 주로 우리가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책을 말한다. 예술 관련책 부분은 아트북에 속하지만, 예술
29

을 주제로 하여 만들어진 책일 뿐 그 책의 형식은 온전히 일반적인 책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예술을 소재로 한 책은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의
영역에 속하지만, 갤러리나 미술관에 전시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피카
소의 그림을 담은 책이라든지 마그리트의 생애를 다룬 책들은 분명히 예술
가나 예술작품을 다루고 있지만, 예술작품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이 부분
이 분명한 아티스트북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북오브제(book object)
는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예술작품으로, 형식이나 소재가 책이지만 사실
은 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작품을 뜻한다. 북아트(book arts)는 책을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공예의 하나로서의 책을 말하므로 이 역시도 북 오브
제의 영역에 속한다. 북오브제는 오른쪽 예술의 영역에 속해서 이들은 서점
이 아닌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책을 소재로 하지만 책
이 아니고 오브젝트로서의 혹은 조각으로서의 예술작품인 것이다. 아트북의
영역 가운데에 속하는 아티스트북(artist book)이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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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클라이브 필폿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안: 책, 예술, 아티스트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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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북은 여전히 그 영역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여 정의하기
어렵다. 우선 [그림 6]를 참고하여 어떤 책이 아티스트북이 아닌지에 대해
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티스트북은 아
티스트가 저자(만든이)가 되는 책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의미가 조금 더
넓어졌다. 아티스트와 디자이너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책을 제작하거나 출판
사에서 제작하는 경우, 디자이너가 책을 만드는 것, 등, 만드는 사람은 다양
해졌다. 예술의 영역이 모호한 만큼 아티스트를 규정하는 영역도 모호하고
그로 인해 아티스트북을 만드는 사람의 영역도 모호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
다. 그렇지만 만드는 사람이 디자이너이든 출판사이든 이들을 모두 아티스
트라 여긴다면 아티스트북을 아티스트가 만든이가 되는 책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티스트북의 영역에 속하는 책의 장르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 전시와 연계하여 나오게 된 책(카탈로그라고도 볼 수 있으
면서도 일반적인 카탈로그와는 구분된다), 공예적인 접근으로 만든 아티스
트 에디션을 가지는 한정본 책, 그리고 한정판이 아닌 대량으로 제작되는
‘새로운 방식의 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
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북 영역 안에서 ‘새로운 방식’의 책이다. 이러
한 책은 에드 루샤의 책 『Twenty-six Gasoline Stations(26개의 주유소)』,
1963, 1968년에 옵셋인쇄 방식으로 만든 ‘제록스북(The Xerox Book)’ 으로
더 잘 알려진, 세스 시겔로브(Seth Siegelaub)의 『Carl Andre, Robert Barry,
Douglas Huebler, Joseph Kosuth, Sol LeWitt, Robert Morris, Lawrence
Weine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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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he Xerox Book’, Seth Siegelaub, 1968

2.2 아티스트북의 역사

아티스트북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북이 나타난 사례
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티스트북의 등장은 크게 19세기
후반 영국의 시인이자 디자이너였던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년
–1896년)가 제작한 서사시집, 20세기 초의 마티스, 고갱, 고흐 등의 예술가
가 만든 ‘리브르 다티스트(Livre d’artiste)’, 그리고 1960-70년대 아티스트
북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던 15 시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아티스트북의 의미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에서 앞의 두 시기의 것은 공예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책의 개념적인 탐구
15 현대적인 의미의 예술가 책(Artists’ Books)이 예술 분야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
은 1960년 중반 무렵이었으며, 1973년 무어 컬리지(Moore College of Art in Philadelphia)에서
열린 전시를 통해 이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Stefan Klima, 『Artists Books:
A Critical Survey of the Literature』. New York: Granary Books, 1998.
33

가 없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아티스트북과는 다르다 16 . 이 논문에서
다루는 아티스트북은 1960–70년대의 아티스트북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970년대에 ‘예술가 책(Artists’ Books)’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부터
다다, 초현실주의, 이탈리아 미래파, 러시아 아방가르드, 구조주의, 플럭서스
의 작가들이 예술적 표현 매체로서 책을 활용했는데, 더 많은 대중에게 예
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가 책을 제작하였다.

에드 루샤는 아티스트북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다.
클라이브 필폿은 에드 루샤가 1963년에 출간한 『 Twenty-six Gasoline
Stations』를 최초의 아티스트북으로 17 보고 있다. 루샤는 1963년 처음 자신
의 책 『Twenty-six Gasoline Stations』를 출판한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책
을 만들어 내었는데, 그가 출판한 책들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아티스트북
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루샤의 아티스트북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63년에 처음 출판되었던 『 Twenty-six Gasoline
Stations』의 초판본이다. 루샤는 400부의 책들에 모두 번호를 매겨서, 앞서
말한 럭셔리한 한정판책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의 두 번째
아티스트북 『Various Small Fires and Milk』 (Los Angeles: Anderson, Ritchie,
& Simon, 1964)에서 그는 총 400권의 에디션 중에서 처음 50권의 책에 사
인을 했다. 그의 세 번째 책 『 Some Los Angeles Apartments 』 (Self-

16 임영길·김유림. ‘예술가 책(Artists' Books)에서의 북 오브제(Book Object)에 관한
연구’. 한국조형디자인학회 18, no. 4, 2015, p. 92.
17 Lauf, Cornelia, and Clive Phillpot. Op. cit., pp.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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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965)는 700권이 인쇄되었고 각 책은 서로 동일했다. 번호를 매
기거나 사인하지 않았다. 1967년에 루샤는 그의 첫 번째 책 『 Twenty-six
Gasoline Stations』를 재인쇄(500권)하였다. 이를 통해 책의 형태를 가진 예
술작품이 대량생산되어 적절한 가격으로 복제되는 특징에 관해 확인 할 수
있다. 칼 앙드레(Carl Andre), 코수스(Joseph Kosuth), 로렌스 웨이너
(Lawrence Weiner), 딕 히긴스(Dick Higgins)등 다른 아티스트들도 스텐실
이나 복사기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책을 만들어냈다. 당시
1960-70년대에 옵셋인쇄와 같은 단순한 인쇄기술이 보급된 것도 18 이러한
아티스트북의 생산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 『Twenty-six Gasoline Stations』, Edward Ruscha, 1963

18 김옥경. Op. cit.,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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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Various Small Fires and Milk』, Edward Ruscha, 1964

그림 10. 『Some Los Angeles Apartments』, Edward Ruscha,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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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며 안젤름 키퍼, 솔 르윗, 존 케이지, 크
리스토 등이 책을 통한 실험을 했으며, 1980년대부터는 영국과 미국의 미술
관련 대학원에는 예술가 책 전공 과정이 생겨나고, 책을 만들고 전시하는
북 아트 센터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소장하는 도서관과 미술관 이 늘어났고, 작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크고 작
은 북 페어들도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 처음 워커힐 미술관에서 ‘책을 주제로 한 오브제’
전이 열리면서 독일의 저명한 작가들의 책을 소재로 한 오브제 작품 40점
이 소개되었다. 1999년 현재의 아르코미술관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
관에서 개최한 ‘예술가가 만든 책’은 ‘판화·예술·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판화,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출판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책을 통한 실험의 결과물을 전시한 한국작가들에 의한 첫 번째 예술가 책
전시이다19.

2.3 아티스트북의 특징

아티스트북의 특징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대량생
산을 통해 제작되는 복제성이다. 일반적인 책의 특징과 같은 점인데, 이는
주로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미술관의 아티스트 에디션이나 공예적으로 제작
되는 북 아트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아티스트북은 다양한
19 임영길·김유림. Op. cit., p. 94
37

장소의 다양한 사람들과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는 미술관에서 보는
작업이 장소 한정적인 것과 차이가 있다. 또한, 대량생산을 위해 비교적 경
제적으로 제작되고 미술관이 아닌 서점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아티스트북은
다른 예술작품과는 다르게 저렴하고 일상에서 접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다. 『Twenty-six Gasoline Stations』는 가지고 다니기 편리한 책의 형
태로 만들어졌고, 일반 상업적인 책들과 같이 대량으로 인쇄 20 되었다. 또한,
이러한 『Twenty-six Gasoline Stations』와 같은 책은 피카소나 마티스, 미로
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그린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값비싼 책과는 전혀 다르
게 싼값에 판매21되었다.

둘째, 아티스트북은 예술작품이다. 예술작품이나 예술가에 관한 책
인 일반적인 전시 카탈로그나 모노그래프와는 차이가 있다. 아티스트북을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22 . 일반 책이 시집은 시집으로서,
문학책은 문학으로서, 참고서는 참고서로, 사전은 사전으로서 그 대상을 이
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아티스트북은 책마다 각자의 논리에 따
라 구성되어 있어서 23 그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예술작품마다 고유의 언어
를 가진것 처럼 아티스트북도 각각 다른 고유의 언어를 가지기 때문에 아
티스트북을 접할 때마다 그 고유의 언어를 이해할 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석이 온전히 독자의 몫이라는 것도 예술작품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20 『Twenty-six Gasoline Stations』 초판은 400부 인쇄되었다. Lauf, Cornelia, and Clive
Phillpot. Op. cit., pp. 30-55.
21 당시『Twenty-six Gasoline Stations』는 대략 3달러에 판매 되었다. Ibid., pp. 30-55.
22 흐레먼, 한스. ‘핵심 드러내기’. 미디어버스(편). 『디자인이 태도가 될 때』. 프로
파간다, 2017, p. 172.
23 Ibid., pp. 17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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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반적인 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이다. 책을 소재로 한 설
치나 조각작품 같은 예술작품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책을 북 아트 혹
은 북 오브제라고도 하는데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
다 보니 혼동을 야기한다. 이러한 부분은 용어적으로 이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책의 제작과정 전체를 아티스트가 관여한다. 일반적으로 책 한
권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기획자가 있고 콘텐츠를 제공할 작가, 그림을 그릴
화가, 그것을 책의 형식에 집어넣을 북디자이너 및 에디터가 제작에 참여한
다. 그림이 있는 책의 경우 작가는 책을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둘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것이 아티스트북 24 이다. 아티스트북은 작가가 제
작과정 전체에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종이의 선정과 인쇄방식까지 아티스트가 전 과정에 관여하거나 직접 제작한
다. 이로써 아티스트북은 그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 어느 부분
이 내용이고 어느 부분이 형식인지 분리가 어렵다.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다.

다섯째, 아티스트북은 책의 순수한 물성에 주목25하여 실험적으로 접
근한다. 아티스트북은 책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만나게 되는 경험들을
담고 있어서, 글을 정보로써 읽는 것 이외에, ‘책을 만질 때의 촉각, 그리고
책장을 넘길 때의 청각, 때로는 후각까지도 사용해 공감각적으로 감상한다
는 특성이 있다.’ 26 이러한 부분은 전자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미
래의 책의 본질을 생각할 때 중요한 특성이다.

24 김옥경. Op. cit., p. 343.
25 벤첼, 얀 ‘출판인의 열두 가지 과업’. 미디어버스(편). 『디자인이 태도가 될 때』.
프로파간다, 2017, p. 183.
26 임영길·김유림. Op. cit.,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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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아티스트북은 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아티스트북이 처음 나타나게 되고 또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1960-70년대
일 것이다. 이 시기는 또한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당시 많은 아티스트북은 미니멀리즘과
개념미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27. 솔 르윗(Sol LeWitt)의 ‘Serial Project #1’
(New York: Aspen Magazine, 1966)과 로렌스 와이너(Lawrence Weiner)의
‘Statements’ (New York: Louis Kellner Foundation/Seth Siegelaub, 1968), 조
세프 코수스(Joseph Kosuth)의 ‘Function’ (Turin: Sperone Editore, 1970)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의 책은 전통적 방식의 책 제작방식을 벗어나 ‘책
이라는 매체가 지닌 표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개발’ 28 하는 방향으로 접근
되었다. 이렇게 지면 자체가 작품이 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전시방
식이 바로 ‘아티스트 북’이다29.

그림 11. ‘Serial Project #1’, Sol LeWitt, 1966

27 Lauf, Cornelia, and Clive Phillpot. Op. cit., pp. 30-55.
28 벤첼, 얀. Op. cit., p. 185.
29 김옥경. Op. cit., p.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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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Statements’, Lawrence Weiner, 1968

2.4 아티스트북 스팩트럼

Arnaud Desjardin의 『The Book On Books On Artist Books』을 보면,
아티스트북을 여러 장르로 구분하여 놓았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전시
카탈로그(Exhibition Catalogues), 제너럴 레퍼런스(General Reference), 컬
렉션

카탈로그(Collection

Catalogues),

아티스트

모노그래프(Artist

Monographs), 퍼블리셔 모노그래프(Publisher Monographs), 아티스트 북스
온 북스(Artists’ books on books), 정기간행물(Periodicals), 퍼블리셔 카탈로
그(Publisher

Catalogues),

연감

&

페어카탈로그(Yearbooks

&

Fair

Catalogues)로 30 나누어 구분 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아트스트북의
영역에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다른 책들도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시 카탈로그는 말 그대로 전시에 관한 책인데 아티스

30 Desjardin, Arnaud. 『The Book on Books on Artist Books』. The Everyday Press, 2013.
p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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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북은 전시 카탈로그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관습적인 전시카탈로그가
전시의 내용을 그대로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아티스트북으로서의 전시
카탈로그는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을 책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장을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책에서 또다시 전시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카탈로그는 아티스트북의
영역에서 흔히 실험되는 장르인데, 아티스트북이 아닌 관습적인 책의 형식
을 취하는 전시 카탈로그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시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을 아티스트북의 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소 모호한 접근이다.

그림 13. 『Twenty-six Gasoline Stations』, Edward Ruscha, 1963

그림 14. ‘the Xerox Book’, Seth Siegelaub,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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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류 방식은 책의 목적에 의한 분류가 아닌 콘텐츠에 따른 디
자인적 형식에 대한 분류이다. 콘텐츠에 의한 분류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미지 기반, 텍스트 기반, 이미지와 텍스트 혼합 기반 31으로 구분된
다. 이미지 기반은 다시 사진, 그림, 패턴이나 기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
다.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북은 루샤의 『 Twenty-six
Gasoline Stations』와 같은 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책은 글이 거의
없고 이미지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미지를 사진 작품으로 감상하기 위
함보다는 사진들의 모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거나 일상에서 늘 지
나치지만 보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이미지 위주의 아티스트북은 주로 시각적 즐거움이나 새로움을
지면 위에서 경험하게끔 해주는 책이다.

그림 15. 『The Object Lessons』, Francesco Pedraglio, Mousse Publishing, 2012

텍스트 기반의 아티스트북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발견되는 데 글
자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글을 읽는 방식이 독특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오브젝트 레슨(The Object Lessons)』(2012)은 하나의 전시에서 영
감을 받아 이야기를 만든 것으로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캡션에는 작품에

31 Phillpot, Clive. Op. cit., p. 4. 필폿의 다이어그램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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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만 나와 있고 그 이미지는 없는 것이 독특하다. 책은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 독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읽도
록 인도한다.

그 외의 형식들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혼합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어쩌면 가장 흔한 책의 구성 방식으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
가 텍스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가 사용되거나,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
해 텍스트가 사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아티스트북에서는 단순히 글과 이미
지가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고 이미지와 글이 서로 동등한 위치를 가
지며 관계하거나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거나 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페이퍼백 책과 같아 보이는 작은 책 『A Play』는 시리즈
의 퍼포먼스와 전시를 연계하여 만들어진 책으로 얼핏 보기에 글과 이미지
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 퍼포먼스의 타임라인
에 따라 등장하는 요소들을 지면에 풀어 놓은 것으로 퍼포먼스를 보는 것
과는 또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는 아티스트 북의 특징은 가독성을 중시하는
다른 책 디자인과는 달리 시각을 우선시한다는 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책에서도 글을 읽는 것보다는 글자를 통해 시각적 상상력이나 다른 감각의
경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 예술작품과 같이 그 해석 가능성이 무한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책 읽기라는 것을 통해서 지면에 적힌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책을 느끼고 소유하고 싶게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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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 Play』, Uta Eisenreich and James Langdon, Roma Publication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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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분석: 컨셉츄얼북디자인 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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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율리시스 캐리옹의 글과 책 전시

2010년 7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영국 버밍험의 ‘이스트사이드 프
로젝트 갤러리(Eastside Projects)’에서 ‘북쇼(Book Show)’라는 전시가 열렸
다. 이 전시는 물리적인 책의 형태를 다룬 아트워크, 오브젝트, 스트럭쳐
(Structures)를 모아 전시한 것 32 으로 이 전시의 시작점은 율리시스 캐리옹
(Ulises Carrión)의 ‘The New Art of Making Books’ (1975)의 글에서 많은 영
향을 받았다. 그의 글에서 영감 받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display device)
로서의 책에 관한 내용을 추려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책은 공간의 연속적인 사건(sequence of spaces)이다.

•

각각의 공간은 각각 다른 순간에 인지된다. 또한, 책은 순간의
연속적인 사건이다.

•

책은 이야기(낱말들)의 용기가 아니며, 이야기를 담는 가방도
아니고, 이야기를 운반하거나 전달하는 자도 아니다.

•

잘 알려진 바와 반대로 작가는 책을 쓰지 않는다.

•

작가는 글(texts)을 쓴다.

32

Wade,

Gavin,

and

James

Langdon.

https://eastsideprojects.org/projects/book-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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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Show’.

Eastside

Projects,

그림 17. 북쇼의 전시 전경과 전시 포스터, 2010

그림 18. 『Book』의 표지와 내지 일부 이미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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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작가 33 가 참여한 이 전시에서는 책의 형태에 대한 캐리옹의
관점을 수용하여 책의 물질적 형태와 인쇄된 내용 사이의 관계만을 강조하
지 않고 책으로 만들어지는 각각의 물질적 부분이 책으로서 읽혀지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전시는 ‘Show’ 파트와 ‘Book’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Show’가 갤러리에서의 전시라고 한다면 ‘Book’ 파트는 전시의 연장선으로
책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이동 가능한 전시라고 볼 수 있다. 책에 대한 다양
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시공간으로서의 책과 갤러리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3.2 출판사와 책방의 변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책은 디지털 미디어로 확장해 나갔다. e-book,
e-ink와 같은 것이 등장했고, 아이패드와 같은 각종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종이책은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디지털 책은 정보를 담는 매체로써 종이
책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종이책은 종이가 가진 물성을 활용하여 종이
책만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기존의
출판사나 서점과는 다른 속성의 출판사와 책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립
출판이나 독립서점과 같은 소규모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새로운 출판문화’
가 출현하면서 동시대 독립 예술 서점 또한 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34 새로

33

bäke, Vito Acconci, Tauba Auerbach, Bedford Press, Ulises Carrión, Melissa

Dubbin + Aaron S. Davidson, Daniel Eatock, Will Holder, Jeremy Jansen, Kelly Large, Fraser
Muggeridge Studio, OK/RM, Simon Starling, Werkplaats Typografie
34 시먼스, 존. ‘새로운 출판, 새로운 서점’. 미디어버스(편). 『디자인이 태도가 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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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출판문화에서는 ‘디자이너가 출판사를 차리는 경우’ 35 도 많아졌다. 편집
이 가장 중요하고 디자인은 보조적이었던 기존의 출판과는 전혀 다른 방식
을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출판사나 서점의 공통적 특징은
‘디자인에 대한 태도, 민주적 보급의 의지 그리고 소규모 체제의 유지’36이다.
네덜란드의 ‘로마퍼블리케이션스’ 출판사와 뉴욕의 아티스트북샵 ‘프린티드
매터(Printed Matter), 런던에서 실험적인 책 프로젝트와 출판을 하고 있는
북스프롬더퓨쳐(Books from The future)를 중심으로 이러한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3.2.1 로마 퍼블리케이션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로마 퍼블리케이션스는 1998년에 디자이너
로저 윌램스(Roger Willems)와 두 명의 아티스트 마크 만데르스(Mark Manders)와
마크 나츠잠(Marc Nagtzaam)이 설립한 출판사이다. 아티스트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
해 만드는 자율적 출판물을 제작 배포37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로마 퍼블
리케이션스는 2쇄를 찍지 않으며, 2권에서 150,000권에 이르기까지 각 책마다 다른
수량으로 제작된다. 이들이 만드는 책은 아티스트북이다. “이들이 만드는 책은 전시
도록이 아니며, 북 아트는 더더욱 아니다. 이것들은 클라이브 필폿이 자문했던 것처
럼 ‘도대체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할지’ 모호한 책들이다. 율리시스 캐리옹은 ‘The
New Art of Making Books’이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과거의 미술을 읽어
내기 위해선 알파벳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미술을 읽기 위해서는 책을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고, 그것의 요소를 파악하고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의 책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38”
프로파간다, 2017, p. 150.
35 Ibid., p. 153.
36 Ibid., pp. 152-153.
37 https://www.romapublications.org/
38

김형진.

‘<예술가의

문서들:

예술,

타이포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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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업>전’.

디자인하우스,

그림 19. 로마 퍼블리케이션스의 출판물, 『Reprint』, Karel Martens, 2015

3.2.2 프린티드 매터
프린티드 매터는 ‘책의 형태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늘어나는
현상과 이 현상이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설립’39되었다. 설립 당시 설립 맴버들은 아티스트 북이 미술 시장과
미술관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술 제도권 밖
에서 예술을 접하는 수단 40 으로서 아티스트북을 대안으로 생각했다. 미술관
이나 갤러리에서 제작하는 마케팅의 수단이자 작품의 부산물로서의 책이
아닌, 작가가 직접 만드는 아티스트북은 ‘작품 그 자체로서의 책’이다. 41 이
렇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아티스트북의 형태를 이상적인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여긴다42. 프린티드 매터가 다루는 책은 대량 생산을 통해 비
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책으로 대중적인 예술 형식으로서 아
티스트북의 사회적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1/74681.
39 슈만, 막스. ‘아티스트북의 허브’. 미디어버스(편). 『디자인이 태도가 될 때』. 프로파간다,
2017, p. 125.
40 Ibid., p. 125.
41 Ibid., p. 130.
42 Ibid.,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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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프린티드 매터의 출판물, 『Blue Icons (Day Edition)』, Dan Walsh, 2016

3.2.3 북스프롬더퓨쳐
북스프롬더퓨처(Books from The future)는 2012년에 조슈아 트리스
(Joshua Trees)와 이반 마틴즈(Yvan Martinez)에 의해 설립된 출판사이면서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이들은 실험적인 프로젝트나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써 책을 만든다. 워커 아트 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책에 대한 이들의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책은 예술작품과 텍스트, 독자가 상호작용
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이들의 생각은 율리시스 캐리옹의 ‘The New Art of
Making Books’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이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의
책은 처음에는 보통의 평범한 책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순차적이고 물
리적인 측면을 포용하는 매체로, 공간과 인터렉션이 이루어지는 매체 43이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를 담는 매체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워커 아트 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컨셉츄얼북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등장
하는 데 ‘북스프롬더퓨쳐’는 컨셉츄얼북디자인을 역사적이고 동시대적인 퍼
블리싱 활동 (아티스트 북과 팬진부터 퍼포머티브 렉쳐와 인포메이션 환경
43 Trees, Joshua, and Yvan Martinez. ‘Over-Booked: Joshua Trees and Yvan Martinez on
Booksfromthefuture’. Walker Art Center, https://walkerart.org/magazine/over-booked-joshua-treesand-yvan-martinez-on-booksfromthe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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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으로 설명할 수 있다 44 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컨셉츄얼북디자
인 워크숍에서 책의 책다움(bookness)(미적인, 구조적인, 읽기의 물리적 특
징)을 탐험하는 것에 대해 집중한다고 하였다.

그림 21. 북스프롬더퓨쳐의 출판물 『The multiple lives of a blank book』, Yvan Martinez, Joshua
Trees, Krister Olsson, 2015

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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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티스트북의 대중적 인식

아티스트북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날로 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린티드 메터가 주최하는 뉴욕아트북페어는 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
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할 만큼 매해 사람들로 북적댄다. 도쿄, 상해, 싱
가포르, 대만 등 아트북페어는 각 나라 도시에서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세계
적으로 아트북페어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어마인드가 주최
하는 서울아트북페어인 ‘언리미티드 에디션(Unlimited Edition) 45 이 매해 열
리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해 커지고 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들어갈 만큼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계속해
서 늘고 있고 이와 맞물려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참가하려는 사람들도 매
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산도 2016년을 시작으로 아트북페어를 열고 있다.
이러한 유행은 이제 대중적으로 아티스트북에 관한 인지도가 크게 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립책방의 증가도 이러한 대중적 관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에는 72개 정도의 책방이 들어서 있고 이러
한 소규모 서점은 서울뿐 아니라 각지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요즈음
사람들은 서점에 책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간다. 미술관에 구경하
러 가듯이 놀러 가서 어떤 독특하고 새로운 책을 발견할지 기대하며 이런
저런 새로운 것들을 구경한다. 독립책방의 증가와 독립서적의 증가는 이러
한 사람들 행태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티스트북은 주로 예술가를
45 http://unlimited-edi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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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책이 대중적으로 인
식되면서 머지않아 상업적인 대상에까지 적용해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22. 언리미티드에디션 9 포스터

그림 23. 언리미티드에디션 6 행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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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도쿄아트북페어 2017 포스터(좌)와 뉴욕아트북페어 2017 포스터(우)

그림 25.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시와 페어들 (타이페이, 두바이, 싱가포르)

57

58

제 4 장 선행연구: 컨셉츄얼북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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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습을 탈피하는 형식의 책:
『Jaime Gili: Repetition』

『Jaime Gili: Repetition』은 2012년에 연구자가 런던과 베네수엘라에
서 활동하는 예술가 하이메(Jaime Gili)를 만나 그의 지난 10년간의 작업을
84페이지의 작은 책 안에 담은 아티스트모노그래프이다. 연구자에게 컨셉츄
얼북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처음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된 프로젝트로, 이 프
로젝트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가 함께 콜라보레이션 형식을 취하여 작업을
하여, 아티스트의 작품에 대한 제삼자인 연구자의 관점이 온전히 반영된 작
업이다. 완성된 책은 관습적인 아티스트모노그래프의 형식을 벗어나 개념적
으로 접근하고자 한 결과물로서, 단순히 아티스트의 작업을 최대한 있는 그
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기존의 모노그래프의 방법에서 탈피하고, 책을 하나
의 전시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 안에서 아티스트의 작품이 반복적으로 움직
이거나 변형되도록 하면서 그 공간을 통해 독자는 작가의 개별 작품을 보
는 것을 넘어서 작가 작품세계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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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Jaime Gili: Repetition』, Booksfromthefuture, 2012

작가의 10년간의 작품을 최대한 많이 담아 보여주려 하지 않고 작품
의 콘셉트와 그 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완성된 책 그 자체가 하
이메의 작품의 개념을 반영하도록 의도하였다. 이미지와 실제 작품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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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볼 때에 이 책에 포함된 작품 이미지는 단 하나도 실제 작품과 동일
한 것이 없다. 작품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도록과 같은 정보전달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대신 10년간의 작품이 축적되어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이 책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고자 하였다.

하이메의 작품은 10년간 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변화하고 있
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확장하는 날카로운 삼각형 같은 작업인데, 그
형태가 반복적이면서 생명체가 움직이는 듯 계속해서 변한다. 또한, 그림은
캔버스 안에서 자유롭게 확장하다가 캔버스를 벗어나 벽으로 삐쳐나가기도
하고 건물의 벽 전체를 감싸기도 한다. 이러한 스타일의 그의 작업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여 책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의 작업이 움직이며, 확대
되며, 색이 변하기도 하도록 만들었다. 독자는 이 책을 대할 때 각 섹션에
서 작품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면의 중앙에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작가의 인터뷰를 읽을 수도 있고, 각 섹션 마지막에
등장하는 작품명과 함께 작품을 하나하나 감상할 수도 있으며, 책을 플립하
면서 책 안에서 움직이는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책의 특징은 일
반적인 태도의 접근 방식으로 읽을 수(이해할 수) 없다. 독자는 이 책을 읽
으면서 관습적인 독서의 방식이 아닌, 글을 읽기 위해 책을 돌리거나, 플립
핑하거나, 앞뒤로 이동하며 찾아본다거나 하는 다양한 행태로 작품을 단순
히 이미지로 보는 것을 넘어 작품 자체를 공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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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티스트의 작업을 재해석하기: 솔르윗 책

자기주도적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되어
재해석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미니멀
리즘, 개념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솔 르윗의 작업에 관한 재해석으로, 복사
기를 통해 그의 작품을 재발견하는 방법을 택했다. 복사기 위에서 손을 자
유롭게 즉흥적으로 움직이면서 예측하지 못한 변형된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솔 릐윗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왜곡된 형태
로 보여 준다. 이 간단하면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무한히 창조되는 이미
지들은 르윗의 작업 패턴인 반복과 증식의 한 형태를 간접적 그리고 개념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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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On Sol Lewitt: extended experiments on perception & representa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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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On Sol Lewitt: extended experiments on perception & representation』,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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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언어적 놀이로서의 책:
『Freud: first sentences』,
『Remaking Freud: First sentences』

그림 29. Freud: first sentences』, 2013

서로 관련 없는 여러 대상이 나란히 놓였을 때, 어떤 의미나 이야기
가 생겨날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영국 센트럴 세인트 마틴
스쿨 도서관의 프로이트 섹션에서 모든 책을 순서대로 꺼내어, 각 책의 첫
번째 문장을 받아 적고 그것들을 그대로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각 문장은
서로 연결되어 묘하게 대화를 이어나간다. 마치 프로이트에 관련된 수많은
저자가 함께 서로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다. 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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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보면서 프로이트라는 한 사람의 방대한 영향과 그에 영향받은 수
많은 사람의 생각을 접하게 되는데, 각 문장은 우연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
게 되거나 동문서답을 하면서 이어지는 대화를 보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
는 새로운 방법으로 프로이트를 읽게 된다.

각 첫 번째 문장들에 해당하는 원래의 책 정보는 독자가 글을 대화
형식으로 쭉 읽어나가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맨 뒤의 레퍼런스 부분에 묶어
놓았고 쪽 번호는 도서관의 분류 번호로 대체하여 각 문장과 레퍼런스 페
이지를 이어준다. 그래서 독자는 언제든지 실제의 책을 찾아볼 수 있고 역
으로 그 책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책은 한 섹션을
집약적으로 담은 책이면서 압축된 또 하나의 도서관이 되었다.

그림 30. 『Remaking Freud: First sentences』, 2016,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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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emaking Freud: First sentenc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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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Remaking Freud: First sentences』, 표지와 관객 참여 과정

『프로이트: 첫 번째 문장들 (Freud: first sentences)』과 연계하여 『프
로이트: 다시 만들기(Remaking Freud: First sentences)』 프로젝트를 진행하
였다. 전시장 한편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한 문장씩 잘라 섞은 『 프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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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장들』을 관람객이 자유롭게 뽑아 재조합하도록 하였다. 각 문장
은 질서를 잃고 우연적으로 이리저리 섞여서 한편으로 조각적인 페이지가
나타나거나, 구성적인 페이지가 나타나기도 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서도 읽
을 수 없는 지면의 묶음이 되었다. 이 책 작업은 각 문장이 충돌하고 만나
는 지점에서 어떤 의미와 이야기가 재탄생하는지를 실험하고자 하였다.

4.4 엉뚱한 놀이로서의 책, 『Alphabet Book』

그림 33. 『Alphabet Book mini (Artist edi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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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Alphabet Book (Artist edition)』, 2013

이 책의 원작 『Alphabet Book』은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핸드메이드
로 제작한 알파벳북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들의 형태적 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알파벳 레터의 일부분과 윤곽으로 표현된 모호한 이미지의 형태가 조화되어
a-z까지 나열되어있는 책. 명확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미지의 형태로
인해 독자는 묘한 조형 감각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글자가 의미하는 단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상상을 해야 한다. 『Alphabet Book mini』는 『Alphabet Book
』의 연장선에서 제작한 시리즈로 아주 작은 미니북의 크기에 직접 만든 지우
개 도장을 찍어 제작하였다. 크기가 변하면서 그에 따른 인쇄 도구가 변하면
서 결과문의 텍스쳐도 변하여 이 둘은 같으면서도 다른 이미지가 되었다.

그림 35. 『Alphabet Boo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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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bet Book』은 이러한 컨셉츄얼북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출판
되면서 그 의미가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숲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
하기를 원하였는데, 상업화에 맞추어 내용이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그
대로 출판하기로 하였다. 이 책에는 알파벳에 따른 추상적인 이미지가
나열되어있을 뿐 그에 대한 설명이나 해당 이미지가 어떤 알파벳인지 적
혀있지 않다. 그래서 독자들은 통상적인 알파벳북을 생각하고 이 책을
대하지만 곧 이 책의 목적도 의미도 파악하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당황하
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자는 알파벳을 유추해보거나 상상해보게 되
면서 스스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의심으
로 인해 독자는 관습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던 대상에 대해 재고하고 새
로운 시각으로 이 대상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32페이지밖
에 안되는 이 책을 다 읽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어쩌면 며칠
을) 소요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대형서점에 입점되어 있는데, 여전히
어느 분야에 두어야 적절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어린이
그림책과 같은 외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대상은 어른에 가깝다. 단
순히 일러스트레이션 화보집이나 그림책, 예술작품집 어느 분야에든 놓이
는 것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어느 분야에 놓아도 이 책은 어색하다. 이
렇게 어느 분야에 속하기 어려워서 기존 방식의 틀을 깨고자 하는 것이
아티스트북의 속성 중 하나인데, 『 Alphabet Book 』 이 바로 그 예 중의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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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연과 콜라보레이션, 『스왑 프로젝트』

그림 36. 『Swap project』, 2013

‘즐거운 우연’을 발견해보려는 생각에서 시작된 협업 프로젝트를 진
행하였다. 두 디자이너가 만나 서로의 작업(과정+결과물)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교환하면서 책은 완성된다. 두
사람의 손에 의해 동일한 두 권의 책이 완성되었다. 작업의 과정을 간추리
면 다음과 같다.
01. 두 사람 모두 가본 적이 있는 도시를 정한다.
02 각자 그 도시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24페이지를 디자인한다.
03 각 디자인된 것을 각자 프린트한다.
04 프린트 된 페이지들을 서로 교환한다.
05 교환한 페이지 위에 각자 자신의 디자인을 오버프린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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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배열하면서 사용하는 색도, 레이아웃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서로의 디자인 과정을 모르는 상황
에서 각자가 디자인하고 이 둘을 그대로 오버랩 시키면 예측 불가능하고
우연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각자의 레이아웃에 쪽 번호를 각자가 다르게 매
겨서 한 지면에는 두 개의 동일한 쪽 번호가 다른 위치와 다른 서체와 다
른 크기로 배치되어있어서, 어느 쪽의 디자인인지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결
과적으로 한 지면에는 총 3개의 쪽 번호가 존재하게 되는데, 두 개의 동일
한 쪽수(각 디자이너가 만든)와 책 전체를 통틀어 나타내는 쪽수 한 개가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숨겨진 요소들은 처음에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시간
이 지나고 이 책을 관찰하면 할 수록 새로운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
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4.6 책에 대한 전시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 압구정에 있는 ‘그리고갤러
리’에서 ‘Reinterpreted Representation’라는 이름으로 개인전을 하였다. 이
후 이와 연계하여 같은 해 11월에는 합정동 ‘비플랫폼 갤러리’에서 ‘계획된
우연’이라는 전시, 그리고 2017년 7월에는 신사동 ‘타스크 북샵’에서 ‘공감
각도서관 1500 pages’라는 전시를 진행하였다. 전시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만들어진 30권의 공백의 책이 전시되어, ‘과연 내용이 없
는 공백의 책으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험하는 작업을 비롯
하여 책이라는 물성을 이용해 손의 감각과 직관, 그리고 타이밍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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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이 시각만이 아닌 청각과 촉각 등 오감을 통해 전시장 안을 돌아다
니면서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찾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림 37. ‘Empty books’, 책의 물성에 관한 작품. 그리고갤러리, 개인전 전시 모습,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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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mpty books’, 책의 물성에 관한 작품. 그리고갤러리, 개인전 전시 모습, 2016

그림 39. ‘One and many books: homage to Joseph Kosuth’, 다양한 형식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콘텐츠의 변화에 관한 작품. 그리고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전시 모습,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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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Sound of books’, 책의 물성에 관한 작품. 그리고갤러리, 개인전 전시 모습, 2016

그림 41. ‘Freud: first sentences’, 그리고갤러리, 개인전 전시 모습,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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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그리고갤러리, 개인전 전시 모습과 전시 포스터, 2016

그림 43. ‘계획된 우연’, 비플랫폼 갤러리, 2016, 전시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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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공감각도서관 1500 pages’, 타스크북샵, 2017, 개인전 전시포스터

그림 45. ‘공감각도서관 1500 pages’, 타스크북샵, 2017, 개인전 전시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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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책을 읽지 않는 책모임

그림 46. 책모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책 시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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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책모임을 온라인 매체에 기록해 놓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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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Bookabinet』, 구성과 완성 이미지, 디자인: 최현호, 지석민, 조세희, 우유니게

책을 읽지 않는 책 모임은 북토크(Booktalk) 46 라는 이름으로 2013년
3원 4일 런던에서의 첫 모임을 시작으로 생겨났다. 당시 이 모임은 책을 좋
아하는 학교 동문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책 모임은 디자인과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독특한 책을 가지고 와서 서로 돌아가며 보고 이야기를 나

46 Choi, Hyunho. ‘Booktalk’. https://booktalk13.wordpress.com/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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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는 모임으로, 이후 2017년 1월부터 책에 빠진 사람들의 책을 읽지 않는
책모임: ‘책구멍’을 진행하였다. 런던에서 했던 책모임의 연장선으로 시작한
‘책구멍’모임은 책 읽기란 글을 읽는 행위라는 생각에서 더 나아가, 책을
다양한 요소가 총체적으로 조합되어 읽는 오브젝트로서 바라보는 모임이다.
책이 가지고 있는 종이의 질감, 책의 무게, 책을 넘길 때의 소리, 책의 냄새,
책의 제본 방식이 주는 느낌까지 다양한 요소와 감각이 책을 읽는 경험에
관여하는 것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구성원은 총 4명으로(최현호, 지석민, 조
세희, 우유니게) 구성되어있으며 서울에서 격주 목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가 수집한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이 모
임에서 총 50권이 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동안의 모임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출판하였다. 『Bookabinet』은 그동안 보아온 책을 소재로
각자가 바라본 다양한 시각으로 디자인한 책모임의 결과물이다. 총 6권의
책과 하나의 인덱스포스터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각 책에서 다 다른 디자인
스타일과 콘텐츠,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판형과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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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최종작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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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작품연구 배경

컨셉츄얼북을 통해 독서에 대한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독서는 단
순히 책의 지면에 쓰인 글자를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책의 크기,
무게, 페이지의 수, 종이의 재질, 페이지를 만지는 손의 촉각, 페이지를 넘
길 때의 소리 등 지면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독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소들은 책의 본문(text)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책의 내용 그 자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캐리옹은 그의
글에서 책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텍스트는 책 일부로서 그중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필수적이거나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한다. 4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글이 없는 책은 단지 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글자가 아닌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 책인 것이다.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책의 책다움을 찾아서 경험
할 수 있게 해주는 책, 하나의 공간과 물성으로서 책을 경험할 수 있는 책,
무엇보다 책을 대하는 경험을 통해서 평소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제
공하는 책이 캐리옹이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책의 형식이자
책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북스프롬더퓨쳐는 아트 워커 센터에서 진행한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책 디자인을 ‘컨셉츄얼북디자인’이라고48 정의하였다.
컨셉츄얼북은 주로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책의 대상을 예술의 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상적 공간을 주

47 Carrión, Ulises. ‘The New Art of Making Books’. Kontexts no. 6-7, 1975.
48 Trees, Joshua, and Yvan Martinez.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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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정하였다. 대상을 재현하여 보여주는 직접적인 기록물로서 책을 대하
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담긴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
하여, 일상적 공간에서 관찰하고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고 이것을 책으로 만
들어 보고자 하였다.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Xavier de Maistre)가 쓴 『내 방 여행하는 법』
에서 최종작품의 주제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1763년 샹베리(오늘
날 이탈리아와 스위스에 인접한 프랑스 사부아 지방의 주도)에서 태어난
그자비에는 프랑스에서 고향 지방을 점령한 이후 토리노에 머물다, 1790년
에 어떤 장교와 결투를 벌이게 되고, 그 이유로 42일간의 가택연금형을 받
게 된다. 방 안에서 보내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자 쓴 글을 모아 출판한
것이 바로 『내 방 여행하는 법』이다. 이 책에서 그자비에가 척도법이나 방
위법을 사용한 표현 49 으로 자신의 방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나, 집안에
서 저자가 이동하는 짧은 동선을 긴 여행을 하듯이 표현50 한 부분이 방이라
는 일상적인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러
한 시선을 저자가 에세이와 같은 글의 형식으로 표현했다면, 연구자는 방이
라는 대상을 또 다른 시선으로 기록하고 시각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했다. 긴 시간 동안 방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방을
여행하는 저자의 시선을 따라서 연구자 또한 ‘방’이라는 주제로 방에서 새
로움을 발견해보고 그것들을 책으로 표현해보고자 한다.

49 ‘베카리아 신부의 척도법에 따르면 내 방은 북위 45도에, 동서 방향으로 놓여있
다. 벽에 바짝 부텅서 걸으면 둘레가 서른 여섯 걸음 나오는 장방형의 방이다’. 메스트르, 그
자비에 드. 『내 방 여행하는 법』. 장석훈(역). 유유, 2016. p. 21.
50 ‘탁자에서 시작해 방 한구석에 거린 그림 쪽으로 갔다가 에둘러 문 쪽으로 간
다.’ ‘나는 의자의 앞 두 다리가 살짝 들릴 만큼 의자에 기대 몸을 젖히고 있었다. 그러면서
의자를 앞뒤로 흔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어느새 벽 앞에 이
르렀다.’ 메스트르, 그자비에 드. 『내 방 여행하는 법』. 장석훈(역). 유유, 2016.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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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 『내 방 여행하는 법』, 표지

88

5.2 대상 선정

방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가장 개인적이고, 익숙한 공간이다. 그만큼 가까우면서도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공간인 방에서 가장 생소한 여행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8년이라는 시
간 동안 지역과 나라를 불문하고 원룸 혹은 혼자만의 방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연구자에게 방이란, 일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 되었다. 원룸은
집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함축적으로 모아둔 공간으로
집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방이다. 그자비에의 말과 같이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51 여행을 통해, 지극히 일상적이어서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 물건들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경험을 통해 어쩌면 나의 일상의 단면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일상의 단면을 먹는 것(food), 입는 것(clothes), 읽는
것(books) 세 부분으로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것의 단면, 입는 것의 단면, 내
지적재산(지식, 정보)의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 부엌, 옷장, 책장을 주제로
정하였다. 작품연구의 결과물은 3가지 주제를 나누어 3권의 각기 다른 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3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작품연구를 진행하였다.

51 메스트르, 그자비에 드. 『내 방 여행하는 법』. 장석훈(역). 유유, 20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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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작품 1. ‘부엌의 사물들: Kitchen Objects
Collected 2010–2017’

5.3.1 작품 컨셉
부엌의 사물들 140개의 이미지를 모은 책이다. 부엌은 음식을 만들
고 보관하는 사람이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인
먹는 행위를 다루는 장소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된다. 부엌에는 먹기
위한 것, 마시기 위한 것,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 보관하기 위한 것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물들이 공존하는 작은 세상과 같다.

빗살무늬 토기나 그릇 유물들은 인류의 역사를 대변하는 물건들로
서 당시의 생활방식이 드러나는 중요한 물건이다. 이처럼 일상에서 매일매
일 사용하고 있는 부엌의 사물들을 마치 박물관 도록에 실린 소장품처럼,
흔하지 않은 귀한 물건을 바라보는 듯한 태도로, 기록물의 이미지를 보여주
고자 하였다. 기능성에 입각하여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는 사물들은 생활필
수품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지만, 일반적으로 자세히 관찰되지 않는
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사용되는 이러한 사물들
의 이미지를 자세히 바라보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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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연구자의 방에서 부엌의 사물들을 채집한 위치를 그린 도면.
1) 우측 찬장 2) 좌측 찬장 3) 건조대와 싱크 4) 하단 찬장 5) 냉장고

5.3.2 기록방식: 유형학파 사진
사물들을 기록하는 방식은 1990년대 현대 사진을 대표하는 유형학
파의 사진에서 차용하였다. 베허부부(Bernd and Hilla Becher)의 작업과 같
이 ‘즉물적인 기록’으로 대상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기록하는 사진
들은 한 장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다른 사진과는 달리 방대한 양이 모여 각
이미지의 같음과 다름의 차이에서 그 힘이 나타난다. 아우구스트 잔더
(August Sander)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의 사진에서도 대상은 단
순히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대상을 넘어 반복되는 사진 속에서 당시 사회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같이 유형학파의 사진은 대량의 이미지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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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어떠한 유형이 탐지되는 데 부엌의 사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엌 생활의 방식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상적인 대상을
주제로 하는 작업으로는 구본창의 백자와 비누 시리즈에서 많은 영감을 받
았는데, 그의 이미지들은 지극히 일상적이어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대
상들을 촬영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그림 51. 베허 부부(Bernd and Hilla Becher)의 유형학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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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아우구스트 잔더(August Sander) 의 유형학적 사진

그림 53. 구본창의 비누 시리즈

그림 54. 구본창의 백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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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사진으로 기록한 부엌에 있는 사물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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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책의 판형과 제본 방식
255 x 360 mm의 큰 판형에 묵직한 양장 제본에 금박으로 제작하여
책에 실린 내용이 굉장히 귀중한 물건들로 보이도록 하였다. 너무 일상적이
어서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물들은 이러한 책의 태도와 대비되면서 평
범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휴대하기 어려운 이 책은 쉽사리 집 밖
을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안의 다른 물건들과 함께 일상의 일면을 장
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책은 매일 사용되는 평범한 부엌의 사물들과 흡
사하면서도 대조되는 모순을 가진다.

그림 56. 양장 제본에 금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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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표지 디자인
양장 제본을 감싸는 겉싸개의 표지 디자인은 부엌의 사물 일부를
재료로 모호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컵의 윗부분과 바닥 부분의 일면을 스캔
한 것인데, 자세히 볼 때까지 어떤 이미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마치 우
주의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물방울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이미
지가 되었다.

그림 57. 표지 자켓 디자인 펼친면

5.3.5 페이지 레이아웃
우측 찬장부터 좌측 찬장, 건조대와 싱크, 하단 찬장, 냉장고의 순서
로 모두 다섯 장소에서 ‘발견된’ 사물들을 구분하여 책을 구성하였고, 각
사물의 이미지 아래에는 캡션으로 사물의 이름, 제조자(사), 가지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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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도, 제조연도를 박물관 도록의 캡션을 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
하였다. 이미지가 메인 본문이 되고 글은 캡션으로서 보조 역할을 하게 되
어 본문(text)이 없는 책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맨 뒤쪽에는 인덱스를 넣어
사물의 명칭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일상에서 부엌의 사물들을 사용
할 때 어떤 사물은 쉽게 찾아지며 어떤 사물은 그것이 존재하는지조차 잊
어버린다. 부엌 어딘가를 뒤져가며 필요한 물건을 찾아본 경험은 누구에게
나 한 번쯤 있는 경험일 것이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구성된,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연속된 페이지들 속에서 페이지를 이리저리 넘
기며 찾는 행태를 통해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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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페이지 레이아웃 (펼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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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페이지 레이아웃 (펼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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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페이지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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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인덱스 페이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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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작품 사양
책 제목: 부엌의 사물들: Kitchen Objects. Collected. 2010–2017
사이즈: 255 x 360 mm (가로 x 세로)
두께: 20 mm
페이지: 152 페이지
겉싸개: 엔젤클로스 버크럼 102(black) 115g
북재킷: 러프그로스 페이퍼
내지: 젠틀페이스 화이트 128g (러프그로스)
제본: 하드커버 양장본, 북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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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표지 디자인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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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작품 2. ‘내옷사용법’

5.4.1 작품 콘셉트
옷은 개인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각적 매체이면서 몸을 보호하는 중
요한 기능을 하며 매일매일 착용하게 되는 아주 일상적인 것이다. 옷은 시각
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기록하면 그대로 옷의 특징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옷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옷의 태그는 옷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이를 매번
확인하지는 않는다. 일기예보의 기호 같은 경우는 예측한 날씨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기를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추상적인 기호를 통해 표현한
다. 옷에 붙어있는 태그를 통해 그날의 패션을 리뷰해보기로 하였다.

매일 입고 다니는 옷들을 패션 잡지의 룩북에서 옷을 소개하는 것
과 흡사하게 일상의 패션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에 실제 옷의 이미지 없이 각 옷에 달린 태그에 적힌 취급정보만으로 구성
해서 태그만으로 이루어진 코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오
늘 물세탁과 삶기가 가능한 면 100%의 티셔츠에 드라이클리닝만 할 수 있
는 울 90%와 10%의 나일론이 혼합된 사이즈 95의 코트, 그리고 물세탁이
가능하지만, 섭씨 30도 아래 온도에서 세탁하고 그늘에 말려야 하는 M사이
즈의 바지를 매칭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옷장에서 꺼낸 옷의 태그를 수집해서 스캔하고 이를 평소 입는 옷
의 순서로 조합했다. 이 책에는 일 년간 입을 수 있는 옷의 조합이 담겨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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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페이지를 넘어가며 옷을 입는 순서대로 옷의 태그가 조합되면서 하나의
코디가 완성되고, 완성된 코디 옆에는 코디에 관한 설명을 넣었다. 설명을
읽으며 독자는 실제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추측해보면서 옷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옷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속옷 6벌, 반팔티 10벌, 셔츠 7벌, 맨투맨티
와 니트, 카디건 13벌, 봄가을 재킷 9벌, 겨울 코트 6벌, 반바지 4벌, 바지 7
벌, 그 외 넥타이, 모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태그가 없는 양말과
같은 것은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옷의 태그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림 63. 실제 옷과 스캐너로 수집한 옷에 붙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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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책의 판형과 제본 방식
책의 사이즈를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이 작은 책은 바
닥에 놓고 보는 것이 아닌 손에 들고 가까이에서 보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옷의 태그를 들추어 볼 때의 경험을 연상시키고자 하였다. 책의 판형을 실
제 크기로 구현된 태그를 이용해 하나의 옷의 조합을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80 x 120 mm로 정하였다. 제본 방식은 실제본으
로 하여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낱장이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줄 수
있도록 하였고, 실이라는 재료가 옷과 연관되도록 하고자 책 표지를 펼치면
실 제본이 드러나 오픈되도록 하였다.

그림 64. 제본 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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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표지 디자인

그림 65. 표지 자켓 디자인

5.4.4 페이지 레이아웃

그림 66. 페이지 레이아웃. 옷을 입는 순서대로 태그가 추가되며 완성되는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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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페이지 레이아웃. 완성된 이미지 옆 페이지에는 그날의 코디에 대한 날씨와 설명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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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다양한 옷 태그 조합 시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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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작품 사양
책 제목: 내옷사용법
사이즈: 80 x 120 mm (가로 x 세로)
두께: 50 mm
페이지: 500페이지
표지: 엑셀R 209g
내지: 탑코트매트 92g
제본: 반양장 실제본

그림 69. 완성된 책의 형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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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작품 3. ‘Figure 351.’

5.5.1 작품 콘셉트
세 번째 작업은 책장에서 시작하였다. 음식과 의류가 눈에 보이는
생활필수품이라면 책은 지적재산 혹은 마음의 양식으로 연구자에게 있어서
삶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하여 책을 주제로 정하였다. 책을 읽기 전에 눈이
책을 훑어보는 습관이 있다. 이때 책을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미지이다.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든
(주요 내용이든 극히 일부의 내용이든) 책의 내용과 연관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미지가 꼭 책의 전체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각 책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방 서재에 꽂힌 책들을 통해 지적재산을 연속된 이미지로
바라보고 훑어보려는 의도로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책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70. 책장의 모든 책을 꺼내 처음 나오는 이미지를 스캐너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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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책장에 있는 책을 좌측 위에서부터 순서
대로 꺼내어 각 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미지를 스캐너로 수집했다.
책 제목과 저자, 출판사, 책 사이즈를 함께 기록하였고, 책 이미지의 사이즈
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실제의 책과 동일한 크기로 볼 수 있도
록 하였고 본문은 제거하고 이미지만 남겨서 순서대로 책으로 엮었다. 제목
의 ‘Figure’는 Plate, 도판, 그림 등과 같이 책에서 이미지를 다룰 때 사용하
는 용어에서 차용하였고 351은 등장하는 책의 총 권수에서 가져왔다. 이미
지, 표, 기호 등은 본문의 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이것을
뒤집어 이러한 요소가 본문 그 자체가 되도록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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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책을 스캔하여 이미지만 남기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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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책의 판형과 제본 방식
책의 판형은 351권의 책의 모든 판형 사이즈를 기록하고 그것의 평
균값(161 x 225 mm)을 산정하여 정하였다. 제본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 열린
쪽을 제본하는 방식인 프렌치 폴드(French fold) 방식으로 제본하였다. 이러
한 방식은 각각의 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흐름을 지면에 반영하
기 위한 것이며, 또한 책 전체의 볼륨에서 다양한 책이 쌓여 이미지가 중첩
되는 것을 책을 만질 때의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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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판형 결정 방식을 표현한 이미지

5.5.3 표지 디자인
표지 디자인은 다양한 책의 첫 이미지가 중첩되는 모습을 표현하였
다. 이미지를 읽는 책이라는 콘셉트를 강조하여 모호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앞표지에는 제목을 넣지 않고 책등에만 책 제목을
넣어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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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표지 앞 뒤와 책등 디자인

5.5.4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실제 원본의 책에 사용된 사이즈와 동
일한 사이즈로 배치하였고 이미지를 배치하는 방식은 원본에서 배치된 방
식에 따라 유기적으로 배열하였다. 이미지는 페이지를 넘어가며 위아래로
이동하기도 하고 크기가 변하기도 하면서 인상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독자
는 이미지만을 따라 처음부터 읽어나갈 수도 있고, 책의 중간 어딘가에서
무작위로 시작할 수도 있다. 또한, 이미지의 캡션 대신에 각 이미지의 출처
인 책의 제목을 배치하여 독자가 이미지와 책 제목을 매치시켜 볼 수도 있
고, 단순히 책 제목만 연결해서 읽어 나갈 수도 있도록 하였다. 책의 맨 뒤
에는 각 페이지에 사용된 책의 자세한 정보를 모아 인덱스에 배치시켜 실
제로 책을 찾아보고 비교해보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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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페이지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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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페이지 레이아웃 목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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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작품 사양
책 제목: Figure 351.
사이즈: 161 x 225 mm (가로 x 세로)
두께: 26 mm
페이지: 361페이지
표지: 유니트 233g
내지: 씨에라 64g
제본: 프렌치폴드 무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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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표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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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작품전시

그림 77. 3권의 책 오버뷰

그림 78. 작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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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작품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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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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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생각하는 책 읽는 행위는 책을 다양한 감각으로 (종이의
질감, 무게감, 시각, 시간적 요소, 청각 등) 경험하는 행위이다. 이런 경험은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책을
대할 때 책의 물성, 시간성, 공간성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새롭
게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예술작품이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닮아 있다. 연구자는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러한 책을 ‘새
로운 방식의 책’ 혹은 연구자가 참여한 적이 있는 컨셉츄얼북디자인 프로젝
트52에서 말을 따와 ‘컨셉츄얼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아티스트북에서 시작하여 책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을 실
험하는 컨셉츄얼북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러한 책을 예술매체로서의
책에 한정하지 않고 대중적 관심으로 다양하게 뻩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컨셉츄얼 디자인이라는 것은 개념미술과는 또 다
른 개념이지만 개념미술만큼이나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
의 요지는 책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디자인이라는 도구로 하나의 작품을 만
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책이 글을 읽는 매체라는 정의를 깨고 책의 모든
요소(형식)들이 자유롭게 유희하여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로
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티스트북이 무엇인지, 아티스트북이란 용어가 처
음 사용된 시기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책의 여러 사례를 보면서, 그 정
52 몇 년전(2012) 런던의 더북스프롬더퓨쳐(The books from the future)에서 진행한
써머스쿨에서 컨셉츄얼 북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컨셉츄얼 디자인이라는 것
은 예술사조인 개념미술과는 또 다른 의미이지만 개념미술 만큼이나 정의하기 어려웠다. 이
프로젝트의 요지는 책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디자인이라는 도구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
이었다. 책이 글을 읽는 매체라는 정의를 깨고 책의 모든 요소(형식)들이 자유롭게 유희하여
그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써머스쿨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러한 책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음을 알게되었고 그러한 책들을 하
나하나 발견할때마다 수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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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티스트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클라이브 필
폿의 아티스트북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여 수정과 재구성을 통해 아티스트북
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예시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아티스트북이란 용어가 아트북, 북아트와 혼동되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컨셉츄얼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아티스트북에
서 더 나아가 예술이라는 영역을 벗어나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컨셉츄얼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멕시코의 개념미술가 율리시스 캐
리옹의 텍스트인 ‘뉴 아트 오브 메이킹 북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많은
부분 그 의미를 같이한다. 캐리옹의 글에 영감을 받아 진행된 책 전시와 아
티스트북을 출판하는 여러 출판사들, 그리고 요즘에 더욱 유행되어버린 독
립출판과 아트북페어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책에 대한 개념의 가능성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아티스트북이라는 개념은 현재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렇지만 컨
셉츄얼북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아티스트북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아티스트북과 컨셉츄얼북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간
단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컨셉츄얼북은 아티스트북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영역이지만, 예술이라는 넓고 경계가 모호한 아티스트북에서 디자이너가 중
심이 되어 책의 한계를 실험하는 실험적인 책, 디자이너 스스로 기획과 제
작에 모두 관여하는 콘셉트가 중심이 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아티스트북이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논의되어 온 매체이지만,
여전히 그 개념은 명확히 정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쩌면 명확하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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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의도가 적절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아직 이러한 개념이
특히 잘 잡혀 있지 않은 한국의 문화에서는 충분히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고 생각되었다. 아티스트북과 컨셉츄얼북의 관계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
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둘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 다양하게 지속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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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THE NEW ART OF MAKING BOOKS’,
Ulises Carrión 번역본

‘뉴 아트 오브 메이킹 북스’, 율리시스 캐리옹

책 은 무 엇인가.
책은 일련의 연속된 공간이다.
각각의 공간들은 서로 다른 순간에 인식된다. 책은 또한 순간들의 연속이다.
책은 단어나 글을 보관하는 상자나 가방, 운반자가 아니다.
잘 알려진 견해와는 다르게, 저자(writer)는 책을 쓰지 않는다.
저자는 글(texts)을 쓴다. 글이 책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은, 글의 규모, 혹은 (시와
같이) 일련의 짧은 글의 경우에는 글의 양으로 드러난다.
책에 담긴 문학적(산문) 글은 책이 자율적인 시공간 시퀀스를 가졌다는 사실을 무시한
다. 어떤 특정 순서에 따라 책에 분포된 일련의 다소 짧은 글들(시와 같은 글)은
책의 순차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속성을 드러내고, 혹은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을 통합하거나 동화시키지는 않는다.
기록된 언어는 공간 안에서 확장되는 기호의 연속됨이며, 이때 읽기가 일어난다.
책은 시공간의 연속됨이다.
책은 원래 (문학적인) 글을 담는 용기였다. 그러나 자주적인 현실로 볼 때, 책에는
문학적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기록된 언어도, 더 나아가 다른 어떤 기호 체계도 담
을 수 있다.
문학 언어(산문과 시)가 언어 중에서 책의 성질에 가장 적합한 언어라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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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우연적으로 글을 담는 것(container)이라 볼 수 있으며, 책과 상관없는 구조
(structure)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은 서점이나 도서관의 책들을 말한다. 책은 그
형식을 강조하는 글, 그 형식의 유기적인 부분으로서의 글을 포함하여, 자발적이고
자급자족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책 제작 예술
(the new art of making books)이 시작된다.
과거의 예술에서 작가는 실제 책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그는 글
(text)을 쓴다. 나머지 일은 하인, 장인, 노동자, 다른 사람들이 관여했다. 새로운 예
술의 글쓰기에서 텍스트는 작가로부터 독자에게 가는 체인의 첫 번째 연결점일 뿐
이다. 새로운 예술에서 작가는 전체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과거의 예술에서 작가는 원고(texts)를 썼다.
새로운 예술에서 작가는 책(book)을 만든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어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평행한 기호의 시퀀스를 통해, 책의 이상적인 시공간 시퀀스를 실현
(현실화)해야 한다.

산문과 시
과거의 책에서는 모든 페이지가 동일하다. 텍스트를 쓸 때, 작가는 책의 시퀀스가
아닌, 언어의 시퀀스를 따른다. 각각의 페이지에 쓰인 단어들은 각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각 페이지는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고 다음 페이지와 동일하다. 새로운 예
술에서는 각각의 페이지가 다르다. 각각의 페이지는 각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
조(책)의 개별 요소이다.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대명사는 명사를 대체하므로 지루하고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수 있다. 언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와 사인들로 구성된 책에서, 대명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루하고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인가? 과거의 예술에서는 이
러한 것의 존재조차도 의심되지 않지만, 새로운 예술에서는 문제가 된다.
모든 페이지가 유사한 500페이지, 100페이지, 또는 25페이지의 책은 지루한 책이다.
페이지에 인쇄된 글의 내용이 얼마나 흥미진진 한가와는 상관없다.
천재 작가의 것이든, 삼류 작가에 의한 것이든, 소설은 책으로서 아무 일도 일어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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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계속 존재할 것이다. 체스
를 하거나, 험담하거나, 맘보 춤을 추거나, 크림과 함께 딸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존재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소설과 비교할 때, 시집(poetry books)에서는 아
주 가끔이지만 때때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대문자가 없는 소설이거나 다른 글자체로 쓰였거나 여기저기에 산재되어있는 화학
공식이 있는 소설이거나 그 외의 소설이거나, 이것은 여전히 소설이다. 말하자면
지루하지 않은것 처럼 보이는 지루한 책이다.
시집(a book of poems)은 가능한 많은 단어를 포함하거나 더 나아가 소설보다 더
많은 단어를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단어가 드러나는 물리적인 실제 공간
을 보다 의도적이고 더 분명하고 깊이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시적인 언
어를 종이에 옮겨야 하는 이유로, 인쇄에서의 전통적 표기법을 적절한 시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산문을 글로 옮길 때는 구두점, 대문자, 다양한 여백 등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모든 규칙은 독창적이고 매우 아름다운 발견이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기 때
문에 더 이상 눈치채지 못한다. 좀 더 정교한 언어인 시를 전사(표기)할 때는 흔하
지 않은 표식을 사용한다. 단지 시적 언어의 필사에 부합하는 기호(signs)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의 간단한 사실이 우리의 관심을 촉구한다: 종이 위에 시를 쓰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쓰는 것과는 다른 행동이다.
시인들은 시가 노래라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시를 노래하지 않는다. 시인들
은 시를 쓴다. 시인들은 시는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들은
시를 큰소리로 읽지 않는다. 그들은 시를 출판한다. 일반적으로 시는 사실 쓰고 인
쇄하지, 노래하거나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시는 아무것도 잃지 않
았다.
반대로, 시는 무엇인가를 얻었다. 큰소리로 노래하고 말해진 시가 부족한 공간적
현실을 얻었다.

147

공간
몇 년 동안, 시인들은 시의 공간적 가능성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그
러나 이른바 콘크리트(concrete) 또는, 나중에 시각 시(visual poetry)로 불린 시만
이에 대해 공표했다.
페이지의 중간에 끝나는 구절들, 더 넓은 마진 또는 더 좁은 마진을 갖는 구절들,
더 크거나 더 작은 공간에 의해 다음 구절들과 분리되는 구절들, 이 모든 것이 공
간의 사용이다.
공간은 알려지지 못한 시의 음악이다.
시에 공간을 도입하는 것, 혹은 공간에 시를 도입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러한 결과 중 하나는 구체시
(concrete)나 시각시(visual poetry)이다. 이러한 시의 탄생은 문학의 역사에서 엄청
난 사건은 아니었지만, 글쓰기가 창안된 이래로 언어를 통해 얻은 공간적 현실에
대한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발전이다.
과거의 예술에서 시는 공간을 사용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이 시는 주관적
의사소통을 수립한다. 주관적 의사소통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며 비할 데 없는 공
간에서 발생한다.
새로운 예술에서 (예를 들어, 구체시(concrete poetry)) 의사소통은 여전히 주관적
이지만, 페이지라는 실제의 공간에서 일어난다.
책은 공간의 볼륨(volume)이다.
단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진정한 근거로 지금 여기 존재한다.
구체시(concrete poetry)는 시(poetry)를 대신 할 수 있다.
자율적 시공간 시퀀스로 간주되는 책은 기존의 모든 문학 장르에 대안을 제안한다.
공간은 주관성 외부에서 존재한다.
두 명의 주체가 공간에서 의사소통하는 경우, 공간은 의사소통의 한 요소가 되며,
공간은 의사소통을 변경한다. 공간은 자체적으로 의사소통에 규칙을 만든다.
인쇄된 단어들은 책의 물질 속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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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책인가? 아니면 책이 담고 있는 글인가?
무엇이 먼저인가? :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과거의 예술에서 인쇄된 단어들이 이상적인 공간에 인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새로운 예술은 지각, 존재, 교환, 소비, 사용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책이 외부
현실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언어의 객관적인 표현은 독립된 순간과 공간 즉 페이지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혹
은 책과 같이 일련의 공간과 순간의 연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더 이상 새로운 문학은 없다. 아마도 언어를 포함하거나 언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새로운 방법은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서, 문학은 항상
지나간 문학이 될 것이다.

언어
언어는 생각, 즉 정신적 이미지 같은 것을 전달한다.
정신적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말하는 것도 특정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일상 언어와 과거 예술에서의 언어는 공통점이 있
다. 둘 다 의도가 있고, 특정 정신적 이미지를 전송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과거의 예술에서 단어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를 전달한다.
단어의 궁극적인 의미를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저자의 의도 또한 헤아릴 수 없다.
모든 의도는 목적과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일상 언어는 실용주의적인 의도를 가진
다. 일상 언어의 기능은 아이디어와 감정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선언하고, 설득하
고, 비난하는 것이다. 과거 예술에서의 언어 또한 실용주의적인 의도를 가진다. 두
언어 모두 외적 양식에서만 서로 다를 뿐이다.
새로운 예술의 언어는 일상 언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의도와 효용을 무시
하고, 스스로를 조사하고, 형태를 찾으며, 시공간적 연속을 낳고, 결합하고, 전개하
는 일련의 형식을 연구한다.
새로운 책에 나오는 단어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영혼을 대변하거나, 의사소통
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미 열렬한 책을 읽은 햄릿(Hamlet)이라는 이름으
로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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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책의 단어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신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단어들은 다른 기호와 함께 우리가 ‘책’이라 부르는 시공간의 연속을 형성한다.
새로운 책에서 단어들은 저자 스스로 만든 단어 일 수도, 다른 사람의 단어 일 수
도 있다. 새로운 예술의 작가는 글을 거의 쓰지 않거나 전혀 쓰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책은 빈 페이지만 있는 책이다. 같은 맥락으로 가
장 완전한 언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넘어서는 것이다.
모든 시가 침묵을 찾는 것과 같이 새로운 예술에서 모든 책은 아무것도 없는 절대
적인 백색의 책을 찾는다.
의도는 수사학의 어머니이다.
단어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다.
비의도적 언어는 추상적인 언어이다. 이는 구체적인 현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가 추상적이어야 한다.
추상적인 언어는 단어가 특정 의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미’라는
단어는 내가 보는 장미도 아니고 어떤 허구의 인물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특
정 장미도 아니다. 새로운 예술의 추상 언어에서 ‘장미’라는 단어는 ‘장미’라는 단
어일 뿐이다. 그것은 모든 장미를 의미하면서 또한 어떤 장미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떻게 나의 장미도 아니고 그의 장미도 아니면서 모두의 장미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누구의 장미도 아닌가? 그것을 순차적인 구조(예를 들어 책과 같은) 안
에 배치하면, 그것은 장미이기를 잠시 멈추고 본질적으로 구조의 한 요소가 된다.

구조
모든 단어(words)는 구문, 소설, 전보와 같은 구조의 요소로 존재한다.
혹은 모든 단어는 글(text)의 일부이다.
아무것도 고립되어있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구조의 한 요소이다.
각각의 구조는 한편으로 다른 구조의 요소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구조이
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구조와 그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그중 하나가 글(text)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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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책의 일부로서 구성된 글이 반드시 그 책에서 가장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부
분은 아니다.
한 사람이 서점에 가서 그의 거실의 색감과 어울린다는 이유나 혹은 다른 이유로
10개의 빨간색 책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책은 색을 가지
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과거의 예술에서 책의 단어는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그렇기에 작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한다. 새로운 예술의 책에서 단어는 어떤 의도도 전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책의 한 요소인 텍스트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며,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은 책 전체이다.
표절은 새로운 예술의 창조적 활동의 출발점이다.
새로운 예술이 하나의 독립된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의 단어로 된 책과 같
이 완전히 독립된 것이다.
과거의 예술에서 저자는 언어에 대한 선물, 언어에 대한 재능, 언어를 잘 다루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예술에서 작가에게 언어는 수수께끼이고 문제적이다.
책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암시한다.
과거의 예술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쓰면, 이 말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
미가 된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새로운 예술에서 당신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쓰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이 문구를 ‘나는 너를 싫어한다’라는
문구가 동일하게 쓰이는 텍스트 일부로 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너를 사랑
한다’ 또는 ‘나는 너를 싫어한다’라는 문구는 책의 구조 내에서 텍스트로서의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예술에서 당신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과거의 예술은 사랑하라고 주장한다.
예술에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오직 실제의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새로운 예술은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언어가 인간에게 가한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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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든 것을 표현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표현하거나, 거의 아무것도 표현하
지 않거나, 전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이다.
과거의 예술은 문학적 장르와 형식을 저자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한다.
새로운 예술은 언어의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저자는 언어가 가진 의미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
새로운 예술의 책에서 글은 소설이자 한 단어, 소네트이면서 농담, 연애편지이면서
일기 예보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예술에서는 작가의 의도가 궁극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작가의 말이 끝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이, 독자의 이해를 측량할 수 없다. 새로운 예술에서는 책을 읽는
것 그 자체가 독자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된다.

읽기
과거의 예술을 읽어내기 위해선 알파벳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예술을 읽기 위해서는 책을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고, 그것의 요소를 파악하
고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대로 이해했다고 믿으며 과거의 예술을 읽을 수 있지만, 그 생각은 틀릴 수 있다.
새로운 예술에서는 이러한 오해가 불가능하다. 이해할 경우에만 읽을 수 있기 때문
이다.
과거의 예술에서 모든 책은 같은 방식으로 읽혀진다.
새로운 예술에서는 각각의 책이 다른 읽기 방식을 요구한다.
과거의 예술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것과 첫 번째 페이지를 읽는 것은 같은
시간이 걸린다. 새로운 예술에서는 독서 리듬이 변화하고 활발해지며 속도가 빨라
진다.
과거의 예술에서의 책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책을 철저히 읽으면 된다.
새로운 예술에서는 종종 책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책의 전체 구조가 이해되는 그 순간에 읽기는 종료될 수 있다.
새로운 예술은 속독법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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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방법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속독법이 있는 것이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그 책의 구조를 순차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과거의 예술은 독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새로운 예술은 명확하고 특정한 독서 조건을 만들어낸다.
과거의 예술이 나온 가장 먼 곳은 너무 멀리 지나가는 독자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예술은 독자들 사이를 구분하려는 것도, 책 중독자들에게 스스로 말을 건네
는 것도, 혹은 대중으로부터 TV를 빼앗으려 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예술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5년간 영어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예술의 책을 감상하기 위해서, 사랑, 정치, 심리학, 지리학 등의 문제에 대
한 감상적 공감이나 지적 공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새로운 예술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호의 체계와 기호를 만들고 이해하기
위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율리시스 캐리옹의 ‘The New Art of Making Books’은 Kontexts no. 6-7, 1975년 6월 7일, 저
자의 요청에 따라 1975년 북 아트 센터에서 인쇄하여 센터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캐
리옹은 1975년 암스테르담에서 예술가의 서점인 Other Books and So를 시작했다. 그는 1989
년에 사망했다. 이 에세이는 아래와 같이 재발행되었다.
Lyons, Joan. (Ed.). 『ARTISTS’ BOOKS: Critical Anthology and Sourcebook』. Visual Studies
Workshop, 1985, 1993
Carrión, Ulises. and Guy Schraenen. 『 Ulises Carrión. We have won! Haven't we? 』 .
Amsterdam: Museum Fodor, 1992.

153

154

Abstract
A Study on the New Possibilities of Book with Synaesthetic Experience
- Focused on Conceptual Book Design -

Hyunho Choi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Fine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Chinese character, the work ‘book’ is written as follows; 冊. As can be seen
from the hieroglyphics that make up a bundle of paper, the book is a collection of
written documentary of the letters and images. From the pre-paper period to the
process of paper creation, the form of it has changed and evolved like the clay
tablets of Mesopotamia, the papyrus books of Egypt, and written words on stones.

Also, the development of paper has a profound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ypography. The appearance of wood-board printing, Gutenberg
typography, and so on, has influenced many ways of book making, and as mass
production became possible, standards of books began to form. Books were
created as a media of informational and still carry these functions. A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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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s to evolve, e-books and e-ink have emerged as digitalization of books
has become more active. With the advent of various digital devices such as iPads,
the digitizing technology of books continues to evolve. Thus, the medium of
books has evolved and diversified beyond the material of paper.

As a medium, books are being divided into digital books that
focuses on containing information and paper books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properties of it. As independent publications, one-person publication, and
variety of books have emerged, there are signs of new aspect in the current
publishing world that could not be seen before. It has become possible to do
various experiments beyond the constraints of existing mass production. Most
of these books are not only informational, but they also focus on the unique
nature and properties of books and try various forms of deformation.

The beginning of these attempts has a profound association with the
artist book, which was active in the late 1960s. The artist's book is a new
attempt as art, and a result of asking new questions in the medium of general
books. It exists in a variety of genres, including exhibition catalogues, general
references, collection catalogues, artist monographs, publisher monographs,
artist books on books, periodicals publications (academic journal), and
publisher catalogues.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Edward Ruscha’s edition
of the first independent publication Twenty-six Gasoline Stations in 1963 and
the offset printed book, Barry, Douglas Huebler, Joseph Kosuth, Sol LeWitt,
Robert Morris, and Lawrence Weiner which is better known as The Xerox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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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by an art dealer, Seth Siegelaub in 1968. Both of these were produced in
a mass production manner, simultaneously showing experimental forms as a
book of art. On the surface, it has the same format as a general book and
contains the concept of artwork. With the initiation of artist books, it is no
longer confined to the artistic medium but developed into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visual design. Based on these existing examples, researcher will be
made to try to classify and redefine them from a perspective of ‘Conceptual
book design.’ In addition, study on conceptual art, photography, relationship
between picture book and artist book, current trend of independent
publications and bookstores, and the aspects of art book fair will be examined.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look at the public needs and interests in the
new approach of the conceptual books in relation to general concerns of
independent publishing markets, bookstores, and art book fairs.

The practical, informational, and one-time reading books that contain
text have shifted much of the market to the digital book, but the paper book
shows the paradigm shift to its own unique realm. The materiality of paper is
an important factor of book which is still loved by people. The reasons for
purchasing are also changing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and possessing.

This research paid attention to the inherent nature of these (paper)
books. The unique nature of the book can be found within its physical
elements. Not only do we see letters when reading books, but we also have
conscious or unconscious experience such as turning pages, hearing the sound
157

of the flipping papers, feeling the weight of the book and making hand shapes
to hold the book.

In general, reading a book is a way of seeing words and images
presented. The focus of this study, however, is to experience various senses
(paper texture, weight, visual, time factor, hearing) when reading. So to read
these books, one must have enough time and attention, and will be able to
always discover new factors when reading. This is quite a resemblance to the
work of art that has an ‘infinite interpretation possibility.’ The books
mentioned in this thesis, is called ‘new method of book’ or ‘conceptual book’,
which takes its name from the ‘Conceptual Book Design Fair’ the researcher
have participated in.

Keywords: Conceptual book, artist book, book design, ar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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