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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디지털 기술 환경은 사회·문화·경제·정치 구조 

전반의 변화와 함께 인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매체와 그래픽 

디자인 역시 컴퓨터, 디지털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이행을 지속해왔다. 새롭게 등장한 매체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기술과 내용 면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시도하며 변화를 

모색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매체의 존재 가치를 일부 상실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매체로의 완벽한 전환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앞으로 한발 나아가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점은 가상과 실재의 세계가 

어우러진 우리의 일상 공간과도 부합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통적 매체와 새로운 매체’, ‘물질성과 

비물질성’, 그리고 ‘가상성과 실재성’의 조화가 그래픽 디자인 형식과 내용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은 또 다른 방향의 이행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 이행 과정을 학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기술 

환경과 시각 문화 현상을 이론 고찰하고, 현시점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가져다준 

전통적 매체와 새로운 매체 간 이행·변이(transition) 과정을 그래픽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사례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위와 

같이 상반된 것들의 중첩(superimposition) 관계가 만들어내는 잠재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한 그래픽 디자인 작품 연구다.

	 주요어: 디지털 네트워크, 그래픽 디자인, 물질성, 비물질성, 실재, 가상

	 학번: 2017-39885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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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환경 발전과 함께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이 크게 변화했다. 현시점 대중은 한 손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선 

컴퓨터를, 공공장소에서는 디지털 스크린을 마주한다. 이러한 디지털 문명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클릭 또는 터치 한 번만 하면 네트워크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물질성(materiality)으로 이루어진 실재 공간과 비물질성(immateriality)으로 

이루어진 가상 공간을 수시로 오가는 일상을 보낸다. 이러한 일상은 실재와 

가상의 경계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이 같은 삶의 방식과 기술 

환경의 변화는 그래픽 디자인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물질성과 비물질성을 

그래픽 디자인에 대입해보자. 물질성을 지닌 디자인 인쇄물은 고착된 상태로 

수용자와 마주하고, 네트워크와 연결된 탈물질화된 디자인은 인터랙티브한 

교감으로 수용자와 상호작용한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관계가 전환되는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환경으로 인해 매체의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반면, 전통적 인쇄 매체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포스터의 경우 

SNS에서 활용도가 인쇄물보다 높다. 하지만 인쇄 매체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종이와 픽셀은 그들이 경쟁하는 중에서도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1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증 가능성(falsifiability)을 통해 새로운 것을 

모색하게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자는 전통적 매체와 새로운 매체, 물질성과 

비물질성, 가상과 실재라는 상반된 두 매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1.1. 	 연구 배경과 목적

1 알레산드로 루도비코, 『포스트디지털 프린트: 1894년 이후 출판의 변화』, 임경용 역, 
미디어버스, 2017,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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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알레산드로 루도비코, 앞의 책, p.199
에치오 만치니,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 조은지 역, 안그라픽스, 2016, p.98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와 

전통적 매체의 융합적 실험을 기초로 한다. 연구는 아래와 같이 1) 매체 기술의 

상호보완적 중첩 형식과, 2) 그래픽 디자인의 형식 및 방법론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가상성과 실재성을 실험하는 연구 작품을 진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1) 매체 기술의 중첩: 미디어학자 알레산드로 루도비코(alessandro 

ludovico)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일방통행로는 없다. 쌍방향 이행이 

있을 뿐이다”2라고 말한다. 연구자는 기술 형식 안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포괄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어느 한쪽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전통 매체의 특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 또한 존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체의 양립과 

상호보완 작용을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며 연구에 임한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기술 형식 안에서 인쇄물 포스터 매체와 증강 현실 매체의 융합적 관계 방식을 

설정·구축하고 수용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험하는, 그래픽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가상성과 실재성: 디자인 이론가 에치오 만치니(ezio manzini)는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디자인은 

디자인 연구 행위이고 사회기술적 실험들을 장려해야 한다”3라고 말한다. 최종 

연구 작품은 지속 가능한 그래픽 디자인 실험이다. 본 연구는 수용자가 물리적 

실재 공간과 디지털 네트워크 가상 공간이 중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픽 디자인 작품으로 구성된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 공간에서의 경험을 통해 수용자로 하여금 가상도 실재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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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고, 논문의 구성과 연구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제2장은 본 연구를 위한 이론 고찰로 기술 환경과 그래픽 디자인의 

‘이행·변이 중첩’ 과정을 역사적 흐름 안에서 디자인학, 미학, 매체 철학 그리고 

기술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먼저 ‘2.1. 기술과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기술 환경 변화와 그래픽 디자인의 관계를 과거부터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까지 디자인학과 기술 철학을 토대로 고찰한다. ‘2.2. 기술과 이미지의 철학적 

관점’에서는 기술 환경 변화의 흐름 안에서 시각 이미지의 실재성과 가상성에 대한 

담론을 매체 철학과 미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2.3. 해석의 시간: 관점’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현되는 시각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디자인학을 

토대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과거 시각 문화와 비교·분석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마무리한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그래픽 디자인을 

열린 시각에서 다각도로 바라보게 하며,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한다. 이는 최종 연구 

작품의 학문적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3장은 본 연구를 위한 사례 연구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그래픽 

디자인의 매체적 ‘이행·변이 중첩’ 현상을 다섯 가지 프로젝트로 분석한다. 첫 번째 

‘3.1.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에서는 물질성을 가진 전통적인 인쇄물 

포스터가 디지털 네트워크 가상 공간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분석한다. 이어 ‘3.2. 

포스터 디자인의 동시성’에서는 전통적인 인쇄물 포스터가 온·오프라인에서 

1.2. 	 논문 구성과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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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사용되기 위한 조건을 디자인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3.3. 

베이퍼웨이브 에스테틱과 심슨 웨이브’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현되는 

시각 문화의 대중적 생산·소비 순환 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더 나아가 ‘3.4.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에서는 이러한 가상 

공간의 시각 문화가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마지막 ‘3.5. 레딧 플레이스’에서는 디지털 기술 혁신이 제공한 대규모 네트워크 

이미지 생산 협력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실재성과 가상성에 대한 담론을 제기한다.

	 제4장은 작품 연구를 위한 사전 실행으로 연구자가 2018~2019년에 

선행 연구한 작품 세 가지를 소개한다. ‘4.2. 구성단위 풍경’과 ‘4.3. 시스템’은 

전통적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한 작품으로 구성된 개인전 

내용이다. 마지막 ‘4.4. 한글 낯설게 보기’에서는 네트워크 문화와 스크린 기술 

현상을 바탕으로 진행한 그래픽 디자인 실험 연구를 소개한다. 사전 실행 작품은 

본 연구의 중심인 네트워크 시대의 그래픽 디자인과 기술 환경의 ‘이행·변이 

중첩’이라는 관점에서 최종 작품 연구와 형식을 같이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자의 최종 연구 작품과 전시 내용을 소개한다. 작품은 

전통적 그래픽 디자인 매체인 인쇄물 포스터와 디지털 네트워크 매체인 증강 

현실과 중첩 현실로 구성된 전시 공간이다. 결과적으로 전시 공간이 제공하는 

‘이행·변이 중첩’ 경험은 수용자에게 실재성과 가상성의 융합적 사고와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5.1. 작품: 중첩 공간’에서는 연구 

작품 <변이의 중첩 공간(a superimposed space in the transition)>(2020)이 

지닌 사전적·내재적 의미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작품의 구성 방법, 기술 

환경과 조건을 순차적으로 기술한다. 이어 연구 작품 속 주요 그래픽 구성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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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의미를 분석하고 각 작품의 콘셉트를 소개한다. 이어 ‘5.2. 전시: 

우석갤러리’에서는 연구 작품의 전시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 전시 사진과 함께 

전시의 구성 방식을 소개한다. 마지막 ‘5.3. 전시 제안: 디자인 뮤지엄 겐트’에서는 

벨기에 019 겐트(gent)와 디자인 뮤지엄 겐트(design museum gent)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시 플랫폼 빌보드(billboard) 프로젝트에 연구 작품을 

제안한 내용과 그 의의를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 진행 

과정의 제약 사항을 서술한다. 이후 본 연구의 가치를 평가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별도로 <부록>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도표와 디자이너 면담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내용을 게재한다. 게재된 도표 내용은 ‘3.1.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에서 사례 연구한 
포스터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자 리스트와 포스터 포스팅 일자다. 도표의 출처는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프로젝트를 위해 운영한 텀블러(tumblr)로, 이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인터뷰 부록은 총 3팀(명)과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해 게재한다. 우선 스튜디오 더블 디와 팡팡팡 그래픽 실험실의 면담 인터뷰에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현되는 시각 문화를 자신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들의 작업 방식과 생각을 담았다. 이 중 스튜디오 더블 디와 나눈 면담 인터뷰는 
‘3.4.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사례 연구를 위해 진행했다. 또 다른 인터뷰는 그래픽 
디자이너 안나 쿨라첵(anna kulachek)과 진행했다. 뉴욕에 거주하며 모스크바 소재의 
스트렐카(strelka)에서 총괄 아트디렉터로 근무하는 그녀의 디지털 네트워크 작업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결과적으로 팡팡팡 그래픽 실험실과 안나 쿨라첵의 인터뷰 내용을 본 논문의 
사례 연구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와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부록에 게재한다.

본 논문 4.4.에서 다루는 내용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주관한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2019) 전시에 책임 연구원으로 초대되어 연구자가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대기앤준 팀원과 함께 진행한 <한글 낯설게 보기(defamiliarizing hangeul)>(2019) 
프로젝트의 결과다. 결과 내용을 사례 연구 형식으로 본 논문에 소개함을 명시한다. 또한 제5장 
작품 연구에 제3자의 기술적 도움을 받았음을 명시한다.



15

2. 이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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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문화는 기술 환경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디자인 

역사를 돌아보면, 18세기의 산업혁명은 상반된 미술공예운동을 낳았다.4 이후 

독일공작연맹(deutscher werkbund), 바우하우스(bauhaus), 신조형주의(de 

stijl), 그리고 미국의 1차 산업디자인 같은 새로운 움직임은 “기계의 논리를 디자인의 

논리에 반영시켜 소위 기계적인 합리주의, 즉 기능주의 디자인을 확립하고자 했다.”5 

이행·변이의 역사를 그래픽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1980 ~1990년대 컴퓨터 

기술의 디지털 혁명은 그래픽 디자인 영역에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가져다주었다. 

네빌 브로디(neville brody), 에미그레(emigre magazine), 데이비드 카슨(david 

carson) 등 당시 많은 그래픽 디자이너는 새로운 기술 환경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수용하며 디지털 미학을 만들어낸다.6 일례로 “네빌 브로디는 어도비 포토샵 

1.0(adobe photoshop 1.0)을 사용해 헬베티카 서체에 블러(blur) 효과를 적용하고 

이를 다시 벡터(vector)화해 FF 블러(FF blur) 서체를 디자인한다.”7 이렇게 

디자이너들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새로운 미학을 디자인 질료로 

사용한다. 게다가 디지털 그래픽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쇄 기술이 향상되면서 인쇄 

매체의 부흥기를 불러오기도 했다. 1990년대는 그래픽 디자인과에 애플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던 시기였다. 당시 대학교에서는 인쇄 매체와 더불어 CD롬, 플래시,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배울 수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간 파일 호환이 가능한 초창기 

2.1. 	 기술과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적 관점

4
5
6
7

필립 B. 멕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황인화 역, 미진사 2nd(ed.), 2014, pp.193-211
가시와기 히로시, 『20세기의 디자인』, 강현주·최선녀 역, 서울하우스, 2009, pp.74-76
필립 B. 멕스, 앞의 책, p.517-540
AIGA, “The Digital Past: When Typefaces Were Experimental”, https://www.aiga.org/
the-digital-past-when-typefaces-were-experimental(접속 날짜: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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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었다. 이후 기술 환경의 발전과 더불어 호환성은 점차 높아져갔다. 이에 대해 

디자인 이론가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는 특정 미디어에서만 가능하던 표현 

양식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8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과 디자이너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디자인의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든 행위자다. 프랑스의 과학기술학(STS)자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는 기술은 인간과 관계를 맺는 존재이며, 행위성(agency)을 가진 행위자라는 

점에 주목한다.9 디자인평론가 가시와기 히로시(hiroshi kashiwagi)는 “도구의 

진화가 생명의 진화와 비슷하게 진행된다”10는 인류학자 르루아 구랑(andré leroi-

gourhan)의 말을 재해석해 “도구는 멈춰 있지 않고 진화해 새로운 도구로 모습을 

바꿔간다. 이것이 바로 디자인의 진화, 디자인의 변형과 맞닿아 있다”라고 했다.11 현시점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기술은 인간과 함께 어떤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는 그래픽 디자인이 또 다른 행보를 이어가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네트워크의 기원은 지난 20세기 마지막 소비에트 연방(ussr)과 미국 

간 군사력 대립에서 시작했다. 195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인공위성 스투프니크

(sputnik)호와 핵무기는 냉전 시대의 위기감을 초래했고, 미 국방부 첨단기술

연구계획국(arpa)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했다.12 

8

9

10-11

12

레프 마노비치(2006), 「가져오기/보내기: 최근 디자인의 변화상에 따라 새롭게 부각된 미적 가치」, 
헬렌 암스트롱, 『그래픽 디자인 이론: 그 사상의 흐름』, 이지원 역, 비즈앤비즈, 2009, pp.127-132
“제5장 인간과 기계에 대한 ‘발칙한’ 생각: ANT의 기술론 - 기술이 인간과 결합하면, 기술 
독자적으로도, 혹은 인간 독자적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고 
기계도 스스로 몇 시간씩 비행할 수 없지만,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면 오랜 기간 비행이 가능해진다.”
브루노 라투르 외, 『인간·사물·동맹』, 홍성욱 역, 이음, 2020, pp.137-145
가시와기 히로시, 『디자인의 단서들』, 이지은 역, 안그라픽스, 2014, p.40에서 앙드레 르루아 구랑, 

『몸짓과 언어』, 아라키 고지 역, 신초사, 1973 재인용 ㅣ 가시와기 히로시, 앞의 책 pp.39-40  
마뉴엘 카스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김묵한·박행웅·오은주 역, 한울아카데미, 2014, pp.75-76



18

이렇게 네트워크의 기원을 시작으로 1990년대 월드 와이드 웹(www)의 대중적 

확산은 인류의 사회, 경제, 문화 전반뿐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문화를 새로운 가상적 

실재와 융합시킨다. 

	 새로운 매체는 디자인을 일방적 구조에서 참여형 구조로 이행하게 했다. 

사용자와 “통합된 회로를 구축”14하고 상호작용하며 완성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사용자를 또 다른 행위자로 편입시킨다. 기술, 디자이너, 

그리고 사용자가 협력 관계 속에서 디자인의 새로운 이행·변이를 이끄는 중요한 

주체가 된다. 하지만 현시점 기술 환경은 과도기 단계이기에 새로운 매체로의 완벽한 

전환이 아닌 전통적인 매체라는 기존의 행위자와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일례로,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은 전통적 매체인 인쇄물 포스터, 책 또는 공간 등과 

상호작용하며 수용의 의미를 극대화한다. 인쇄 매체는 생산과 동시에 고착되지만, 

디지털 매체와 만나면서 기존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내재한 협력 행위자가 

된다. 디지털 매체는 전통적인 방식과 만나 새로운 디자인 문화를 구축한다.

“나는 인간인가, 기계인가? 전통적으로 인간과 기계 사이에는 어떤 

모호함도 없었다. 노동자는 언제나 다소간 자신이 다루는 기계에 대해 

이방인이었으며, 기계에 소외당했다. 적어도 그는 소외된 인간이라는 

소중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이 새로운 기계들과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기계, 새로운 이미지 및 

인터랙티브 스크린과 함께 더 이상 나를 소외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나와 통합된 회로를 구축한다.”13

13-14 앤서니 던, 『헤르츠 이야기』, 박해천·최성민 역, 시지락, 2002, p.47에서 Jean Baudrillard, 1993, 
Xerox and Infinity, In the Transparency of Evil, London: Verso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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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바라보는 매체 철학과 미학적 관점은 시대 변화, 즉 한

시대의 과학 기술 발달과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과학 기술과 이미지의 

만남은 “어두운 방”이라는 의미를 내재한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15가

등장하면서 미학적 관점의 변화를 불러왔다. 16세기 당시 예술가들은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자 했으며, 오늘날 카메라 발명의 기초가 된 카메라 옵스큐라  

2.2. 	 기술과 이미지의 철학적 관점

15 전승일 기자(2019.05.28), “과학과 미술의 만남 ‘카메라 옵스큐라’”, The Science 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과학과-미술의-만남-카메라-옵스큐라 
(접속 날짜: 2019.08.21)

[그림2-01] 카메라 옵스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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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등장은 예술가들이 사물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16 

이후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기계 복제 이미지에 관하여, 바르트(roland 

barthes)는 이미지 수용 경험에 대해,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이미지의 

현대성에 관하여, 그리고 플루서(vilém flusser)는 기술과 인간의 이미지 생산 주체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정의한다.

	 발터 벤야민은 과학 기술의 도입으로 이미지를 경험하는 방식과 

지각이 변화함에 따라 ‘아우라(aura)’17가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서 

『기술적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통해 아우라는 “공간과 시간으로 짜인 특이한 

직물로서,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의 일회적인 

현상”이라 말한다.18 자연적 대상과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기술적 측면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며 동일하게 복제될 수 없었다. 정교하게 모사·복제되더라도 

‘지금-여기’라는 ‘유일무이한 현존성’과 ‘진본성’이 배제된다.19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기술 복제된 것들은 현존의 일회성과 진본의 유일성이 품은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 시공간 안에서 자연적 대상의 경험은 오직 한 번20, 예술 작품의 

원본은 오직 하나라는 수용 경험의 가치가 상실된 데에 대해 벤야민은 ‘아우라의 

붕괴’라고 정의 내린다.21 벤야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탄생한 새로운 양식의 사진과 영화는 “일시성과 반복 가능성이 밀접하게 결부되어” 

아우라의 붕괴를 가져온 반면 지각의 평등성을 획득한 것이다.22 이처럼 기술 복제 

최영재, 『영화 사전』, 김광철·장병원, media 2.0, 2004, p.375
발터 벤야민, 『기술적 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심철민 역, 도서출판 b, 2019, pp.26-32
발터 벤야민, 『기술적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역, 도서출판 길, 
2010, p.50 
발터 벤야민, 심철민 역, 앞의 책, pp.19-21
발터 벤야민, 심철민 역, 앞의 책, pp.29-30ㅣ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앞의 책, pp.21-23
발터 벤야민, 심철민 역, 앞의 책, p.31

16
17
18

19
20-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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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이미지는 이전 이미지들이 품고 있던 고유성을 잃으며 아우라의 붕괴를 

맞이했고, 복제된 이미지는 수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이와 관련해 롤랑 바르트는 기술 복제의 보편성을 넘어, 감정을 

대입시켜 이미지를 수용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시한다. 사진의 예술성에 관한 

담론의 기틀을 마련한 그는 저서 『카메라 루시다』를 통해 스투디움(studium)과 

푼크툼(punctum) 개념을 설명했다. 롤랑 바르트의 스투디움과 푼크툼은 미학적 

관점과 의미를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스투디움’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일반적인 ‘약호(codé)’로 사진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문화적 

영역으로 널리 보급된 정보와 의미를 수용자에게 제시한다. 즉 통상적 방법으로 

습득한 사회 문화적 지식을 기반으로 이미지에 대해 판단하는 일반적인 수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23 반면 ‘푼크툼’은 같은 이미지를 보더라도 수용자의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 감정이 개입함으로써 끌리는 강렬함을 말한다. 즉 이미지의 일부분 

혹은 세부 요소로 인해 수용자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의 

이끌림을 주는 방식이 푼크툼이라고 할 수 있다.24 동일한 이미지를 접하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스투디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푼크툼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롤랑 바르트는 스투디움은 격렬한 감정의 변화 없이 대상을 

코드화함으로써 일반화하며, 푼크툼은 하찮은 사진을 보더라도 그 안의 ‘세부’, 즉 

부분적인 대상에 흥분하게 되고, 그 강렬한 감정의 끌어당김은 그에게 하나의 

‘섬광’이라고 한다.25 따라서 푼크툼은 이미지로부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특정한 아우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3-25 롤랑 바르트, 『카메라 루시다』, 조광희 역, 열화당, 1998, pp.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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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28
29-30

	 아우라의 붕괴와 푼크툼의 개념을 거쳐,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의 개념은 

어떤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을까? 장 보드리야르는 그의 저서 『시뮬라시옹』를 통해 

시뮬라크르(simulacre)26는 원본 없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재현 단계를 

거치면서 생성되는 파생실재(hyperréel)27는 스스로가 하나의 원본이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시뮬라크르는 실제로부터 독립성을 지닌다. 또한 원본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갖게 됨으로써 원본을 대체하고, 또 다른 실재의 역할을 한다. 일례로 

그래픽 디자이너가 특정 사물을 모티브로 재현·창작한 로고는 그 사물의 단계를 넘어 

대중에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된다. 가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실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 실재 이미지는 현대인의 삶을 감싸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미지 생산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빌렘 플루서는 기술 환경에서 이미지 생산의 주체자는 인간이 아닌 

기술이라 말한다.28 인간이 기계장치를 직접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그 기계장치에 입력된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며, 인간의 ‘유희’와 ‘자율’ 의지가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기계의 기능 속에서”29 주어진 자유이기에 주체자는 

기술이라고 주장한다.30 하지만 본 연구자는 이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2.1.에서 

고찰한 ‘그래픽 디자인’과 ‘행위성’의 관계에 대입해보자. 우선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고도화된 혼종적 소프트웨어는 디자이너에게 창작이라는 무한한 ‘자율성’을 

주었다. 여기에 수용자의 요구와 사용 경험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래픽 디자인에서 

이미지 생산의 주체는 기술과 인간의 혼종적 행위성과 인과관계(causality)가 있다. 

“시뮬라크르(가장)는 흉내 낼 대상이 없는 이미지이며, 이 원본 없는 이미지가 그 자체로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 이미지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므로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다.”,
“파생실재는 가장(시뮬라크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실재가 가지고 있는 사실성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파생실재는 예전의 실재 이상으로 우리의 곁에 있으며 과거 실재가 
담당하였던 역할을 갈취하고 있기에 실재로서, 실재가 아닌 다른 실재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민음사, 2020, pp.9-19
빌렘 플루서, 『사진의 철학을 위하여』, 윤종석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p.21-38
빌렘 플루서, 앞의 책, p.26 I 빌렘 플루서, 앞의 책,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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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이미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디자인은 더는 생산자였던 디자이너 

고유의 업무로 분류할 수 없다. 대학이라는 제도권 교육을 통해 디자인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원하면 손쉽게 시각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디자인 전공자가 주로 사용하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유튜브에서도 편하게 접할 수 있고,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여러 기능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배울 수 있다. 디자인 전문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다양한 오픈 

소스, 온라인 플랫폼, 앱 등에서 이미지를 생산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0과 1로 이루어진 세상은 별도로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모국어처럼 익숙한 공간이다. 따라서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 모국어처럼 이미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이행·변이의 시간이다.

	  하지만 직업으로서 이미지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의 

한계로 인한 ‘비정형’ 시각성이 대두된다. 그렇다면 그래픽 디자이너는 이처럼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정형 이미지 생산물과 시각 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세련되거나, 고급스럽거나, 아름다운 것만 디자인 문화라 불러야 

할까? 과거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이전에 인쇄 매체에서도 비정형 시각 문화는 

존재했다. ‘버내큘러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보자. 버내큘러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언어”로,31 한 공동체의 뿌리 또는 

소속을 구분하는 관습적인 고유의 문화다. 디자인 역사에서 버내큘러 디자인에 

31 “Vernacular”,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 

com/definition/english/vernacular_1?q=Vernacular+(접속 날짜: 2019.04.09)

2.3. 	 해석의 시간: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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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살펴보자. 대중의 일상을 반영한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했던 티보 칼맨(tibor 

kalman)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그는 뉴욕 할렘가 식료품점이나 42번가의 

간판, 얼음 배달 트럭의 외관 등에서 나타나는 고유성을 뉴욕커만의 정서가 담긴 

일상 언어로 간주한다.32 그리고 이를 디자인 작업의 질료로 사용한다. 이처럼 

버내큘러 디자인은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디자이너의 목적성을 띤 작업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에 바탕을 두고 자연스럽게 탄생한 관습적인 어떤 것이다.33 

이는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한다. 좀 더 가깝게 서울의 일상을 보자.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비정형’ 시각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누군가는 비정형의 고유성에 열광한다. 일례로 옛 간판을 떠올려보자. 

디자인 전공자들은 고전적 레트로 문자로 이루어진 간판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공유하며 다채롭고 투박한 레트로 레터링을 답습한다. 서울대학교 

김경선 교수가 총감독을 맡은 2014 국제 타이포그래피 프리 비엔날레 <도시와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지역 고유의 문자와 관습을 고찰하는 측면에서 <도시 문자 

[그림2-02]
타이포잔치, <도시 문자 탐사>
도시 속 타이포그래피 체험, 2014

이원제, 『티보 칼맨 디자인으로 세상을 발가벗기다』, 디자인하우스, 2004, pp.82-92 
이재국, 『디자인 문화론』, 안그라픽스, 2012, pp.73-78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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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2014)34라는 주제로 서울을 투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보자. 1995년에 시작된 ‘시각 문화 실험 집단: 진달래’ 멤버들의 작업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35 2004년 한전 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린 <시각 문화 실험 

집단 진달래 정기 회원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김두섭은 비정형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가 뒤섞인 IMF 전단지를 자신의 작업 질료로 사용해 <IMF>(2004)를 

완성했다. 또 다른 동인인 그래픽 디자이너 조현은 공사장 간판과 전단지를 활용해 

<포스트 잇>(2004)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처럼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교육을 

전문으로 받지 않은 간판·인쇄 업자가 만든 일상적 생산물을 소비하고, 원본 

그대로의 시각성과 맥락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다.

	 버내큘러라는 의미를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 대입해보자. 네트워크는 

가상 지역이다. 현재 이곳에서 생산하는 시각 문화는 우리 삶의 일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한다. 비록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닐지라도, 컴퓨터와 디자인 

소프트웨어라는 자원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미지는 유희 문화를 

[그림2-03] 김두섭, <IMF>, 2004 [그림2-04] 조현, <포스트 잇>, 2004

34

35

타이포잔치(2014.10.23), “도시 문자 탐사”, http://typojanchi.org/2015/ko/12-city-type-

exploration(접속 날짜: 2019.08.22)
김윤덕 기자(1988.06.19), “‘포스터’로 ‘열린 미술’ 선언: 고급미술에 반기든 디자인그룹 진달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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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특정한 형식의 제약 없이 자발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네트워크 

공간에서 생산소비자에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이미지는 누가 디자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작가 미상의 것이 많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역성 짙은 

특유의 시각 문화를 생산한다. 네트워크 공간은 특정 분야에 적합한 기후와 토지를 

제공하는 실재 지역이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공간에서 관습적으로 생산·소비되는 

시각 이미지의 일부는 버내큘러 디자인이라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생산소비자에게 디지털 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도구이며, 네트워크 

공간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장소다. 그럼에도 생산 과정이 불투명하고 

익명으로 생산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비전문 

생산소비자가 서툴게 만든 ‘비정형’ 이미지는 과연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지만 

‘시각 이미지 생산’과 ‘디자인’의 개념은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기존 디자인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상의 시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할지도 

모른다. 특정 문화를 이해하려면 해당 커뮤니티에 통용되는 언어를 배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일상화의 역사는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제 대중의 삶 깊숙이 뿌리내렸다. 누군가는 네트워크 

공간의 시각 문화를 하위문화로 간주할 수 있지만, 디자이너에게는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버내큘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적 특성에 머물러 있던 버내큘러 디자인은 광활한 

가상 공간에서 세분화된 여러 커뮤니티의 관습을 토대로 생산·소비되고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가상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생성되는 

문화다. 네트워크 공간은 지역이며, 가상성은 그 자체로 실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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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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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업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일반화되면서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을 모색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그래픽 디자이너 겸 미니애폴리스 예술대학교(MCAD) 디자인과 

학장인 에릭 브란트(erik brandt)가 2013년 그의 차고지에서 시작한 포스터 

프로젝트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ficciones typografika: 1642)>를 

들 수 있다. 네트워크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확장성과 협업성을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가 지닌 영향력을 개인에게 부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공공장소에서 진행하는 타이포그래픽 탐구와 

실험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내 차고는 사람들이 

걷거나, 자전거 또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리와 맞닿아 있었다. 제한된 

크기와 흑백 톤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다섯 가지 컬러 배경 

중에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참여자 개개인이 자신의 모국어로 실험하길 

권했지만, 동시에 좀 더 넓은 의미의 타이포그래피 개념을 믿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그런 열린 자세가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점이었고, 제출된 모든 

작품이 각기 다른 목소리와 욕구를 표현하고, 디지털 드림을 살아 숨 쉬게 

하려고 큰 모험을 했다. 내가 직접 밀반죽을 만들었고, 햇볕이 내리쬐든 

비가 오든 진눈깨비가 날리든 눈이 내리든, 포스터를 손으로 하나씩 잘라 

붙였다. 그리고 참여자들과 작품에 관해 얘기했고, 인터넷에 올리기 전날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서 그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즐거웠다.” 36	

36 에릭 브란트, “판을 바꾸는 그래픽 디자이너15”, CA Vol.244, 2019, p.76

3.1.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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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1]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 전경 1, 2013-2018 [그림3-04]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 포스팅 도구, 2013-2018

[그림3-05]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 도록 1, 2019

[그림3-06]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 도록 2, 2019

[그림3-02]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 전경 2, 2013-2018

[그림3-03]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 전경 3, 20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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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브란트
미니애폴리스

참여 디자이너          콘텐츠 소비자
[표3-01]   참여와 소비의 확정성

	 연구자와 에릭 브란트는 SNS를 통해 서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의 말처럼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차고지 벽면에 그가 직접 만든 보드에 포스터를 붙이는 프로젝트다. 

그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 텀블러(tumblr) 페이지를 개설, 프로젝트의 개요와 

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참여를 원하는 디자이너로부터 

이메일로 포스터를 받았다. 그 가운데 프로젝트의 취지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해 

보드에 붙이고 기록했다. 초반에는 홍보가 잘되지 않아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작은 도시의 차고지에 붙은 포스터를 실제로 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단지 차고지 앞을 일상적으로 오가는 지역 커뮤니티 

사람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디자이너가 보내온 포스터를 직접 

인쇄해 보드에 붙이고, 사진을 찍어 네트워크 공간에 지속적으로 포스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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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8-39

Erik Brandt(2013-2018), “Ficciones Typografika”, https://ficciones-typografika.
tumblr.com(접속 날짜: 2019.05.25)
Paul Schmelzer(2019.04.30), “Interventionist Typography: Erik Brandt on Five Years 
of Ficciones Typografika”, https://walkerart.org/magazine/erik-brandt-ficciones-
typografika(접속 날짜: 2019.05.25)

그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약 6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뿐 아니라, 프로젝트만을 위해 별도로 

개설한 텀블러, 페이스북, 핀터레스트(pinterest)에 일련의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37 포스터 이미지 사진은 참여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그래픽 디자이너 

SNS 계정에 공유되며 네트워크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브란트가 홍보를 위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인 것도 아니다. 개인이 진행한 프로젝트이기에 작품에 대한 

디자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아이케 쾨니히(eike könig)와 에드 펠라(ed 

fella) 등 세계적인 스타 디자이너도 이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수많은 디자이너와 학생으로부터 포스터가 메일로 접수되었다.38 이메일로 

작업을 보내온 디자이너는 많았지만, 브란트는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포스터를 포스팅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참여를 독려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누구나 사용하는 SNS만을 이용해 홍보했다. 다시 말해, 그의 유일한 홍보 수단은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이다. 그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포스터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사적 세계와 공적 세계의 경계를 중첩시켰다. 

	 2013년에 시작해 2018년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책으로 출간하기까지 

포스터 1,641점이 그가 만든 차고지 보드를 넘어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 끊임없이 

공유되었다. 물리적인 실재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확산한 것이다. 에릭 브란트는 

공유된 포스터가 글로벌 디자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미학적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강력한 디지털 라이프”를 가졌다고 스스로 평가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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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중 실제 원본 포스터를 본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에릭 브란트가 

촬영한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디지털로 복제되고 네트워크 공간에서 공유되어 

참여자와 불특정 다수의 관객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포스터의 물질성은 

배제되고 디지털이라는 매체의 비물질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일한 원본 객체인 차고지 보드에 붙어 있는 인쇄물 포스터가 지닌 물질성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네트워크 공간에서 확산하는 포스터 자체가 수용자에겐 

원본이 되는 셈이다. 이것이 우리가 위치한 시공간의 현시점이다.

	 굳이 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자. 현시대에 

인쇄물 포스터를 일반 대중이 일상에서 접하는 경우는 과거와 비교해 급격히 

줄었다. 게다가 일부 포스터는 제작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인쇄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오직 네트워크 공간에서만 존재한다. 포스터를 인쇄할 종이를 선택하고 

CMYK나 팬톤 컬러를 지정하고 홀로그램 인쇄를 선택하는 등의 전통적 작업 

방식은 RGB, 시선을 사로잡는 모션 등으로 대체된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포스터를 제작하는 근본 목적인 홍보 및 공유 측면에서 오늘날 

온라인이라는 강력한 매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현시점이다. 강력한 네트워크 

공간에서 ‘디지털 라이프’에 의한 ‘그래픽 디자인 문화의 새로운 질서’는 이렇듯 

서서히 형성되어간다.

참여자는 어느 나라 혹은 도시 출신일까? 

가장 많이 참여한 세대의 연령층은 어떻게 될까? 

참여자 중 에릭 브란트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몇 명일까? 

참여자 중 자신의 포스터가 차고지 보드에 포스팅된 걸 본 사람은 몇 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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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 is dead. vs Print is not dead.40 ‘인쇄는 과연 죽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논쟁거리다.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 현시점 포스터는 물질성과 비물질성의 가치 비교를 넘어 동시에 

존재하는 매체다. 문화비평가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단순히 매체를 

객관적으로 대상을 보여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말한다. 매체는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41 따라서 매체에 

따라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달라지고 디자인 방법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인쇄물용 포스터의 사용성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인쇄 

매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연구자는 포스터 디자인의 

경우 온·오프라인 매체 모두에 적합한 형태의 결과물을 디자인하려고 한다.42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양쪽 매체 모두에서 포스터의 아이덴티티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3.2. 	 포스터 디자인의 동시성 

[그림3-07] 매체의 크기

스마트폰 스크린에 
비례한 포스터 크기

A2 인쇄물 포스터

40
41

Jeff Gomez, Print is Dead: Books in Our Digital Age, Macmillan, 2008, pp.2-8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Routledge, 
2001, pp.24-35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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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홍보용
	 - 크기 비율: 국제 표준 ISO 216 > 한국은 A, B계열 
	 - 매체: 인쇄된 모든 매체 > 물질성 
	 - 컬러: CMYK 오프셋 인쇄 / 다양한 디지털 인쇄 / 리소 인쇄 
	 - 콘셉트에 적합한 인쇄 방식 선택 

*   	 온라인 홍보용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핀터레스트 등 온라인 홍보용 
	 - 크기 비율: 인쇄 버전의 비율 유지 또는 매체의 비율로 변경 
	 - 매체: 스크린으로 보는 모든 매체 > 비물질성 
	 - 컬러: RGB
	 - 무빙 포스터 상영 시간: 5~10초 미만 

* 	 1) 동시성: 1차 기본 정보
	 기본 정보인 제목, 날짜 등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포스팅할 경우를 고려해 스마트폰 	
	 환경에서 판독성(legibility)과 가독성(readability)에 문제가 없도록 디자인한다. 또한 	
	 인쇄물용에서도 그 크기가 적합해야 한다. 인쇄물용 포스터에 비례해 스마트폰으로 보는 	
	 포스터의 경우 기본 서체 45포인트 이상이 적당하다. 하지만 서체의 형태마다 판독성과 	
	 가독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스마트폰에서 확인한 후 조정해야 한다. 	
	 특히 고전 글꼴은 그 형태가 완벽해도 스마트폰 시대를 고려해 디자인한 것이 아니므로 작게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헬베티카(helvetica)의 경우 포인트가 작으면 글자 	
	 간격이 좁아져 붙어 보이는 특성이 있어 별도로 커닝(kerning) 조절이 필요하다.

* 	 2) 동시성: 2차 정보
	 전시 관람 시간, 행사 목록, 포스터 디자이너의 이름 등 부수적 정보는 작게 표기해도 된다. 
	 이 경우 스마트폰에서 읽을 수 없지만 포스팅된 포스터 이미지 아래 텍스트로 정보를 기입할 
	 수 있다. 또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멀티 이미지 기능이 있어 다음 페이지에 정보를 분할해서 	
	 표기할 수 있다. 인쇄물용 포스터는 직접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된다. 

* 	 3) 동시성: 컬러  
	 인쇄는 CMYK, 온라인 RGB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인쇄물용과 온라인용 포스터의 색상을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한다. 

* 	 4) 동시성: 인쇄와 무빙 포스터
	 인쇄물용 포스터를 기반으로 무빙 포스터를 디자인한다. 단, 초기 기획 단계부터 인쇄용과 
	 무빙 포스터의 동시성을 고려해 디자인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섬네일 이미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루프 방식으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감안해 디자인한다. 포스터의 콘셉트가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에 적합하다면 증강 현실이 구현되는 것을 직접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42 심대기, ‘기초 타이포그래피’ 수업 자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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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mixed_melted, global illustration show>(2018)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동시 사용성을 고려해 연구자가 디자인한 것이다. 포스터 

앞면에는 다양한 컬러의 기하학 도형을 이용해 전시 제목 이니셜인 M자를 

만들었다. 이 작품은 두 가지 상징성을 지닌다. 첫째, 전 세계 17개국 67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참여하는 전시인 만큼 인종과 작품 세계가 각기 다른 이들이 

섞여 한데 어우러진 것을 표현했다. 둘째, 일러스트레이션을 매개로 애니메이션, 

설치미술, 만화, 패션, 건축, 공공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과 

협업을 통해 매체를 융합하며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는 작가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러한 콘셉트의 의미를 극대화하고 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모두 팬톤 형광(pantone fluorescent) 컬러를 사용했다.

[그림3-08]  <Mixed_Melted, Global Illustration Show>, 전시 포스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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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제목과 날짜, 장소 등 전시와 관련한 기본 정보의 서체 크기는 

온·오프라인의 동시성을 고려해 설정했다. A1(594x841mm) 크기의 인쇄물용 

포스터에서도 너무 크지 않고, 스마트폰 액정 화면 속 인스타그램 홍보용 

포스터에서도 읽을 수 있는 포인트로 설정했다. 특히 포스터 뒷면에는 67명의 이름과 

국적은 물론 세부 정보를 모두 담아야 했다. 메인 그래픽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세부 

정보는 가독성을 고려해 헬베티카 노이에 볼드(helvetica neue bold)를 사용했지만 

정보량이 많다 보니 텍스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이 경우 인쇄물용 포스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포인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독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동일한 서체군에서 비교적 폭이 좁은 헬베티카 노이에 

콘덴스드 볼드(helvetica neue condensed bold)다.

AART-JAN VENEMA. THE NETHERLANDS LIKEKE VAN DER VORST.THE NETHERLANDS

AART-JAN VENEMA. THE NETHERLANDS LIKEKE VAN DER VORST. THE NETHERLANDS

AART-JAN VENEMA. THE NETHERLANDS LIKEKE VAN DER VORST. THE NETHERLANDS

[위] SNS용 	 Helvetica Neue Condensed Bold / 자간 +10

[위]  Helvetica Neue Bold

[아래] 인쇄물용	 Helvetica Neue Condensed Bold / 45point / 자간 0

[그림3-9] 인쇄용과 SNS용 서체 사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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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베티카는 그 자체로 완벽하며 완성도가 높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가 도래하기 

전에 탄생한 매우 고전적인 서체로, 포인트를 스크린에서 작게 사용할 경우 

글자 간격이 붙어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인쇄물용 포스터와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디자인 형태의 변형 없이 인스타그램용에서는 

자간을 10포인트 넓히는 작업을 했다.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정보를 담다 

보니 스마트폰의 크기에 따라 가독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지를 핀치-투-줌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인스타그램의 스와이프(swipe) 기능을 이용, 정보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여러 컷에 분산해 디자인하는 방법도 있다. 비율 역시 매체의 특성에 

적합하게 정사각형으로 변형할 수도 있다. 이처럼 디자인의 형태(form)는 

자연스럽게 매체의 특성을 따른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포스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매체가 

디지털화되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display)에 어울리는 가독성 높은 서체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애플 컴퓨터 OS X 요세미티(yosemite)에 

헬베티카를 시스템 서체로 사용했으나 실제 디스플레이에서 작게 표현했을 때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2014년 애플사는 애플워치 디스플레이 서체인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SF)를 발표한다. SF는 헬베티카와 딘(ff din)을 

기본으로 작은 화면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고려해 새롭게 디자인됐다.43 

SF 서체는 지금까지 애플사의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43 John Brownlee(2014.11.19), “Apple Releases Its Most Important Typeface In 20 
Years”, https://www.fastcompany.com/3038794/apple-releases-its-most-important-
typeface-in-20-years(접속 날짜: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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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0]  <Here & Now, Global Illustration Show>, 전시 포스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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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례로 <here & now, global illustration show>(2019)는 앞서 

소개한 전시의 연장으로 2019년 연구자가 디자인한 홍보용 포스터다. 이것은 

온·오프라인의 동시적 매체 특성을 다른 관점에서 적용한 사례다. 포스터의 

콘셉트는 <여기 지금>이라는 전시 제목에 중심을 두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지금 동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의 전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사용한 서체는 기존에 만들어진 것으로 일러스트레이션 느낌이 

나는 팩맨(pacman)과 맥박(pulse) 두 서체와 헬베티카 노이에 콘덴스드 볼드를 

사용했다. 메인 서체인 팩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정효 학생이 디자인했으며, 

다른 메인 서체인 맥박은 같은 학교 이석우 학생이 디자인했다. 두 서체 모두 

연구자가 진행한 2019년 1학년 ‘기초 타이포그래피’ 수업의 결과물이다. 여기서도 

포스터에 적용한 모든 서체의 크기는 온·오프라인의 동시성을 고려했다.

	 처음 해당 전시의 포스터 디자인을 의뢰받았을 때 클라이언트는 인쇄물용 

포스터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온라인 홍보용으로만 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물질성을 배제하고 저비용으로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포스터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연구자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인 

SNS의 특성을 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전시 공간에 설치할 6개의 포스터를 

제작했다. 일반적인 지류가 아닌 플라스틱 거울에 그래픽을 인쇄함으로써 전시 

공간에서 관람객이 ‘여기 지금’ 현시점에서 포스터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거울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SNS 공간에 

‘인증’하며 공유하는 인과관계를 고려해 행동유도성 디자인(affordance design)44을 

적용한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라이프 행동 양식 자체로 전시를 홍보할 수 있다.

44 도날드 노먼, 『디자인과 인간심리』, 이창우·김영진·박창호 공역, 학지사, 2013,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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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포스터의 역할과 기능은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다. 그중 상업적 

기능주의는 ‘홍보’의 개념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대량 인쇄해 배포하는 포스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시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홍보의 개념을 매체 

특성에 맞게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포스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일례로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도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등 

인쇄 홍보물을 제작할 때 최소 수량만 제작하고 온라인용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산 절약과 실용적 가치라는 두 측면이 맞물린 것이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는 일반적인 인쇄 방식을 뛰어넘어 인쇄 매체의 특성을 극대화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기도 한다. 

	 이처럼 포스터 매체를 활용한 인쇄와 디지털의 공존 현상, 또는 

대안적 시도는 그루신(richard grusin)과 볼터(jay david bolter)가 주장한 

이론 재매개(remediation)로 해석할 수 있다. 재매개는 매개의 매개이며 

하나의 새로운 개혁이다. 기존 매체에서 새로운 매체로의 완벽한 변화가 아닌 

그 절충선에서 양쪽 측면이 동시성을 갖는 것이다.45

45 리처드 그루신·제이 데이비드 볼터,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이재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pp.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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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해석의 시간: 관점’에서 언급한 생산소비자가 생산하는 협업 시각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인류의 진보와 과학 기술이 낳은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은 우주와 같다. 무한한 시공간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발현하고 공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각 문화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례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생산·소비 시각 문화 베이퍼웨이브 

에스테틱(vaporwave aesthetic)과 심슨 웨이브(simpson wave)를 연구한다.

3.3. 	 베이퍼웨이브 에스테틱과 심슨 웨이브

[그림3-11]  Vaporwave, 구글 검색 이미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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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퍼웨이브 에스테틱을 직역하면 ‘수증기 물결 미학’이다.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베이퍼웨이브는 2010년 초반에 등장한 음악 

사조이자 예술 운동으로, 1980~1990년대 향수를 반영한 레트로 스타일과 

몽환적인 사운드를 표방한다.46 이는 인터넷 소비문화가 만들어낸 “인터넷에서 

탄생해 인터넷에서 삶을 살아간 최초의”47 마이크로장르(microgenre)48 음악으로 

평가받는다. 베이퍼웨이브 에스테틱은 이 음악과 함께 네트워크 공간에서 나고 자란, 

생산소비자의 자율적 의지로 생겨난 시각 문화를 칭한다. 단적으로 인터넷에서  

‘vaporwave’를 검색해보자. 무수히 많은 이미지가 검색된다. 이미지들의 시각적 

요소를 분석해보면 모두 음악이 표방하는 시대의 레트로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당시 빠르게 발전하던 기계, 디지털, 인터넷 등 기술 환경 기반 위에 해석할 수 없는 

시각적 이미지가 혼합된 비정형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서 비정형은 생산소비자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한계, 1980~1990년대 초창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제한적 

시각 표현 방식, 그리고 인터넷 매시업(mash-up)49 문화가 복합된 것이다.

	 이는 ‘복제-모방-전이-증식’의 인터넷 밈50 문화 속에서 ‘심슨 웨이브’라는 

새로운 패러디(parody) 장르를 탄생시킨다. 이 또한 네트워크 공간에서 생산소비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다. 심슨 웨이브를 만든 유튜버 샘 서덜랜드(sam 

46	 “베이퍼웨이브”, https://ko.wikipedia.org/wiki/베이퍼웨이브(접속 날짜: 2019.09.10)
47	 Esquire(2016.08.18), “How Vaporwave Was Created Then Destroyed by the Internet”, 
	 https://www.esquire.com/entertainment/music/a47793/what-happened-tovaporwave
	 (접속 날짜: 2019.09.10)
48	 “마이크로장르는 그것의 특수성과 틈새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음악의 하위장르로 정의된다.”, 
	 Sasha Minjarez(2020.02.13), “Microgenres: Vaporwave”, https://www.theprospectordaily.
	 com/2020/02/03/microgenres-vaporwave(접속 날짜: 2019.09.10)
49	 “기존에 사용된 다른 출처의 요소들의 조합해 신곡, 비디오, 컴퓨터 파일,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것”	
	 “mash-up”,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	
	 definition/english/mash-up?q=mashup(접속 날짜: 2019.07.01)
50	 ‘복제-모방-전이-증식’의 인터넷 밈 현상과 용어는 ‘3.4. 사례 연구’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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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andra Song(2016.06.06), “What Is Simpsonwave? A Brief Introduction Via the 
Microgenre’s Lucien Hughes”, https://www.papermag.com/what-is-simpsonwave-a-
brief-introduction-via-scene-staple-lucien-hughe-1843964229.html(접속 날짜: 2019.04.07)

[그림3-12] Simpsonwave, 구글 검색 이미지, 2019

sutherland)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유튜브에 있는 심슨 동영상을 내려받아 

베이퍼웨이브 에스테틱의 시각성을 부여하고, 베이퍼웨이브 음악을 덧씌우고 편집해 

다시 유튜브에 공유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건 그가 처음도, 그 혼자만도 아니다. 

그는 이런 문화가 진화하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은 생산소비자 중 한명이다.51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공동 협업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협업은 

디자이너가 동료와 진행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협업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는 

네트워크 객체들이 공동의 가치를 생산하는 문화적 협업이다.

	 연구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베이퍼웨이브 에스테틱과 심슨 웨이브가 그래픽 

디자인 역사의 관점에서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디자인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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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3

마샬 맥루한·퀜틴 피오리, 『미디어는 마사지다』, 김진홍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26 
“포드주의는 1940~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한 대량 생산·소비 시스템”으로, 표준  
안에서 생산·소비 모두 획일적으로 이루진 것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과 함께 고착된 
디자인 제품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Frederick Thompson, “Fordism, 
Post-Fordism, and the Flexible System of Production”, https://www.cddc.vt.edu/
digitalfordism/fordism_materials/thompson.htm(접속 날짜: 2019.12.23)

아닌, 네트워크 공간에서 생산소비자에 의해 만들어진 시각 문화라는 새로운 상징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대중적 보급은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문화 현상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개념을 바꾸었다. 

네트워크 공간은 생산소비자가 만들어 가는 미디어며, “인간이 지닌 재능의 

심리적 또는 물리적 확장이다.”52 디지털 네이티브와 디지털 이민자의 일상은 

SNS와 스마트폰의 보급과 맞물려 네트워크의 양적 확산을 가져왔고 가상 세계 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한다. 포드주의(fordism)53 시대의 대중은 일원론적 측면에서 

고착화된 디자인을 사용하는 소비자였다. 하지만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는 

다르다.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완성한 각각의 시각 이미지는 네트워크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함께 작업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협업적 생산’이 이루어진 

것이며, 완성된 네트워크 콘텐츠는 참여형 소비자의 재매개 현상을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는 시각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재정립하고 

기존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래픽 디자인의 범주 안에서 시각 이미지의 

생산이 전통적으로 디자이너만의 영역이었다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참여형 소비자의 문화이기도 하다. 디지털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확산한 참여형 

소비자의 시각 생산물은 일정한 형태와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비관습적 시각 

언어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문화의 대중적 생산 방식과 소비의 

순환 구조가 현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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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에서 알아본 것처럼,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생산소비자의 비정형 

이미지 생산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하나의 주요한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이쯤에서 그와 같은 방식이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준 실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밈(internet meme)’ 현상이다. 단어가 

내재한 의미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저자 도킨스(richard 

dawkins)는 그리스어로 ‘모방’을 뜻하는 ‘미멤(mimeme)’과 ‘유전자(gene)’를 

합쳐 ‘밈(mem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문화의 진화를 ‘자기 복제자’로 

해석한 것이다.54  인터넷 밈은 1990년대 이후의 디지털 네트워크 생산·소비 문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현시점 생산소비자는 쉽고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산하고 네트워크 공간에 공유한다. 이것은 단순히 비물질성 이미지에 

대한 단순 복제의 복제를 넘어선 ‘복제-모방-전이-증식’이라는 일련의 형태를 

이룬다. 하지만 전문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생산한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비정형 형태의 시각 이미지가 등장하게 된다. 물론 네트워크 공간의 

생산소비자에는 디자이너도 포함돼 있지만, 이러한 문화 현상에 영감을 받아 

진행한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더블 디(studio double d)는 2017년 제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의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100 daughters and 10 

mothers)> 전시를 기획·큐레이션하면서 참여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한다. 인터넷 밈의 ‘복제-모방-전이-증식’ 생성 원리를 따르고, 비정형 

3.4.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54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이상임 역, 을유문화사, 2011, pp.31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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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성을 반영해 지프(graphics interchange format, gif) 형식으로 작업하도록 

한 것이다. 참여 대상을 30대 이하의 연령으로 제한한 이유는 그 세대가 관습적인 

기성세대보다 ‘인터넷 밈’ 생산·소비 문화에 익숙해 프로젝트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 생산, 편집, 소멸, 재생산을 반복하는 움짤의 삶의 주기는  	 	

	 분열과 결합을 반복하는 인간의 유전자를 닮았다. 이 전시의 작품은 1차 

 	 디자이너군의 자율적 해석에 의해 생산된 짧은 영상이 다음 2세대  	 	

	 디자이너군을 거치며 분열되고, 이어 3, 4세대 디자이너로 이어지며 	 	

	 재생산되는 밈(meme)의 연작이다.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는 전시 속 이미지들은 현대 사회의 이미지 소비를 대변한다.” 55

55

56

허민재,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타이포잔치, 2017, http://typojanchi.org/2017/#!/theme/
100_daughters_and_10_mothers(접속 날짜: 2019.05.07)
허민재, 『100명의 딸, 10명의 엄마(100 Daughters, 10 Mothers)』, 더블 디, 2017, p.39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지시문 
	 	 공통
	 1. 	 ‘몸과 글자’라는 주제로 움짤을 GIF 형태로 만든다. 
	 	 작가들은 앞 세대의 작업물 중 일부(하나 혹은 다수)를 선택하여 
	 2.	 그것의 어떤 특징을 반영한 작업을 제작한다.
	 3. 	 작업 제작 방식에 제한은 없다. 
	 4. 	 이미지와 글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5. 	 단, 최종 결과물은 무한 반복 재생하는 움짤의 형태여야 한다. 

	 	 진행
	 1. 	 1세대 10명의 디자이너들이 움짤을 생산한다. 
	 2. 	 2세대 20명의 작가들은 1세대 작업물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것의 어떤 특징을 물려받은 움짤을 생산한다. 
	 3. 	 3세대 30명의 작가들은 그 앞세대 작업물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것의 어떤 특징을 물려받은 움짤을 생산한다. 
	 4. 	 4세대 50명의 작가들은 그 앞세대 작업물 중 일부를 선택하여 
	 	 그것의 어떤 특징을 물려받은 움짤을 생산한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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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전시 전경, 2017

[그림3-15]  <무제>, 2세대,
2017

[그림3-16] <빌리 진>, 3세대,
2017

[그림3-17] <위글위글>, 4세대,
2017

[그림3-14]  <몸과 포르노그래피>, 1세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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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필드에서 보이는 시각적 표현 문법과 실제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랑 에스테틱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간극이 아주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인스타그램에서도 워낙  

이상한 작업(비정형)을 많이 볼 수 있고요.” 59

	 작품의 일부를 살펴보면,57 1세대 디자이너가 포르노그래피를 캡처하고 

픽셀화해 <몸과 포르노그래피> 작업물을 만들고, 2세대 디자이너가 이를 

복제·모방하는 형식으로 LGBT를 상징하는 기호의 깃발을 추가해 <무제>를 

디자인한다. 3세대 디자이너는 포르노그래피 이미지를 삭제하고 LGBT 패턴과 

‘빌리 진’ 춤 이미지를 추가해 <빌리 진>을 디자인한다. 4세대 디자이너는 기존 

세대의 시각적 기호를 모두 배제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흑인이 따뜻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듯한 작업 <위글위글>로 연작을 마무리한다. 일련의 ‘복제-모방-전이-

증식’의 밈 형식은 몽타주 기법(montage technique)과 쿨레쇼프 효과(kuleshov 

effect)58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각각의 이미지는 맥락(context)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1, 2, 3, 4세대 전이의 맥락으로 보면 LGBT를 상징한다.

 

	

	 이처럼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공간에서 발현된 

비정형 시각성을 디자이너가 표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단지 

표면적인 시각성의 차용을 넘어, 인터넷 밈 현상이 내재한 생산·소비 문화의 속성을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57
58

59

인터뷰: 스튜디오 더블 디, 작성자: 심대기(2019.04.21)
“영화감독 겸 이론가였던 레프 쿨레쇼프가 주창한 쇼트 편집의 효과. 쇼트와 쇼트를 병치시키는 
편집에 의해 색다른 의미와 정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 이론”으로 소비에트 몽타주의 
기원이다. 최영재, 『영화 사전』, 김광철·장병원, media 2.0, 2004, p.394
스튜디오 더블 디, 앞의 인터뷰(20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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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를 돌아보자. 기술 환경 안에서 발현된 비정형 시각 문화는 

이전에도 존재했다. 본 논문 2.1.에서 고찰한 1980~1990년대의 디지털 혁명을 

생각해 보자. 당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만 가능한 시각적 표현 기능을 

디자이너에게 제공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창의의 영역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디자이너에게 비정형 형태의 시각 문화를 이끌게 했다. 현시점 진보된 기술 

환경은 네트워크 공간에 거주하는 생산소비자를 낳았고, 이들은 새로운 시각 

문화를 이끈다.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에서 두 시대를 비교하면, 과거의 시각 

문화를 이끈 주체적 행위자는 기술과 디자이너였고, 현재는 기술, 디자이너,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생산소비자 모두다. 두 시대의 주체 관계에는 차이가 

분명 존재하지만, 기술 환경과 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시각 문화의 진화를 

이끌어 간다는 점은 서로 맞닿아 있다.

[표3-02]  1980년대 비정형 이미지 생산

[표3-03]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비정형 이미지 생산 

기성 디자이너의 
이미지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의
비정형 이미지 생산

비정형

비정형

생산소비자의 
비정형 이미지 생산

디지털 네트워크,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의
비정형 이미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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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중반 이후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미디어, 영상,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의 급격한 발전은 창의성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 나아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소통은 다양한 이미지의 생산, 소비, 

유통을 이끌어내며 시각 문화의 자율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하여 이미 완성된 

결과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통적 생산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날 

누구나 시각 이미지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했다. 네트워크 

공간은 창작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변이의 단서를 제공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의 윤종수 이사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창의성 영역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을 창의적 영역으로부터 

격리시킨 기술적·경제적·심리적 장벽을 일거에 허물어버렸기 때문이다.”60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로 2017년 레딧(reddit)에서 진행한 레딧 

플레이스(reddit r/place)를 들 수 있다.

	 레딧은 2005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웹 소셜 뉴스 

커뮤니티로 미국 내 최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다. 레딧 플레이스는 

레딧에서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72시간 동안 진행한 만우절 기념 

프로젝트다. 100만 명의 유저가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 동시 접속해 이미지를 

협업 생산하게 만든 일종의 참여 문화적 실험으로 볼 수 있다.61

60	 바스 판 아벌·뤼카스 에버르스·로얼 클라선·피터 트록슬러, 『오픈 디자인』, 배수현·김현아 역, 	
	 안그라픽스, 2015, p.10
	

3.5. 	 레딧 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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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험을 위해 레딧은 간단한 기술적 규칙을 정해놓았다. 레딧 플레이스는 

가로세로 각각 1,000픽셀 크기의 디지털 캔버스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했다. 

그리고 16가지 컬러 팔레트를 제공, 참여자가 단일 픽셀의 색상을 선택하고 편집할 

수 있게 했다. 또 각 참여자에게 하나의 픽셀을 캔버스에 그린 후 5분 뒤 다음 픽셀을 

그릴 수 있다는 규칙을 제시했다. 72시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참여자가 접속해 

하나의 캔버스에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돼 

네트워크 공간에 공유되었다. 레딧 플레이스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거대한 

규모의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을 탐색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을 제공했다.62

	 레딧 플레이스의 혁신적 기술은 네트워크 공간 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레딧 플레이스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협업하는 인터넷 문화다. 

레딧의 정해진 규칙에 따르자면 개인 참여자 혼자서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레딧 플레이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업해야 한다. 

[그림3-18]  <레딧 플레이스>, 
디지털 캔버스

운영 시간 개인 유저 시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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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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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Anthony Cuthbertson(2017.04.11), “Reddit Place: The Internet’s Bestexperiment
 	 Yet”, https://www.newsweek.com/reddit-place-internet-experiment-579049
	 (접속 날짜: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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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9]  <레딧 플레이스>, 16가지 컬러 팔레트

시작 중간 종료

[그림3-20]  <레딧 플레이스>, 72시간의 변화, 2017

독일의 프랑스 침공 프랑스의 후퇴 유럽 연합의 승리

[그림3-21]  <레딧 플레이스>, 사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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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시각 이미지를 빠르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네트워크 공간 

속 유저들 사이에는 수직적 위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은 상호 연결된 

하나의 개체이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민주주의적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순화 기능이 작동한다. 일례로, 레딧에서 특정 그룹 간 전쟁이 

일어났었다. 레딧 플레이스에 프랑스 국기가 등장하자 독일이 프랑스 국기를 

침공하고, 이후 유럽연합이 후퇴한 프랑스를 도와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은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상호 연결성을 가진 협력 소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63 디지털 

소비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협력 소비와 참여 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창출한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자연스레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낸다. 레딧 

플레이스는 5분과 72시간의 규칙,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적 요소는 모두 제거하고 

16가지 컬러만 사용 가능한 기술 환경을 제공했다. 참여자는 말 그대로 ‘제공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프랑스어로 ‘무엇이나 다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브리콜뢰르(bricoleur)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손에 

잡히는 도구를 이용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64 다시 말해, 주어진 

조건이나 여건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수단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 

공간에서 레딧 플레이스가 제공하는 기술은 참여자에게 ‘손에 잡히는 도구’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으로 제공된 것’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그래픽 

디자인 역사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오는 측면과도 맞닿아 있다.

63	 Anthony Cuthbertson(2017.04.11), 앞의 홈페이지(접속 날짜: 2019.09.19)
64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야생의 사고』, 안정남 역, 한길사, 1996, 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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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가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부분은 가상과 실재의 

중첩이다. 참여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 컴퓨터 앞에 앉아 하나의 네트워크 

공간에 집결한다. 그들은 어디에 위치한 것인가?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참여자가 경험하는 것은 가상이다. ‘감각’은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욕조에 물을 채우고 발을 담그면 시각이 왜곡되어 발이 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발이 진짜로 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지만, 감각은 

다리가 휘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가상 공간에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실재와 같은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더해 레딧 플레이스는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참여자는 레딧의 서브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논의를 거쳐 공동 목표를 정한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의사소통 체계는 참여자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현실감에 몰입감을 자연스럽게 덧씌운다. 이렇게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은 우리를 가상과 실재의 경계가 모호한 ‘중첩 

공간’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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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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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그래픽 디자인은 디지털 기술과 맞물려 있어 

이전 시대와 달리 한두 가지의 큰 디자인 흐름이나 양식으로 규정짓기 어렵다.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인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다양성과 혼종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구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술 형식에 따른 그래픽 디자인의 

이행·변이 중첩 관계다. 이에 따라 제3장 사례 연구에서 진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혼종적 중첩 관계, 2) 그래픽 디자인의 

이행·변이 중첩 관계, 3) 가상과 실재의 중첩 관계 현상이다.

	 제5장 연구 작품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4장에서는 

2018~2019년에 연구자가 사전 실행한 선행 연구 세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각 프로젝트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기술의 ‘중첩’이라는 맥락에서 최종 작품 

연구와 형식을 같이한다. 하지만 각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과 해석, 

내용을 탐구하는 그래픽 디자인 실험 연구다. 제4장에서 소개할 ‘4.2. 구성단위 

풍경’과 ‘4.3. 시스템’은 연구자의 2018년 개인전 작품으로, 기술 형식 면에서 

인쇄 매체인 포스터와 디지털 매체인 증강 현실의 속성을 이해하고 상호보완적 

‘중첩’ 관계를 설정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이어서 소개할 ‘4.4. 한글 낯설게 보기’는 

2019년 작품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화 현상과 디지털 기술 

현상에 초점을 두고 해석한 그래픽 디자인 연구다. 프로젝트별 디자인 형식과 

내용은 각 파트에서 소개한다. 4.4.의 경우 논문 흐름과 프로젝트의 시기, 형식 

그리고 내용 면에서 제4장의 사전 실행에 속해 있지만, 국립한글박물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팀 프로젝트로 진행한 작업으로 또 하나의 사례 연구임을 밝혀둔다.

4.1.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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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갤러리 사각형에서 선보인 연구자의 개인전 <구성단위 풍경: 

우리는 모두 고고학자다?!(unit & landscape: all we are archaeologists?!)>

(이하 <구성단위 풍경>)는 2015~2018년 연구자가 다른 디자이너와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한 기존 작품 7점을 분리·해체한 작업으로 구성된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각각의 인쇄 매체 작업물을 이미지 요소 또는 레이어 단위별로 

분리해 총 30점에 이르는 A1(594x841mm) 크기의 새로운 인쇄물 포스터로 

전시 공간을 재구성했다.

4.2. 	 구성단위 풍경

구성단위 풍경: 우리는 모두 고고학자다?! 
Unit & Landscape: All we are archaeologists?!

몸과 타이포그래피: 3번째 프리 세미나 & 톡
Body & Typography: 3rd Pre-Seminar & Talk

1+ ( ) 글로벌 네트워크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1+( ) Global Network Illustration Fair

필드워크: 관찰과 기록
Fieldwork: Observation & Record

019 스마일 
019 Smile

서울
Seoul

여기 지금
Now &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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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
연도

기존 제작
연도

작품
제목

증강 현실
포스터(점)

2018

2017

2017

2017

2015

2015

2015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3

4
4
5
4
4
6
30

1

1
1
1
1
1
1
7

[표4-01]  <구성단위 풍경: 우리는 모두 고고학자다?!>, 작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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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가 분리된 인쇄물 포스터 <구성단위 풍경> 시리즈는 물리적 

공간인 갤러리에서 관람자와 마주한다. 관람자는 작품을 보며 마치 고고학자처럼 

상상력을 동원해 분절된 레이어의 퍼즐을 조합한다. ‘해체 이전의 포스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떠올리며 각기 다른 형태의 개별적인 나무를 한데 모아 

숲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포스터를 비추면 증강 현실로 ‘중첩’된 완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재 공간  I  전시 공간: 인쇄물 포스터 5점

스마트폰 영역 증강 현실
중첩 공간  I  가상 실재

[그림4-01]   <구성단위 풍경: 우리는 모두 고고학자다?!>, 작품 설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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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마츠다 유키마사, 『눈의 모험』, 김경균 역, 정보공학연구소, 2006, p.158 재인용

형식의 전시다. 여기서 스마트폰과 네트워크 기술은 가상과 실재를 연결하는 

매개로 관람자가 작품의 숨겨진 차원을 다시 ‘레이어’화하며 전시의 전체적 

맥락과 흐름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연구자는 인쇄 매체와 

증강 현실 매체를 혼합해 ‘중첩’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미시적·거시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했다.

	 구성단위 풍경: 전시의 부제와 같이, 여기서 관람자는 ‘모두 고고학자다’. 

연구자는 전시장을 하나의 필드워크 장소로 규정하고 해석과 대화라는 ‘동반 

현상’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래픽 구성단위 요소로 이루어진 시각 

메시지를 각각 분리해 기호로 표현함으로써 ‘숨겨진’ 차원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우리는 모두 고고학자다’라는 부제 속 공통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이는 공공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다. 

관람자는 연구자의 작품에서 숨겨진 차원을 발견하고 유추해나가는 방식은 마치 

고고학자들이 필드워크를 수행하는 모습과 닮았다. 유적지 현장에서 과거의 

유물과 유적을 발견하고 문화사를 복원하듯, 관람자는 연구자의 작품에서 

불완전하거나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고 ‘복원’ 과정을 거쳐 고고학자처럼 

하나의 틀을 완성해나간다. 이 과정은 발굴-유추-해석-결과의 연속과 반복이 주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heisenberg)는 “나무를 보면 숲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65 컴퓨터 그래픽은 디자이너에게 나무(레이어)를 주었고 

울창한 숲(무수한 레이어)을 창조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 1세대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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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크라우벌(wim crouwel)은 타이포그래피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헬베티카(helvetica)>(2007)에서 컴퓨터 그래픽의 등장 전후를 회상하며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다양한 레이어를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과학 기술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가 언급한 단계를 넘어 이행·변이 

해왔다. 전시 홍보 포스터 겸 전시 작품인 <구성단위 풍경>은 스크린 컬러 RGB 

가산혼합(RGB 加算混合)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인쇄물 포스터는 R, G, B 

컬러를 기준으로 3개로 분리하고, 하나의 SNS용 지프(gif) 애니메이션 포스터는 

R, G, B로 분리된 3개의 포스터를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두 

매체가 서로 다르지만 동시 사용성을 고려, 동일한 시각 아이덴티티 유지를 

전제하며 상호보완적 과정을 거쳐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지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포스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빨간 점부터 파란색 숫자와 면, 초록색 

숫자와 영문 조합까지, 모호하고 불명확한 메시지는 공공적 커뮤니케이션과는 

“저는 컴퓨터 작업을 늦게 시작했어요. 아마도 제가 컴퓨터를 처음 산 건 

1993년이 아닌가 싶네요. 저는 컴퓨터를 독학으로 공부했고 이제 상당히 

잘 다룰 수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만큼 컴퓨터를 잘 다루지는 못해요. 

하지만 전 컴퓨터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1960년대에 컴퓨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작업을 더 빨리,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컴퓨터에선 모든 레이어를 작업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1960년대에는 두세 개 레이어만 작업에 넣을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66

66	 <Helvetica>, Dir. Gary Hustwit, Pd. Gary Hustwit, Swiss Dots, and Ve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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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거리가 있다. 이 기호들은 마치 암호와 같아서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해석을 동시에 이끌어낸다. 포스터 지면 위에 흩어진 빨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all we are archaeologists’라는 영어 문장을 발견할 수 있다. 파란색 

숫자와 면은 전시 기간과 갤러리 오픈 일시를, 초록색 숫자와 영문 조합은 갤러리의 

위치를 나타낸다. <우리는 모두 고고학자다?!>라는 전시의 부제에 걸맞게, 홍보 

포스터 역시 ‘숨겨진’ 메시지를 통해 수용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림4-02] 	 <구성단위 풍경>, 포스터 시리즈, 2018 
	 	 SNS 홍보를 위한 지프(gif) 애니메이션 포스터 1종(4초 루프)
	 	 1초 단위로 배경 색상이 R, G, B 순으로 바뀌며 정보를 숨기고 
	 	 드러냄을 반복한다. / 인쇄물 포스터 3점(각 594x841mm)
R255 G0 B0	 전시 제목 - unit & landscape: we are archaeologists
R0 G255 B0	 전시 장소 - 사각형 갤러리 로고 / 갤러리 위치 위도·경도
R0 G0 B255	 전시 일시 - 2018년 3월 4일-3월 10일 / 12:0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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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3] 	 <구성단위 풍경>, 포스터 1, 2018 
R255 G0 B0	 포스터 배경의 색상값이 R255 G0 B0이 되면 전시 제목이 사라지고 
	 	 전시 장소와 일시 정보만 남는다.
R255 G0 B0	 전시 제목 - unit & landscape: we are archaeologists
R0 G255 B0	 전시 장소 - 사각형 갤러리 로고 / 갤러리 위치 위도·경도
R0 G0 B255	 전시 일시 - 2018년 3월 4일-3월 10일 / 12:0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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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4] 	 <구성단위 풍경>, 포스터 2, 2018
R0 G255 B0	 지프(gif) 애니메이션 포스터 배경의 색상값이 R0 G255 B0이 되면 
	 	 전시 장소 정보가 사라지고 제목과 일시만 남는다.
R255 G0 B0	 전시 제목 - unit & landscape: we are archaeologists
R0 G255 B0	 전시 장소 - 사각형 갤러리 로고 / 갤러리 위치 위도·경도
R0 G0 B255	 전시 일시 - 2018년 3월 4일-3월 10일 / 12:00 -19:00



64

[그림4-05] 	 <구성단위 풍경>, 포스터 3, 2018
R0 G0 B255	 지프(gif) 애니메이션 포스터의 배경 색상값이 R0 G0 B255가 되면 
	 	 전시 일시 정보가 사라지고 제목과 장소만 남는다.
R255 G0 B0	 전시 제목 - unit & landscape: we are archaeologists
R0 G255 B0	 전시 장소 - 사각형 갤러리 로고 / 갤러리 위치 위도·경도
R0 G0 B255	 전시 일시 - 2018년 3월 4일-3월 10일 / 12:0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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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6]  	 <구성단위 풍경>, 포스터 4, 2018
	 	 포스터 배경이 RGB 가산혼합(RGB 加算混合)으로 흰색이 되면 
	 	 모든 전시 정보를 볼 수 있다.
R255 G0 B0	 전시 제목 - unit & landscape: we are archaeologists
R0 G255 B0	 전시 장소 - 사각형 갤러리 로고 / 갤러리 위치 위도·경도
R0 G0 B255	 전시 일시 - 2018년 3월 4일-3월 10일 / 12:0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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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7]  <구성단위 풍경>, 레이어가 분리된 인쇄물 포스터 5점 1, 2018 - 각 사이즈 594x841mm 
[그림4-08]  <구성단위 풍경>, 레이어가 중첩된 증강현실 포스터 1, 2018 - 스마트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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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9]  <구성단위 풍경>, 레이어가 분리된 인쇄물 포스터 6점 2, 2018 - 각 사이즈 594x841mm 
[그림4-10]  <구성단위 풍경>, 레이어가 중첩된 증강현실 포스터 2, 2018 - 스마트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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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구성단위 풍경>, 레이어가 분리된 인쇄물 포스터 4점 3, 2018 - 각 사이즈 594x841mm 
[그림4-12]  <구성단위 풍경>, 레이어가 중첩된 증강현실 포스터 3, 2018 - 스마트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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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3]  <구성단위 풍경>, 레이어가 분리된 인쇄물 포스터 4점 4, 2018 - 각 사이즈 594x841mm 
[그림4-14]  <구성단위 풍경>, 레이어가 중첩된 증강현실 포스터 4, 2018 - 스마트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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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5]  <구성단위 풍경>, 레이어가 분리된 인쇄물 포스터 4점 5, 2018 - 각 사이즈 594x841mm 
[그림4-16]  <구성단위 풍경>, 레이어가 중첩된 증강현실 포스터 5, 2018 - 스마트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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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두성 인더페이퍼 갤러리로부터 후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자의 

개인전 <시스템(system)>(이하 <시스템>)은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혼종적 중첩 관계’라는 기술 형식의 설정 면에서 앞서 소개한 <구성단위 

풍경>과 맥락을 같이한다. <시스템>은 그래픽 구성요소와 설정된 규칙을 통한 

시각 실험으로, 인쇄 매체와 증강 현실로 구축한 전시다. 작품은 두 매체가 

융합하며 내재한 잠재성을 역동적으로 드러낸다. 스마트폰은 포스터와 수용자 

사이의 인식 관계를 현실화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물리적 공간에서는 그래픽 

구성 요소가 고착되어 있다. 포스터 지면은 정지된 공간이자 정지된 시간이다. 

반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바라본 포스터의 그래픽 구성요소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구성요소가 작동하면서 수용자에게 대화를 건넨다. 

지면의 공간과 시간이 역동하는 것이다. 포스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시각 언어는 

어느 한쪽으로 분리되지 않고 가상과 실재 공간에서 하나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실재와 가상의 경계 안과 밖을 경험하고 그 융합적 매체가 

선사하는 새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전시 구성: 전시의 메인 작품은 A0(841x1,189mm) 크기의 인쇄물 

포스터 11점으로 관람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증강 현실을 감상할 수 있다. 바퀴 

달린 가로 100cm, 세로 40cm, 높이 38cm 크기의 구조물은 총 14개로 11개는 

메인 포스터와 세트로 구성되며, 나머지 3개는 투명 크리스털 큐브, 전시 홍보 

포스터, 그리고 전시 홍보 엽서와 세트로 이루어진다. 갤러리 입구 벽면에는 

11점의 모션 포스터 영상이 순차적으로 상영된다. 

4.3.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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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7]  <시스템>, 전시 전경 1, 2018 ㅣ 증강현실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
[그림4-18]  <시스템>, 전시 전경 2, 2018 ㅣ 증강현실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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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9]  <시스템>, 전시 전경 3, 2018 ㅣ 전시 설치 구조물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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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된 시스템에서 역동하는 시스템으로: 노랑, 파랑, 검정 그리고 

주황색의 다양한 그래픽 구성요소는 포스터 지면 위에 정지되어 있다. 올바른 

시각이란 무엇인가? 크리스털 큐브를 손에 들고 공간을 투영해 그래픽 요소를

[그림4-20]  <시스템>, 전시 전경 4, 2018 

무엇을 보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무엇을 인식하는가? 

잠재적인 것

	

정지된 시간인가? 

역동하는 시간인가? 

경험하는 시간인가? 

인식하는 시간인가? 

잠재적인 것

	

정지된 공간인가? 

역동하는 공간인가? 

경험하는 공간인가? 

인식하는 공간인가? 

잠재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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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로 바라보자. 각기 다른 요소들은 굴절되어 현실을 왜곡하지만 새로운 

미학을 드러낸다. 전시 작품이 놓인 흰색 구조물은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구조물 

하단을 받치고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 바퀴는 움직임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전자와 후자 모두 역동의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다. 이행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인식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창조적인 

운동은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에서 이루어”진다.67 “따라서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는 언제나 진정한 창조이다.”68 <시스템>은 정지-역동-경험-인식의 과정을 

통해 그래픽 구성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시각성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림4-21]  <시스템>, 전시 전경 5, 2018 

67	 김재희,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반복을 넘어서는 창조적 사유 역량의 회복』, 그린비, 	
	 2019, p.385 
68 	 김재희, 앞의 책,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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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  <시스템>, 포스터 1, 2018 ㅣ 영상: www.vimeo.com/392765394(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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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3]  <시스템>, 포스터 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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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4]  <시스템>, 포스터 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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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5]  <시스템>, 포스터 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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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6]  <시스템>, 포스터 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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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7]  <시스템>, 포스터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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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8]  <시스템>, 포스터 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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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9]  <시스템>, 포스터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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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0]  <시스템>, 포스터 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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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1]  <시스템>, 포스터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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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2]  <시스템>, 포스터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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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낯설게 보기(defamiliarizing hangeul)>(이하 <한글 낯설게 

보기>)(2019)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주최·주관한 <2019 제3회 한글 실험 

프로젝트 -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 전시에 연구자가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대기앤준(daeki & jun)이 작가로 초대받아 진행한 리서치 디자인 

프로젝트다. 4.4.는 당시 디자인한 전시용 리서치 북 『한글 낯설게 보기: 

해상도체』와 결과물을 사례 연구 형식으로 짚어본다. 앞서 다룬 <구성단위 

풍경>과 <시스템>이 기술의 형식 면에서 물질성과 비물질성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면, <한글 낯설게 보기>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생성되는 문화 현상과 디지털 스크린에 나타나는 기계적 시각 현상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한글에 접목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한다.

	 첫째,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보이는 ‘협업 생산-소비-유통’ 구조의 

한글 인터넷 밈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 문자는 세대에 따라 ‘생성’, ‘성장’, ‘소멸’, 

‘변이’의 자연스러운 이행 단계를 거치고,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69 한글도 마찬가지다. 현시점 한글은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단어 혹은 문장을 단순히 줄임말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한글인 ‘야민정음’이 유행하고 있다.70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으로 형성된 문화 현상이다.  

4.4. 	 한글 낯설게 보기

69-70	 심대기 외, 『한글 낯설게 보기: 해상도체』,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용, 2019,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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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박진호, “한글디자인을 위한 스토리텔링”, 김은재 외,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 
	 국립한글박물관, 2019, p.190
72	 야민정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
	 ?focus_name=query&query=야민정음(접속 날짜: 2019.06.19) 
73	 박진호, 앞의 책, p.190
74	 녹취록: 박진호, “한글프로젝트 설명회”, 국립한글박물관, 작성자: 심대기(2019.04.19)
75	 엘런 럽튼·줄리아 럽튼(2007), “Univers Strikes Back”, 헬렌 암스트롱,
	 『그래픽 디자인 이론: 그 사상의 흐름』, 이지원 역, 비즈앤비즈, 2009, p.13 서문 재인용

	 “한글을 음절 단위로 모아씀에 따라 글자들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되었다. 이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변별력을 저하하는 단점을 	

	 낳았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이것을 역이용하여 야민정음이라는 문자

 	 놀이를 한다. ‘멍멍이-댕댕이’, ‘명작-띵작’, ‘귀여워-커여워’, ‘피-괴’,

	 ‘비빔면-네넴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71

	 야민정음72은 네트워크상에서 특정 한글 음절의 형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기존 음절을 대체해 단어를 새롭게 표기하는 인터넷 밈 현상으로, 젊은 

세대들의 유희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한글이 모아쓰기 문자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반하며,73 오늘날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서 한글이 작게 표기됨에 따라 

그 특성이 부각된다. 따라서 야민정음은 네트워크 유희 문화와 기술 환경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자의 변이적 사용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자도 많지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호 교수는 

야민정음뿐 아니라 표음문자인 한글을 상형문자, 표의문자 또는 이모티콘과 같이 

창조적으로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한글 파괴가 아닌 재미있는 문자 놀이라고 

평가했다.74 또한 한글을 예로 든 것은 아니지만, 문자의 시각적 측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겸 이론가인 엘런 럽튼과 줄리아 럽튼(ellen & julia lupton)은 

“의사소통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례 없이 모든 사람이 시각 언어를 다룰 수 

있게 됐다”75라고 디지털 기술의 보편성을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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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디지털 스크린 기술 오류로 나타나는 앨리어싱(aliasing, 

위신호)76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 앨리어싱 현상은 디지털 화면에서 이미지나 

문자가 경계선이 매끄럽지 못하고 일그러져 계단 형태를 띠는 변형 시각 현상을 

말한다. 이런 이미지 픽셀화 현상은 디자이너처럼 전문적으로 이미지를 다루지 

못하는 생산소비자가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가상 공간에서 유영하는 해상도 

낮은 이미지를 복제-변형-유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각성이기도 하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지나 문자의 해상도가 낮아져 픽셀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글의 가독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거나 다른 글자로 변형되어 보이게 한다. 

이는 야민정음과 동일하게 한글이 모아쓰기 문자라는 구조적 특성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77 예로 본 프로젝트는 ‘곽’ 자가 위신호화로 ‘팍’ 자로 변형되는 것을 

야민정음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아름다운 한글의 조형 언어를 탐구한다.

76	 심대기 외, 『한글 낯설게 보기: 해상도체』,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용, 2019, p.12에서 	 	
	 기계용어편찬회, 『도해: 기계용어사전』, 일진사, 2020, p.587 재인용
77 	 심대기 외, 앞의 책, pp.12-15

[그림4-33]  <한글 낯설게 보기>, 2019 ㅣ 디자인: 대기앤준(이하 동일) ㅣ 영상: www.vimeo.com/3672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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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4]  <한글 낯설게 보기>, 2019  
	  ㅂ:      높은 해상도체      중간 해상도체      낮은 해상도체가 중첩된 형태의 모임 해상도체



91

[그림4-35]  <한글 낯설게 보기>, 2019 ㅣ 위신호화 과정
	  ㅂ:      높은 해상도체      중간 해상도체      낮은 해상도체가 중첩된 형태의 모임 해상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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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6]  <한글 낯설게 보기>, 2019  
	  캰:      높은 해상도체      중간 해상도체      낮은 해상도체가 중첩된 형태의 모임 해상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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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7]  <한글 낯설게 보기>, 2019 ㅣ 위신호화 과정
	  형:      높은 해상도체      중간 해상도체      낮은 해상도체가 중첩된 형태의 모임 해상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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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8]  <한글 낯설게 보기>, 2019 ㅣ 사진: 언리얼스튜디오, 국립한글박물관    
[그림4-39]  <한글 낯설게 보기>, 2019 ㅣ 사진: 언리얼스튜디오, 국립한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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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글 낯설게 보기>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현되는 야민정음 문화와 앨리어싱 현상을 토대로 한글을 실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현상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한글의 조형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상도체’ 시리즈를 완성했다. 그리고 현상 과정을 시각화한 1분 15초짜리 영상, 

가로세로 각각 120cm의 실용적인 실크 스카프 13종,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리서치 북을 실험적으로 제작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전시했다. 이 작품은 

벨기에에 있는 ‘019 겐트’라는 전시 플랫폼에도 초대돼 13종의 스카프는 깃발 

형태로 바뀌어 019 건물 외벽 깃대에 세워졌으며, 이 중 ‘ㅎ’은 가로세로 각각 

7.5m의 대형 깃발로 설치돼 거리를 오가는 대중에게 선보였다.

[그림4-40]  <한글 낯설게 보기>,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전경, 2019 ㅣ 기간: 2019년 9월 9일-2020년 3월 8일
	  사진: 언리얼스튜디오, 국립한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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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1]  <한글 낯설게 보기>, 벨기에 019 겐트 깃발 전시, 2019 ㅣ 기간: 2019년 9월 1일-9월 21일
	  사진: 마키엘 드 클렌(Michiel De Cleene), 019 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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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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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변이의 중첩 공간(a superimposed space in the transition)> 

(이하 <변이의 중첩 공간>)(2020)은 그래픽 디자인을 실험하는 무대이자 작품이 설치된 

공간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행·변이(transition)는 “하나의 상태 또는 조건에서 다른 

상태로 변경되는 과정 또는 기간”78을 뜻하며, 중첩(superimposition)은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 위에 겹쳐놓지만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 아닌 두 개가 어우러져 보이는 

것”79을 말한다. <변이의 중첩 공간>은 기술 형식에 따른 기존 매체와 새로운 매체, 

그리고 실재와 가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과도기적 공간’이다. 연구 작품은 그래픽 

디자인을 매개로 1) 기술의 이행·변이를 경험하는 중첩 공간이다. 2) 물질성, 비물질성, 

그리고 수용자의 신체가 순차적으로 융합하는 공간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용자에게 

3) 가상과 실재라는 선험적이고 이분법적인 경계를 허물게 하는 공간이 된다. 즉 

공간에서의 경험은 가상도 실재라는 지각 변화를 도출한다.

 

	 미디어 철학자 피에르 레비(pierre lévy)는 “실재가 ‘지금 가지고 있음’의 

개념이라면, 가상은 ‘앞으로 받게 됨’ 또는 환상의 개념”80이며, 가상성은 실재의 

대립이나 현실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지각의 상관관계에서 정체성의 변환을 

의미한다고 했다.81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 작품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며 중첩된 

공간이며, 수용자의 신체가 경험하는 실재 공간이다.

5.1. 	 작품: 중첩 공간

78
79

80
81

“Transition”, Oxford Learner’s Dictionaries(접속 날짜: 2019.10.05) 
“Superimposition”, Oxford Learner’s Dictionaries(접속 날짜: 2019.10.05) 
연구자는 본 작품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고려해 확장 현실(eXtended Reality, XR)이라는 
기술 용어 대신 ‘중첩 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피에르 레비, 『디지털 시대의 가상 현실』, 전재연 역, 궁리, 2002, p.19  
피에르 레비, 앞의 책,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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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형식: 수용자는 연구 작품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공간에서 

1) 물질성을 가진 인쇄물 포스터 10점을 먼저 감상한다. 2) 이후 네트워크와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포스터를 보면 지면 위에 정지되어 있던 이미지는 역동적인 증강 현실이 

된다. 3) 마지막으로 수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전시 공간을 보면 포스터 이미지, 전시 

공간, 그리고 자신의 신체가 실시간으로 중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2), 3) 단계는 

공간에 설치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작동한다. 제작은 소프트웨어 스파크 AR(spark AR)을 사용했으며, 일련의 

경험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포스팅할 수 있다.

1)
인쇄물 포스터

> >2)
증강 현실

3)
중첩 현실

	 작품 제목

1	 변이의 중첩 공간 01a

2	 변이의 중첩 공간 01b

3	 변이의 중첩 공간 02a

4	 변이의 중첩 공간 02b

5	 변이의 중첩 공간 03a

6	 변이의 중첩 공간 03b

7	 변이의 중첩 공간 04a

8	 변이의 중첩 공간 04b

9	 변이의 중첩 공간 05a

10	 변이의 중첩 공간 05b

1) 인쇄물 포스터

O

O

O

O

O

O

O

O

O

O

2) 증강현실 3) 중첩 현실

[표5-02]  <변이의 중첩 공간>의 경험 과정 및 작품 구성 2 ㅣ 인쇄물 포스터(각 841x1,189mm)

[표5-01]  <변이의 중첩 공간>의 경험 과정 및 작품 구성 1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X

O O O

X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

물질성과 비물질성
실재와 가상

=
=

이행·변이의 중첩 공간
인식의 변화: 실재 =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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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1]  <변이의 중첩 공간>, 최종 연구 작품 포스터, 2020 ㅣ 인쇄물(841x1,189mm)

1) 단계
인쇄물 포스터
감상

01a 02a01b 02b

03a

05a

04a03b

05b

04b



101

증강 현실

가상 실재

실재 공간

스마트폰

가상 실재
중첩 공간

스마트폰
렌즈의 영역

디지털 
네트워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서버

스마트폰

눈의 영역

[그림5-02]  <변이의 중첩 공간>, 경험 방법

2) 단계
증강 현실
경험

3) 단계
중첩 현실
경험

포스터 

841x1,18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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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작품에서 드러나는 시각적 의미 또한 ‘무엇이 실재인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다. 작품의 시각적 요소는 크게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를 

상징하는 것들로 구성되며, 이는 모두 가상과 실재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구성 요소의 시각적 의미 - 테두리: 포스터 10점 모두에 표현된 테두리는 

흑백 픽셀에 포토샵 블러 효과를 적용해 디자인했다. 네트워크 기술의 가속도는 

초창기 해상도가 낮은 픽셀화된 이미지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든다. 이는 곧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된 고해상 이미지도 제약 없이 전송·공유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은 형태의 조건이다. 포스터의 이미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증강 현실 인식률이 낮아진다. 이를 기술적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한 요소이기도 하다. 선과 경계: 수평선은 실재와 가상을 이분하는 

경계를 상징한다.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서 사용되는 그래픽 요소로 구성된다. 

2차원의 평면 서체와 입체적인 3d 크롬 서체, 인쇄물 크롭 마크와 디지털 픽셀, 

CMYK 색상과 RGB 색상 등은 물질성과 비물질성의 경계에서 상징적으로 

마주하는 요소다. 문: 실재와 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문을 매개로 한 중첩 

경험은 수용자에게 이분화된 인식을 허물고 융합적 사고를 하게 한다. 스마트폰 

액정 화면을 상징하기도 한다. 서체82: 포스터 <변이의 중첩 공간 05a>에 사용한 

서체는 타임 뉴 로만과 헬베티카 노이에다. 두 서체의 상징적 뿌리를 1985년 

“최초의 애플 레이저라이터(apple laserwriter) 전용 서체로 데뷔한 어도비 

포스트스크립(adobe postscript) 서체 타임 로만과 헬베티카”83에서 찾고자 했다. 

82

83

<변이의 중첩 공간 05a> 포스터에 맨 처음 사용한 서체는 애플사에서 2014년 개발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이었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사용성을 고려해 개발했다는 점, 특히 샌프란시스코 서체는 
물질성이 있는 매체에서도 확장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행·변이 중첩의 상징성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저작권 위배 가능성이 있어 타임 뉴 로만과 헬베티카 노이에 서체로 변경했음을 명시한다.  
AIGA, “The Digital Past”, 앞의 홈페이지(접속 날짜: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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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서체가 데스크톱 퍼블리싱 혁명과 함께 인쇄물을 위해 디지털화 됐다는 

점에서 물질성과 비물질성의 이행·변이 중첩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이렇게 각 

포스터를 구성하는 그래픽 요소들은 전시 공간에서 수용자와 마주하며 중첩되고 

융합되어 그 의미를 드러낸다.

[표5-03]  <변이의 중첩 공간>의 시각적 메타포(metaphor)와 그래픽 구성 요소

문 1 문 2

경계

고착
물성

비고착
비물성

두 
공간의 
중첩

경계를 넘어선 
지각과 인식의  
중첩 공간

물질성 ㅣ 실재

테두리

선

경계

서체

경계

문

비물질성 ㅣ 가상

2D 평면 서체
인쇄용 크롭 & 블리드 마크

(crop & bleed) 인쇄용 CMYK 컬러 막대

RGB 컬러 그러데이션
디지털 글리치(glitch)

픽셀(pixel)3D 크롬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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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3]	 <변이의 중첩 공간>, 변이의 중첩 공간 01a, 2020 
	  크기: 841x1,189mm ㅣ 매체: 인쇄물 포스터

1) 단계: 인쇄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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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4]  <변이의 중첩 공간>, 변이의 중첩 공간 01b, 2020
	  크기: 841x1,189mm ㅣ 매체: 인쇄물 포스터



106

[그림5-05]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1, 2020

2) 단계: 증강 현실

	 변이의 중첩 공간 01: 사등분된 지면 위, 고착된 사각형 형태의 흑백 

픽셀과 우리의 시선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내 시차를 두고 크고 

작은 운동을 하며 풍경을 만든다. 픽셀로 구성된 풍경은 물리적 기술 장치 

위 플랫한 액정 화면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안내자라는 매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를 픽셀의 세계로 안내한다. 

안내자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술적 대응물(technical analogs)이자 동시에 

그것의 사회적 표현물이다.” 84 그리고 안내자는 우리를 중첩 공간의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 85가 되게 한다.

84-85	 리처드 그루신·제이 데이비드 볼터, 앞의 책,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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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6]  <변이의 중첩 공간>, 증강 현실 과정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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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7]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1,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3) 단계: 중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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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8]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2,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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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9]  <변이의 중첩 공간>, 변이의 중첩 공간 02a, 2020 
	  크기: 841x1,189mm ㅣ 매체: 인쇄물 포스터

1) 단계: 인쇄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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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  <변이의 중첩 공간>, 변이의 중첩 공간 02b, 2020 	 	
	  크기: 841x1,189mm ㅣ 매체: 인쇄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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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1]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2, 2020	 	

2) 단계: 증강 현실

	 변이의 중첩 공간 02: 흑백으로 분할된 면은 CMYK의 세계에 거주하는 

피사체다. 우리 역시 피사체다. 안내자, 즉 기술은 ‘찰칵’ 소리와 함께 우리를 

RGB의 세계로 불러들인다. R이 우리를 복제한다. G가 다시 한번 복제한다. 

B가 또다시 복제한다. 물질성을 지닌 우리는 CMYK의 세계에서, 복제된 우리는 

RGB의 세계에서 복제와 변형을 반복하며 파생된다.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원본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RGB 공간을 유영하는 우리는 

또 다른 원본이며 누군가에겐 ‘푼크툼’을 선사하는 현존재다.86 우리는 CMYK와 

RGB 세계 어딘가에 위치한 중첩 공간의 실재적 존재다.

86	 본 논문 2.2.의 이론 일부를 작품 <변이의 중첩 공간 02>에 대입해 해석함을 명시한다. 예로 본 논문 
	 3.1.에서 유일한 물질성을 지닌 원본은 차고지에 붙은 포스터이지만, 디지털화된 이미지가 네트워크 
	 공간의 누군가에겐 원본이 된다. 또한 해당 포스터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겐 복제된 (차고지 배경과 
	 함께 촬영되고 포토샵에서 리터칭된) 이미지(포스터)가 푼크툼을 선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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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2]  <변이의 중첩 공간>, 증강 현실 과정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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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3]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3,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3) 단계: 중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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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4]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4,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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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5]  <변이의 중첩 공간>, 변이의 중첩 공간 03a, 2020
	  크기: 841x1,189mm ㅣ 매체: 인쇄물 포스터	 	

1) 단계: 인쇄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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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6]  <변이의 중첩 공간>, 변이의 중첩 공간 03b, 2020
	  크기: 841x1,189mm ㅣ 매체: 인쇄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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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7]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3, 2020
	 	
	 	

2) 단계: 증강 현실

	 변이의 중첩 공간 03: 4개의 흑백 아치 형태 문은 중첩되어 있다. 

하나는 실재고, 다른 하나는 가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체이자 인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술이며 동시에 안내자다. 지면 위 우리는 정지된 상태로 

그들과 중첩되어 있다. 안내자, 즉 기술은 자신을, 그들과 우리의 존재를 서서히 

회전시킨다. 문은 중첩되며 회전한다. 모두가 뒤섞이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이는 물리적 공간에 고정된 우리의 인식과 신체를 그러데이션 세계와 

통합시킨다. 환각이 느껴지는 이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 

향상된 지각” 87이다. 중첩 공간이 선사하는 향상된 지각이다.

87	 재런 러니어, 『가상 현실의 탄생-VR의 아버지 재런 러니어, 자신과 과학을 말하다』, 노승영 역, 	 	
	 열린책들, 2018, p.12



119

[그림5-18]  <변이의 중첩 공간>, 증강 현실 과정 3, 2020



120

[그림5-19]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5,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3) 단계: 중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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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0]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6,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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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1]  <변이의 중첩 공간>, 변이의 중첩 공간 04a, 2020
	  크기: 841x1,189mm ㅣ 매체: 인쇄물 포스터

1) 단계: 인쇄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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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2]  <변이의 중첩 공간>, 변이의 중첩 공간 04b, 2020
	  크기: 841x1,189mm ㅣ 매체: 인쇄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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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3]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4, 2020
	 	

2) 단계: 증강 현실

	 변이의 중첩 공간 04: 4개의 흑백 직사각형은 중첩되어 있다. 기술은 

직사각형을 서서히 회전시킨다. 아름다운 글리치와 함께 자신이 가상과 실재를 

연결하는 기술이며 회전의 주체자임을 드러낸다. 그는 문이다. 회전하는 안내자다. 

물리적 공간에 위치한 우리의 존재를, 신체를 글리치의 세계로 안내한다. 회전하는 

문은 이행과 중첩을 거듭하며 우리의 감각과 글리치를 통합시킨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우리 모두가 통합된 지각으로 함께 향하는 주체자입니다. 이곳의 모든 

‘인간’과 ‘비인간’의 긴밀한 관계·집합이 중첩 공간을 형성하는 행위자입니다.” 88

88	 본 논문 2.1.의 이론 일부를 작품 <변이의 중첩 공간 04>에 대입해 해석함을 명시한다.
	 “기술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주로 발명가(엔지니어)나 디자이너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기술이 세상에 나온 뒤에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속에 편입된다. 여기서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는 
	 기술의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 피드백을 주는 행위자로, 또 다른 경우에는 기술을 직접 디자인하고 		
	 변형시키는 주체로 행위한다. 기술이 네트워크 속에서 변형되고, 또 그 네트워크를 변형시킨다는 	 	
	 것이 ANT(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브루노 라투르 외, 앞의 책,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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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4]  <변이의 중첩 공간>, 증강 현실 과정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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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5]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7,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3) 단계: 중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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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6]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8,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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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7]  <변이의 중첩 공간>, 변이의 중첩 공간 05a, 2020
	  크기: 841x1,189mm ㅣ 매체: 인쇄물 포스터

1) 단계: 인쇄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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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8]  <변이의 중첩 공간>, 변이의 중첩 공간 05b, 202
	  크기: 841x1,189mm ㅣ 매체: 인쇄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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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9]  <변이의 중첩 공간>, 증강 현실 QR Code, 2020	 	

2) 단계: 증강 현실

	 변이의 중첩 공간 05: 우리는 한 손엔 실재를, 다른 한 손엔 가상을 

쥐고 있다. 기존 매체와 새로운 매체를, 그리고 물질성과 비물질성을 쥐고 있다. 

우리의 손은 서로를 바라보고 “파악의 몸짓(begreifen)”과 “이해의 몸짓(cum-

prae-tendere)”을 시작한다. 그러곤 두 손의 “함께 움켜잡기(gemeinsames 

ergreifen)”를 시작한다. 상반된 것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보완하며 재구성이라는 

“창조(schaffen)의 몸짓”을 시작한다.89 둘은 새로운 하나의 입체가 된다. 안내자가 

된다. 드디어 지면 위 평면 텍스트 ‘a superimposed space in the transition’는 

입체가 된다. 우리에게도 가상도 실재라는 입체적이고 창조적인 지각이 형성된다.

89	 아래 책 제5장 ‘만들기의 몸 짓’의 이론 일부를 작품 <변이의 중첩 공간 05>에 대입해 해석함을   	 	
	 명시한다. 빌렘 플루서, 『몸짓들: 현상학 시론』, 안규철 역, 워크룸 프레스, 2018.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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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0]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5,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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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1]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QR Code 1, 2020

	 	

3) 단계: 중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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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2]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9,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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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3]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QR Code 2, 2020

	 	

3) 단계: 중첩 현실



135

[그림5-34]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10,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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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중첩 현실

[그림5-35]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11,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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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6]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12,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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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7]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QR Code 3, 2020

3) 단계: 중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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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8]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13,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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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9]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14,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3) 단계: 중첩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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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0]  <변이의 중첩 공간>, 중첩 현실 과정 15, 2020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신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가상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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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의 중첩 공간> 시리즈는 물리적 공간에 설치되어 수용자와 

마주한다. 작품은 수용자에게 실재와 가상의 중첩이라는 일련의 경험을 

제공하며 완성된다는 점에서 전시 공간 구성은 의의가 있다. 전시는 서울대학교 

예술복합연구동 74동 우석갤러리에서 202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진행했으며, 전시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포스터 구성: 총 10점의 포스터는 a와 b가 짝을 이루며 총 5세트로 

순차적으로 배열된다. 포스터 a와 b의 관계는 증강 현실의 전후를 나타낸다. 

a는 증강 현실 전 고착화된 인쇄 매체를 상징하며, b는 증강 현실의 한 장면을 

나타낸다. QR 코드: 총 12개의 QR 코드로 구성된다. 흑백 픽셀로 인쇄된 QR 

코드는 실재와 가상을, 물질성과 비물질성을 연결하고 중첩시키는 매개이다. 

상단에 위치한 5개는 증강 현실의 매개로 포스터 a 시리즈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수용자는 흰색 전시 구조물 위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고 포스터 

a 시리즈를 카메라로 비추면 증강 현실을 감상할 수 있다. 하단에 위치한 7개는 

중첩 현실의 매개다. 포스터 이미지와 전시 공간 내 수용자가 네트워크 공간과 

중첩되는 경험을 하게 한다. 구조물: 전시 구조물은 총 2개로 구성된다. 우선 첫 

번째 흰색 구조물의 경우 가로, 세로, 높이 각각 40cm로 된 큐브 3개가 직렬로 

연결된 행태다. 이는 입체적 픽셀을 상징하며 빈 공간은 가상과 실재를 연결하는 

관문을 나타낸다. 하나는 실재, 다른 하나는 가상, 마지막은 가상과 실재의 

중첩을 단계적으로 상징한다. 구조물 위 투명 유리로 덮인 인쇄물엔 벽면에 

설치된 포스터 섬네일 이미지와 스마트폰으로 작품을 연결하는 QR 코드가 

5.2. 	 전시: 우석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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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되어 있다. 이는 작품을 감상하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구조물의 

하단 구조는 첫 번째와 동일하며, 상단 부분은 작품의 완성 단계인 <변이의 중첩 

공간 05a, b>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전시 공간에 놓인 인쇄물 포스터 작품들은 물리적인 실재 공간에서만 

존재하고, 디지털화된 비물질성은 네트워크 공간에서 존재한다. 하지만 

QR코드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은 중첩된 공간의 안과 밖의 경계에서, 

두 물질성의 경계에서 수용자의 몰입감을 증가시킨다. ‘여기 지금’, 무엇이 

실재이고 무엇이 가상인가? 2개의 서로 다른 매체는 상호보완하며 융합된다. 

실재와 가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논의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림5-41]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6, 2020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관람이 제한되어 예약한 일부 관람자에게만 전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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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2]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7, 2020
	  픽셀 형태의 전시 구조물 위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관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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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3]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8, 2020
	  QR 코드 스캔 후 포스터 a 시리즈의 증강 현실을 경험하는 관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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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4]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9, 2020
	  포스터: 좌 01a, 우 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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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5]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10, 2020
	  포스터: 좌 02a, 우 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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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6]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11, 2020
	  포스터: 좌 03a, 우 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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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7]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12, 2020
	  포스터: 좌 04a, 우 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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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8]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13, 2020
	  포스터 05a와 픽셀 형태의 전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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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9]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전경 14, 2020
	  포스터 05b와 픽셀 형태의 전시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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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작품 연구 결과물 중 하나인 <변이의 중첩 공간 05a>를 

벨기에 ‘디자인 뮤지엄 겐트’에서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전시 플랫폼 ‘빌보드’ 

프로젝트에 전시하기 위해 제안서를 2019년 6월 말 이메일로 보냈다. 현재 전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빌보드는 2017년 ‘019 겐트’ 90라는 그래픽 디자인 그룹의 

제안으로 비롯했으며, 디자인 뮤지엄에서 진행하는 다른 디자인 분야 프로그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한 그래픽 디자인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된 프로젝트다. 019 겐트가 디자이너 큐레이션을 담당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디자인 뮤지엄에서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현재까지 그래픽 

디자이너 14명의 작업을 선보였다.91

	 도심 거리와 마주하고 있는 디자인 뮤지엄 한쪽 벽면에 걸린 50㎡(약 

15.125평) 크기의 빌보드에 설치되는 작품은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으로 

대중과 소통한다. 이전 우석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은 화이트 큐브 안에서 

수용자와 만났다면, 빌보드는 도심 한가운데 복잡한 거리에서 대중과 마주하는 

것이다. 이는 대중이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 일상의 거리 공간에서 비현실적인 

가상 실재 중첩을 경험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작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QR 코드는 빌보드 

하단에 설치될 A3(297x420mm) 크기의 관람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 	 전시 제안: 디자인 뮤지엄 겐트

90

91

‘019 겐트’는 그래픽 디자이너 그룹이며 동시에 그들이 운영하는 전시 공간의 이름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019 겐트’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디자인 전시를 협업 진행했다. 
Design Museum Gent, “A Project of 019 in Collaboration with Design Museum Gent”, 
https://www.designmuseumgent.be/en/events/billboard(접속 날짜: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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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0]  <변이의 중첩 공간>, 관람 설명서: 제안 이미지, 2020
	  빌보드 하단에 설치, 크기 A3(297x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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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1]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제안: 벨기에 겐트 디자인 뮤지엄 빌보드 프로젝트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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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2]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제안: 벨기에 겐트 디자인 뮤지엄 빌보드 프로젝트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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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3]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제안: 벨기에 겐트 디자인 뮤지엄 빌보드 프로젝트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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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4]  <변이의 중첩 공간>
	  전시 제안: 벨기에 겐트 디자인 뮤지엄 빌보드 프로젝트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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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9 겐트 - 가상에서 현실로: 019 겐트와 연구자의 인연은 2015년 

그들이 보내온 이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다. 메일의 내용은 주기적으로 019 

겐트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깃발을 디자인해달라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첫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지난 6년 동안 연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타이포잔치: 플래그(typojanchi: flag)>(2015), 한글박물관에서 주관하는 

<한글 낯설게 보기(defamiliarizing hangeul)>(2019) 등의 대규모 전시부터 

몇몇 작은 전시까지 019 겐트와 함께 진행하고 그곳에서 전시했다. 반대로 

019 겐트 운영진이 연구자에게 보내온 디자인 작품을 서울에서 전시하기도 

했다. 우리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에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서로의 소식을 보거나 전하기도 하며, 회의가 필요하면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zoom)으로 화상회의를 하기도 한다. 전시될 최종 작업은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서비스인 위트랜스퍼(wetransfer)를 이용해 주고받는다. 데이터를 

받은 그들은 작업을 인쇄하고, 설치하고, 사진을 찍어 연구자에게 보내주고 019 

겐트 홈페이지와 SNS에 포스팅한다. 그리고 우리는 SNS에서 작품 이미지와 함께 

서로를 태그(tag: @#)한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지만, 연구자는 019 

겐트의 운영진과 아직 현실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연구자가 보낸 빌보드 전시 제안서가 받아들여질지는 현재 미지수지만, 

만약 전시가 진행된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겐트에 처음으로 방문하려 한다. 

가상공간의 시공간이 현실에서 중첩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의 우리 삶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서울과 겐트는 지구 반대편 8,713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동일한 관심사로 연결된 

네트워크 공간의 객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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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연구는 서론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성질이 다른 매체의 

융합 관계를 그래픽 디자인으로 실험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2장부터 제6장까지 연구를 순차적으로 다시 기술하고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술 환경과 그래픽 디자인의 ‘이행·변이 중첩’ 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학제적으로 알아보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발현되는 그래픽 디자인 현상과 시각 문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연구의 학문적 토대와 실제 사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과정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그래픽 디자인 현상을 

다음과 같이 바라보게 했다. 1)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혼종적 중첩 

관계, 2) 그래픽 디자인의 이행·변이 중첩 관계, 3) 가상과 실재의 중첩 관계 

현상이다. 제4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실행한 그래픽 디자인 작품을 다루었으며, 각 작품은 디자인의 형식과 

내용을 탐구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기술의 형식 안에서 제5장 작품 연구 

<변이의 중첩 공간>으로 이어진다.

	 제5장 최종 작품 연구 공간에서 수용자는 흑백 픽셀의 QR 코드와 

마주한다. 인쇄된 QR 코드는 매체적 매개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것은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다. ‘지금 여기’ 물리적 공간에 

놓인 포스터는 스마트폰이라는 또 다른 매개로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과 만나 

우리의 신체를 중첩 공간으로 안내한다. 작품은 수동적 시각 언어에서 능동적 

시각 언어로 바뀌며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이처럼 기술 환경의 이행·변이는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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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융합이라는 디자인 담론을 제기하며, 연구자에게 

두 매체 모두를 활용한 새로운 그래픽 디자인 방법론을 모색하게 했다. <변이의 

중첩 공간>은 결과적으로 매체의 상호보완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다변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 환경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형식이 내재한 잠재적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수용자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제약: <변이의 중첩 공간> 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시도는 

수용자에게 더욱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탐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최종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기술적 제약에 직면했다. 일례로 

‘제4장 실행’ 부분의 연구 작품 <구성단위 풍경>과 <시스템>을 진행할 때는 

휴렛팩커드(hewlett-packard)에서 출시한 hp 리빌(hp reveal)을 이용해 

가상 현실(AR) 작품을 제작했다. 이 앱(app)은 기능적으로 매우 편리하지만, 

기초적 증강 현실만 구현할 수 있어 최종 연구 작품을 진행하기엔 기술이 극히 

제한적인 데다 <변이의 중첩 공간> 연구 당시에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종류의 증강 현실 앱 아티바이브(artivive)와 슬라이드 AR(slide AR)을 

실험적으로 사용해봤다. 슬라이드 AR의 경우 기능이 단순하지만, 수용자가 증강 

현실 속 각 객체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 하지만 두 앱 모두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3d 디자인 

기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오픈프레임워크스(openframeworks)나 

AR키트(ARkit)는 앞서 언급한 소프트웨어와 비교해 상당히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단, 그만큼 많은 학습을 해야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변이의 중첩 공간>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2019년 

인스타그램에서 선보인 스파크 AR(spark AR)이다. 연구 작품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적기에 출시된 것이다. 스파크 AR은 효율성,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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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성, 그리고 확장성 면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장점을 지녔다. 따라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제3장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연구자(디자이너) 역시 기술적 제약과 

주어진 기술 환경에서 ‘주어진 도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브리콜뢰르92를 

실천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은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협업 행위자다.

	 후속 연구: 가상과 실재의 중첩 공간은 그래픽 디자인과 기술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증강 현실(AR)과 같은 확장 현실(XR)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은 아니지만, 과거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요구와 소프트웨어의 편리성이 

맞물려 이제 막 대중화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의 작품 

연구 형식과 결과를 상업적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후속 연구를 지속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현시점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산해주는 

다양한 앱이나 AI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기능적으로 이전에 비해 향상된 

부분이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 디자이너가 리서치를 하고 기획 및 전략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 완성한 그래픽 디자인 

이미지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그래픽 디자인 매체의 상호보완 관계를 새롭게 제시하기 위한 후속 

연구는 매우 필수불가결한 일인 만큼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92 본 논문 p.53에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야생의 사고』, 안정남 역, 한길사, 1996, 
p.69-7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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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표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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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브란트는 그래픽 디자이너 겸 미니애폴리스 예술대학(MCAD) 디자인과 학장이다. 

이 도표는 그의 집 차고지에서 진행한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포스터 프로젝트가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에서 성공적으로 확장된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에서 포스터 매체의 물질성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최	 에릭 브란트

	 그래픽 디자이너

	 MCAD(minneapolis college of art and design) 디자인과 학장

프로젝트 기간	 2013년 - 2018년, 약 6년

참여 디자이너	 전세계 그래픽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인 전공 학생 

참여 작품	 포스터 1641종

전시 장소	 1) 	에릭 브란트 집 차고지, 미국 미니애폴리스

	 2) 	온라인 매체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기록용 텀블러, 핀터레스트 

	     	에릭 브란트 개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https://ficciones-typografika.tumblr.com/archive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kr/erikbrandt/ficcionestypografika/?autologin=tru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iccionestypografika

트위터	 	 https://twitter.com/geotypografika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erik_brandt

	 	 정보·도표 출처(위): 에릭 브란트가 운영하는 텀블러, SNS	

부록 1: 도표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 
Ficciones Typografika: 1642

[그림A-01] 에릭 브란트, M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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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Number

1642
1641
1638-1640
1635-1637
1632-1634

1629-1631
1626-1628
1625
1622-1624
1619-1621
1616-1618

1613-1615
1610-1612
1607-1609
1604-1606
1603
1600-1602

1597-1599
1594-1596
1591-1593
1588-1590
1585-1587
1582-1584

1579-1581
1576-1578
1573-1575
1570-1572
1567-1569

1564-1566
1561-1563
1558-1560
1555-1557
1552-1554

1549-1551
1546-1548

1543-1545
1540-1542
1537-1539
1533-1536

MAR 21, 2018
MAR 18, 2018
MAR 17, 2018
MAR 16, 2018
MAR 15, 2018

MAR 14, 2018
MAR 14, 2018
MAR 13, 2018
MAR 11, 2018
MAR 7, 2018
MAR 3, 2018

FEB 28, 2018
FEB 24, 2018
FEB 20, 2018
FEB 18, 2018
FEB 17, 2018
FEB 14, 2018

FEB 11, 2018
FEB 7, 2018
FEB 3, 2018
JAN 27, 2018
JAN 21, 2018
JAN 14, 2018

JAN 10, 2018
JAN 7, 2018
JAN 3, 2018
DEC 31, 2017
DEC 27, 2017

DEC 24, 2017
DEC 20, 2017
DEC 17, 2017
DEC 13, 2017
DEC 3, 2017

DEC 2, 2017
NOV 29, 2017

NOV 26, 2017
NOV 22, 2017
NOV 19, 2017
NOV 9, 2017

Erik Brandt
Brian Walbergh
Mark Gowing
James Goggin
Ivo Rubboli
Lukas Nässil
César Lecoq
Sergio Martínez
Shiva Nallaperumal
April Greiman
Ksenia Dubrovskaya
Mila Silenina
René Appel
Caleb Vanden Boom
Nouhtrang Thao
David Galasse
Scott Massey
Ralph Burkhardt
Paul Schoppert
Patrick Thomas

Yoana Puleva
Bureau Mitte
Mayya Frolova
i am god
Brent Dahl
Leeza Pritychenko

Samuel Boxer
Daniel Lurvey
Scott Massey
Fotini Chaliampalia
Johannes 
Schnatmann
Mario Fuentes
Nolan Paparelli
Skål Studio
Nam Huynh
Jasio Stefanski
Ryan Gerald Nelson
Ben Schwartz
Paul Garbett

Jérôme Bizien
Kristi Çunga
Tobias Hönow
Eike König

Installed on Name Poster
Number

1531-1533
1528-1530
1525-1527
1522-1524
1519-1521
1516-1518
1513-1515
1510-1512
1507-1509
1504-1506
1501-1503
1498-1500
1495-1497

1492-1494
1489-1491
1486-1488
1483-1485
1480-1482
1477-1479

1474-1476
1471-1473

1468-1470
1465-1467
1462-1464
1459-1461
1456-1458

1453-1455

1450-1452

1447-1449
1444-1446
1441-1443
1438-1440
1435-1437
1432-1434
1429-1431
1426-1428
1423-1425
1420-1422
1417-1419
1414-1416

NOV 5, 2017
OCT 29, 2017
OCT 15, 2017
OCT 15, 2017
OCT 8, 2017
OCT 1, 2017
SEP 12, 2017
SEP 10, 2017
SEP 3, 2017
AUG 27, 2017
AUG 20, 2017
AUG 13, 2017
AUG 6, 2017

JUL 30, 2017
JUL 26, 2017
JUL 16, 2017
JUL 12, 2017
JUL 9,  2017
JUL 5,  2017

JUL 2,  2017
JUN 28, 2017

JUN 25, 2017
JUN 21, 2017
JUN 18, 2017
JUN 14, 2017
JUN 11, 2017

JUN 7, 2017

JUN 4, 2017

MAY 31, 2017
MAY 28, 2017
MAY 26, 2017
MAY 24, 2017
MAY 21, 2017
MAY 16, 2017
MAY 13, 2017
MAY 10, 2017
MAY 6, 2017
APR 30, 2017
APR 23, 2017
APR 16, 2017

Bráulio Amado
du e collective
Benoît Bodhuin
Anette Lenz
Manola Buonincontri
Erik Brandt
Drew Sisk
Matt Ross
Satoru Nihei
Keith Kitz
Raphael Wicki
Michael Barteloni
Davis Scherer
Marie Priour
Shisen
Giacomo Boffo
Michele Galluzzo
Adrien Tison
Ilya Fox
Anastasia Fokeeva

Georgia Cranstoun
Mari Larsen 
Alexis Ault 
Chloe Willnecker
Sebastian De Bellis
Sonitha Tep
Paul Bouigue
Katherine Kisin
Eric Hurtgen 
Dan Romanoski
Jan van der Kleijn

Jack Walgemuth 
Nolan Mao 
Hannah Taylor
Charlie Newhouse
Taylor Thompson
Esh Gruppa
Kiersten Sjolund
Thomas  & Jurgen
Sina Fakour
Anna Cairns
Gianluca Alla
Alice Zani
Edward Park
Zyxt
Brent Dahl

Installed on Name

[표A-01]  <픽시오네스 타이포그라피카: 1642> 참여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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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Number

1411-1413
1408-1410
1405-1407
1402-1404
1399-1401
1396-1398
1393-1395
1390-1392

1387-1389
1384-1386 

1381-1383
1378-1380
1375-1377
1369-1374
1366-1368
1363-1365
1360-1362
1357-1359
1356
1350-1352

1347-1349
1344-1346
1341-1343
1335-1337
1332-1334
1329-1331
1326-1328
1320-1325
1319
1316-1318
1313-1315
1304-1312
 1301-1303
1298-1300
1295-1297 

1292-1294 

1289-1291
1286-1288
1283-1285
1280-1282
1277-1279
1274-1276

APR 9, 2017
MAR 30, 2017
MAR 26, 2017
MAR 18, 2017
MAR 17, 2017
MAR 16, 2017
MAR 15, 2017
MAR 14, 2017

MAR 13, 2017
MAR 12, 2017

MAR 5, 2017
FEB 26, 2017
FEB 19, 2017
FEB 18, 2017
FEB 12, 2017
FEB 5, 2017
JAN 29, 2017
JAN 22, 2017
JAN 18, 2017
JAN 15, 2017

JAN 8, 2017
DEC 31, 2016
DEC 24, 2016
DEC 18, 2016
DEC 13, 2016
DEC 11, 2016
DEC 4, 2016
NOV 26, 2016
NOV 20, 2016
NOV 20, 2016
NOV 16, 2016
NOV 10, 2016
NOV 6, 2016
OCT 30, 2016
OCT 23, 2016

OCT 15, 2016

OCT 9, 2016
OCT 2, 2016
SEP 27, 2016
SEP 18, 2016
SEP 11, 2016
SEP 4, 2016

Omid Hamooni
Erik Brandt
Nicholas Stover
John Malinoski
Quentin Coulombier
Malo Malo
Inês Mena Silva
Francisco Lourenço
André Cândido
Édouard Spriet
i+o (Filipa Rodrigues)
(João Coutinho)
Faak & Paak Studio
Tanja Oppel
Alessandro Piacente
Erik Brandt
Gregorio Poggetti
Logan Myers
Satoru Nihei
Johanan Lee
Antonio Marble
Corentin Billot 
Clément Scoarnec
Alex Finney
Alberto Malossi
Stijn Jonckheere
Jason Urban
Erik Brandt
Jore Dierckx
Constanza De Luca
Sarah Boris
Matěj Moravec
Florian Paizs
Hippolyte Jacquottin
Erik Brandt
Elin Miller
Michele Pastore
Rita Matos
Miguel Mesquita
Will Bindley
Tom Young
Freddy Mills
Michel Walpot
Marco Ferri
Danny Faria
Erik Brandt
Marta Klopf
Davide Panicola

Installed on Name Poster
Number

1271-1273
1268-1270
1267
1264-1266
1261-1263
1258-1260
1255-1257
1252-1254
1249-1251
1246-1248 
1243-1245
1240-1242
1237-1239
1234-1236
1231-1233
1228-1230
1225-1227
1222-1224
1219-1221
1216-1218 
1213-1215
1210-1212
1207-1209
1204-1206
1201-1203
1198-1200
1195-1197
1192-1194
1189-1191
1186-1188
1183-1185
1180-1182 

1177-1179
1174-1176
1171-1173
1168-1170
1165-1167
1162-1164

1159-1161
1156-1158
1153-1155
1150-1152
1147-1149
1144-1146
1141-1143

AUG 30, 2016
AUG 28, 2016
AUG 21, 2016
AUG 14, 2016
AUG 7, 2016
JUL 31, 2016
JUL 21, 2016
JUL 19, 2016
JUL 16, 2016
JUL 12, 2016
JUL 10, 2016
JUL 7, 2016
JUL 5, 2016
JUL 3, 2016
JUN 30, 2016
JUN 28, 2016
JUN 26, 2016
JUN 23, 2016
JUN 21, 2016
JUN 19, 2016
JUN 17, 2016
JUN 15, 2016
JUN 12, 2016
JUN 10, 2016
JUN 8, 2016
JUN 6, 2016
JUN 5, 2016
JUN 1, 2016
MAY 18, 2016
MAY 11, 2016
MAY 11, 2016
MAY 8, 2016

MAY 4, 2016
MAY 1, 2016
APR 27, 2016
APR 22, 2016
APR 20, 2016
APR 17, 2016

APR 13, 2016
APR 10, 2016
APR 6, 2016
APR 3, 2016
MAR 30, 2016
MAR 27, 2016
MAR 23, 2016

Zyxt
Benoît Bodhuin
Sascia Reibel
Vincent Rheinberger
Jennifer Whitworth
Inês Mena Silva
Martin Elden
Evan D. Williams
Siebe Le Duc
Alan Liu
Jason Alejandro
Erik Brandt
Julian Lagoutte
Stien Stessens
Sun Jaegal
Tim Makowski
Luca Bresolin
Carne Kids
Dániel Kozma
Mary Martin
Marcello Jacopo Biffi
Mathias Schweizer
Florent Macrez
Sabato Urciuoli
Mark Jones
Forever
Elena Etter
Adrien Menard
Kriston Chen
Satoru Nihei
Tuscani Cardoso
Gabriela Baka
Inga Gibiete
Bendegúz Batke
Dorian Chouteau
E. Eero Johnson
Forever
Sarah Mitrano
Joana Santos
Andrew Sosnowski
Michael Ahrain
Jean Egger
Qingyu Wu
Ryan Smith
DR.ME
Michael Cina
Alexis Cros
Kieran Walsh

Installed 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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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Number

1138-1140
1135-1137

1132-1134

1129-1131
1126-1128 
1123-1125
1122
1119-1121
1116-1118
1113-1115
1110-1112
1107-1109
1104-1106
1101-1103
1098-1100
1095-1097
1092-1094
1086-1088
1083-1085
1080-1082
1077-1079
1076
1073-1075
1070-1072 
1067-1069
1064-1066
1063
1060-1062
1057-1059

1054-1056
1051-1053
1048-1050
1045-1047
1042-1044
1039-1041
1036-1038
1033-1035
1030-1032
1027-1029 

1024-1026
1021-1023
1018-1020
1015-1017

MAR 20, 2016
MAR 13, 2016

MAR 6, 2016

FEB 28, 2016
FEB 21, 2016
FEB 17, 2016
FEB 14, 2016
FEB 11, 2016
FEB 7, 2016
FEB 3, 2016
JAN 31, 2016
JAN 13, 2016
JAN 10, 2016
JAN 6, 2016
JAN 3, 2016
DEC 30, 2015
DEC 27, 2015
DEC 20, 2015
DEC 16, 2015
DEC 13, 2015
DEC 9, 2015
DEC 5, 2015
DEC 6, 2015
DEC 2, 2015
NOV 29, 2015
NOV 25, 2015
NOV 21, 2015
NOV 18, 2015
NOV 11, 2015

NOV 8, 2015
NOV 4, 2015
NOV 1, 2015
OCT 28, 2015
OCT 25, 2015
OCT 21, 2015
OCT 18, 2015
OCT 14, 2015
OCT 6, 2015
OCT 4, 2015

SEP 30, 2015
SEP 16, 2015
SEP 13, 2015
SEP 12, 2015

Martin Gnadt
Giandomenico 
Carpentieri
Andrea Campesato 
Segnini
Romain Fontaine
Alex Feraday
Federico Antonini
Klaus Pinter
Adrian Zorzano
Gentien Arnault
David Wolske
Marta Brandeburska
Jean-Albert Heckel
Matt Boak
Felix Bareis
Jérôme Bizien
Jonas Thessen
Adrien Burnet
Bráulio Amado
Carlos Sanchez
Daniel Christensen
Antoine Elsensohn
Avani Kamal
James Hines
Eva-Maria Offermann
Pierre Dumaire
Studio Brique
Erik Brandt
Erik Brandt
3/8
Nate Schulman
Vasundhara Pachisia
Filip Steć 
Atelier La Casse
Kuba Skurski
Jacqueline Pifer
Klaus Stille
João Doria
Audrey Quaranta
Timo Wissemborski
Julien Braun
Stan Haanappel
Stijn van Aardenne
Jonas Zieher
Paul Handley
3/8
Antoine Beauvois

Installed on Name Poster
Number

1012-1014
1009-1011
1006-1008
1003-1005
1000-1002
997-999
994-996

991-993
988-990 
985-987
982-984
979-981
976-978
973-975
970-972
967-969
964-966
961-963
958-960 

955-957
952-954
949-951
946-948
943-945
940-942
937-939

934-936
931-933
928-930
925-927
922-924
919-921
916-918

913-915
910-912

907-909
904-906
901-903
898-900
895-897
892-894
889-891

SEP 9, 2015
SEP 6, 2015
SEP 5, 2015
SEP 2, 2015
AUG 29, 2015
AUG 26, 2015
AUG 23, 2015

AUG 22, 2015
AUG 19, 2015
AUG 16, 2015
AUG 15, 2015
AUG 14, 2015
AUG 13, 2015
AUG 12, 2015
AUG 11, 2015
AUG 10, 2015
JUL 29, 2015
JUL 27, 2015
JUL 26, 2015

JUL 25, 2015
JUL 24, 2015
JUL 23, 2015
JUL 22, 2015
JUL 21, 2015
JUL 20, 2015
JUL 19, 2015

JUL 18, 2015
JUL 17, 2015
JUL 16, 2015
JUL 15, 2015
JUL 14, 2015
JUL 13, 2015
JUL 12, 2015

JUL 11, 2015
JUL 10, 2015

JUN 28, 2015
JUN 25, 2015
JUN 24, 2015
JUN 23, 2015
JUN 22, 2015
JUN 21, 2015
JUN 18, 2015

Connor Muething
Jarred Eberhardt
Mark Andresen
Job Pannan
Erik Brandt
Benoît Bodhuin
Giandomenico 
Carpentieri
Mark Andresen
Gianluca Ciancaglini
Vladimir Vasic
Dennis Moya
Stijn Jonckheere
Katarzyna Paz
Paul Richards
Jacob Johnson
Camille Vercruysee
Erik Brandt
Matthieu Salvaggio
Justine Figueiredo
Antoine Demacon
Anonymous
Alexis Baldomá
Ksenia Alexandrova
Kristi Çunga
Ben Fehrman-Lee
Paul Richards
Metavee 
Varintaravejh
Redwan El-Harrak
Simon Rogers
Tiarnan Delargy
Antoine Elsensohn
Paloma Kaluzińska
Miguel Ángel Álvarez
Maximilian Heitsch
Vasundhara Pachisia
Tal Levin
Syfon Studio
Leander Assman

Beatrix Brandt
Ste Muzz
Mathias Schweizer
Andrea Guccini
Satoru Nihei
Studio ITWST
Peter Burgess

Installed 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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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Number

886-888 
883-885
880-882
877-879
874-876
871-873
868-870
865-867
862-864 
859-861
856-858
853-855
850-852
847-849
844-846
841-843

838-840
835-837
832-834
829-831
826-828
823-825
822
819-821
816-818
813-815
807-809
804-806
801-803
798-800 

797
796
793-795

790-792
787-789
784-786 
781-783
778-780

775-777
772-774
769-771
766-768

763-765

JUN 17, 2015
JUN 16, 2015
JUN 15, 2015
JUN 14, 2015
JUN 11, 2015
JUN 10, 2015
JUN 9, 2015
JUN 8, 2015
JUN 7, 2015
JUN 2, 2015
MAY 31, 2015
MAY 27, 2015
MAY 24, 2015
MAY 20, 2015
MAY 17, 2015
MAY 13, 2015

MAY 10, 2015
MAY 9, 2015
APR 29, 2015
APR 26, 2015
APR 22, 2015
APR 19, 2015
APR 15, 2015
APR 15, 2015
APR 12, 2015
MAR 27, 2015
MAR 8, 2015
MAR 1, 2015
FEB 25, 2015
FEB 22, 2015

FEB 22, 2015
FEB 18, 2015
FEB 18, 2015

FEB 15, 2015
FEB 11, 2015
FEB 8, 2015
FEB 4, 2015
FEB 1, 2015

JAN 29, 2015
JAN 25, 2015
JAN 21, 2015
JAN 18, 2015

JAN 14, 2015

Jean-Benoît Lévy
Studio Jimbo
Phillip Koll
Pierrick Romero
Rémy Dautin
Max Weinland
Paul Hardman
Friso Blankevoort
Jan Luzar
Josiah Craven
Elin Miller
My Name is Wendy
Kevin McCaughey
Malanda Kisongo
Gijs Lammers
Jessy Smith

Max Kisman
Anouk Berthelot
Erik Brandt
Shiraz Gallab
Qiuwen Li
Marta Wapiennik
Maja Starakiewicz
Tomas Laar
Cooperative Editions
Mathias Schweizer
Nolan Paparelli
Tommy Ellis
Greg Ponchak
Benedek Takás
Dániel Kozma
Min-Jeong Kang
Yotam Hadar
Thijmen van 
Brunschot
Beto Shibata
Jérôme Bizien
Manita Songserm
Marcello Jacopo Biffi
Axel Pelletanche 
Thévenart
Matt Avery
Michael Reichen
Erik Brandt
Corbin Mahieu
Swahili
Corbin Mahieu

Installed on Name Poster
Number

760-762
757-759
754-756
751-753

748-750
747
744-746
741-743
738-740

735-737
732-734
729-731
726-728
723-725
720-722
717-719
714-716
711-713
708-710
705-707
702-704
699-701
696-698
693-695
690-692
687-689
684-686
681-683
678-680
675-677
674
671-673
668-670
665-667
664
663
660-662

657-659
654-656
651-653
648-650
647
644-646
641-643

JAN 10, 2015
JAN 7, 2015
JAN 3, 2015
DEC 31, 2014

DEC 28, 2014
DEC 27, 2014
DEC 24, 2014
DEC 22, 2014
DEC 17, 2014

DEC 14, 2014
DEC 10, 2014
DEC 7, 2014
DEC 3, 2014
NOV 30, 2014
NOV 25, 2014
NOV 23, 2014
NOV 19, 2014
NOV 16, 2014
NOV 12, 2014
NOV 9, 2014
NOV 5, 2014
NOV 2, 2014
OCT 28, 2014
OCT 26, 2014
OCT 23, 2014
OCT 21, 2014
OCT 19, 2014
OCT 17, 2014
OCT 14, 2014
OCT 12, 2014
OCT 11, 2014
OCT 8, 2014
SEP 30, 2014
SEP 28, 2014
SEP 28, 2014
SEP 27, 2014
SEP 25, 2014.

SEP 23, 2014
SEP 21, 2014
SEP 15, 2014
SEP 15, 2014
SEP 14, 2014
SEP 11, 2014
SEP 6, 2014

Swahili
Erik Brandt
Bruno Bonamore
Monoscopic
John-Michael 
Papagianopoulos
Joe Letchford
Dan Romanoski
Satoru Nihei
Malou Messien
Design Displacement 
Group
Lian Fumerton-Liu
Ralph Klewitz
Patrycja Rybaczewska
Martin Elden
Studio des formes
Erik Brandt
Ilya Perevedentsev
Kia Tasbihgou
Izzy Berenson
Pascal Schilp
Alessandro Pigoni
Stijn Jonckheere
Álvaro Franca
Jack Walsh
David Maruchniak
Rubén Oliva
Sam Vonk
Nikita Sapozhkov
Jon Bland
Meaghan Dee
Frédéric Held
Davide Panicola
Qiuwen Li
Monsters.cz
Christopher Scott
Eric Hurtgen
Kristi Çunga
Axel Pelletanche-
Thévenart
Immo Schneider
Cristián Montané
Matt King
Adrian Teodor
Janneke Meekes
Jérémy Vey
Erik Brandt

Installed 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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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Number

638-640 
635-637
632-634
629-631
626-628
623-625
620-622
617-619 

614-616
611-613
608-610

605-607
602-604
599-601
596-598
592
589-591
586-588

583-585
580-582
577-579
574-576
571-573
568-570
565-567
562-564
559-561
556-558
553-555
552
549-551
546-548
543-545
540-542
537-539
536
533-535
530-532
527-529
524-526
521-523
520
517-519

SEP 4, 2014
SEP 2, 2014
AUG 31, 2014
AUG 28, 2014
AUG 26, 2014
AUG 24, 2014
AUG 21, 2014
AUG 19, 2014

AUG 17, 2014
AUG 14, 2014
AUG 12, 2014

AUG 10, 2014
AUG 7, 2014
AUG 5, 2014
AUG 4, 2014
JUL 31, 2014
JUL 30, 2014
JUL 27, 2014

JUL 25, 2014
JUL 21, 2014
JUL 20, 2014
JUL 17, 2014
JUL 16, 2014
JUL 15, 2014
JUL 13, 2014
JUL 11, 2014
JUL 10, 2014
JUL 9, 2014
JUL 6, 2014
JUL 3, 2014
JUL 3, 2014
JUL 1, 2014
JUN 29, 2014
JUN 26, 2014
JUN 25, 2014
JUN 24, 2014
JUN 24, 2014
JUN 23, 2014
JUN 21, 2014
JUN 20, 2014
JUN 19, 2014
JUN 18, 2014
JUN 18, 2014

Christian Con L’H
Cyril Pitet
Mary Yudina
Stephen Dalley
Matej Dlabal
Vincent Sauvaire
Shiraz Gallab
Nicolas Millot
Nathalie Dupasquier
Dani Ismailov
Sim Bison
Mary Yudina
Janneke Meekes 
Sun Jaegal
Ryan Smith
Jan Rosenstock
Mary Yudina
Luke Swenson
Vaiva Braskute
Labor Camp
Nick O’Brien
Andrea Dell’Anna

Camille Morehead
Désha Nujsongsinn
Leo Ravy
Darío Dezfuli Rello
Dennis de Vries
André Silva
Eduardo Rennó
Anonymous
Matthew Rezac
Gianluca Lonigro
Daan Kemp
Bastian Müller
Matej Dlabal
Michael Forrest
My Name is Wendy
Bráulio Amado
Doretta Rinaldi
Katerina Gaidamaka
Darius Ou
Meena Khalili
Eduardo Viramontes
Jessy Smith
Ern Bernhardi
Taber Calderon
Cristián Montané

Installed on Name Poster
Number

514-516
511-513
508-510
505-507
502-504
499-501
496-498
493-495
490-492
487-489
484-486

483
480-482
477-479
474-476
471-473

468-470
465-467

462-464
459-461
456-458
453-455

450-452
447-449
444-446
441-443
438-440
435-437
432-434

429-431
426-428
423-425
420-422
417-419
416
413-415
412
409-411

406-408
403-405

400-402

JUN 17, 2014
JUN 12, 2014
JUN 11, 2014
JUN 10, 2014
JUN 9, 2014
JUN 8, 2014
JUN 7, 2014
JUN 6, 2014
JUN 5, 2014
JUN 4, 2014
JUN 3, 2014

JUN 3, 2014
JUN 2, 2014
JUN 1, 2014
MAY 30, 2014
MAY 29, 2014

MAY 28, 2014
MAY 26, 2014

MAY 26, 2014
MAY 26, 2014
MAY 25, 2014
MAY 24, 2014

MAY 16, 2014
MAY 13, 2014
MAY 13, 2014
MAY 11, 2014
MAY 10, 2014
MAY 8, 2014
MAY 7, 2014

MAY 6, 2014
MAY 5, 2014
MAY 4, 2014
MAY 3, 2014
MAY 1, 2014
MAY 1, 2014
APR 30, 2014
APR 30, 2014
APR 29, 2014

APR 27, 2014
APR 26, 2014

APR 23, 2014

Jan Luzar
Michael Boswell
Stephen Woolley
Alexis Baldomá
Nonstopcollective
Keira Kompanets
Marcus Connor
Yoann Le Goff
Matej Dlabal
Anezka Minaríková
Francisico Crespi
Louis Bullock
Mark Andresen
Tom Vidalie
Lingxiao Tan
Stijn Jonckheere
Francisco Martínez 
de Guijosa
Dane Georges
VIRBIA
Darío Dezfuli Rello
Neringa Plange
Victor Delhougne
James Louis Walker
Miguel Ogoshi

Vincent Labas
Leander Assmann
Lee Dong Hyoung
Nathalie Rock
Nini Kao
Michael Cina
Holly Akers
Darío Dezfuli Rello
Miodrag Manojlovic
Pedro Lima
Chad Miller
Stephen Lurvey
Martin Desinde
Levi Oftelie
Gilles Dupuis
Season Wu
Marco Vinicio 
(Kultnation)
Gabe Ferreira
Egon Selby
Adam Setala
Beatrix Brandt

Installed 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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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Number

397-399
394-396

391-393
388-390
385-387
382-384
379-381
376-378
373-375
370-372 
367-369

364-366
361-363
358-360
355-357

352-354
349-351
346-348
343-345
340-342
337-339
334-336
333
330-332
327-329

324-326-
321-323
318-320
315-317
314
311-313
308-310

305-307
302-304
301
298-300
295-297
292-294
291
288-290
285-287

APR 22, 2014
APR 22, 2014

APR 21, 2014
APR 20, 2014
APR 17, 2014
APR 16, 2014
APR 15, 2014.
APR 14, 2014
APR 13, 2014
APR 11, 2014
APR 10, 2014

APR 10, 2014
APR 9, 2014
APR 8, 2014
APR 7, 2014

APR 6, 2014
APR 5, 2014
APR 4, 2014
APR 3, 2014
APR 1, 2014
APR 1, 2014
MAR 30, 2014
MAR 30, 2014
MAR 29, 2014
MAR 28, 2014

MAR 25, 2014
MAR 24, 2014
MAR 23, 2014
MAR 22, 2014
MAR 22, 2014
MAR 21, 2014
MAR 20, 2014

MAR 19, 2014
MAR 18, 2014
MAR 17, 2014
MAR 17, 2014
MAR 16, 2014
MAR 15, 2014
MAR 15, 2014
MAR 13, 2014
MAR 12, 2014

Andreu Serra
Parker Sprout
James Dolence
Logan Myers
Mark Andresen
Ramon Tejada
Tom Vidalie
Martin Elden
Maura Frana
David Matos
Tobias Textor
Eddie Perrote
Luisa Barreiros 
Cardoso
Daniel Calderwood
Eric Hu
Rob van Leijsen
Matthew Phillips
Sam Strudwick
Vincent Meertens
Polina Kukushkina
Alexander Medel
Erwan Beauvir
Mimmo Manes
Moreno Tuttobene
Andrei Ogradă
Anonymous
Sim Bison
Sebastian Rivera
Varas
Anonymous
Evan Jarzynski
Hong Zhang
Liyuan Tong
Iris Kirchner
Heng Chun Liow
The Rodina
Tadashi Ueda
Eye Bodega
Nathalie Rock
Franck Juncker
Francesco Tacchini
Daniel Christensen
Ben Proell
David Rudnick
Matt Nichol
Andrew Hochradel
Hagen Verleger

Installed on Name Poster
Number

282-284
279-281
278
277
274-276
271-273
268-270
265-267
262-264
259-261
256-258
253-255
250-252
247-249
246
243-245
240-242
237-239
234-236
231-233
228-230
225-227
222-224
219-221
218
215-217
214
211-213
208-210
205-207
202-204
199-201
196-198
193-195
190-192
187-189
184-186
181-183
178-180

175-177
172-174

169-171
166-168
163-165

MAR 11, 2014
MAR 10, 2014
MAR 10, 2014
MAR 11, 2014
MAR 9, 2014
MAR 8, 2014
MAR 7, 2014
MAR 5, 2014
MAR 4, 2014
MAR 2, 2014
MAR 1, 2014
FEB 28, 2014
FEB 23, 2014
FEB 22, 2014
FEB 22, 2014
FEB 21, 2014
FEB 17, 2014
FEB 16, 2014
FEB 15, 2014
FEB 9, 2014
FEB 8, 2014
FEB 6, 2014
FEB 3, 2014
FEB 2, 2014
FEB 2, 2014
FEB 1, 2014
FEB 1, 2014
JAN 30, 2014
JAN 26, 2014
JAN 25, 2014
JAN 23, 2014
JAN 20, 2014
JAN 17, 2014
JAN 13, 2014
JAN 11, 2014
JAN 6, 2014
DEC 23, 2013
DEC 19, 2013
DEC 16, 2013

DEC 9, 2013
DEC 5, 2013

DEC 2, 2013
NOV 28, 2013
NOV 25, 2013

Takuya Hagihara
Julien Braun
William Terra
Unknown Artist
Deval Maniar
Xuancheng Zhang
Erik T. Johnson
Jiyun Lou
Michal Loba
Elaine Palutsis
Monique Marchwiany
Benoît Bodhuin
Benjamin Lory
Preston Tham
Darío Dezfuli Rello
Ben DuVall
Mitch Goldstein
Diane Beaulieu
Umut Altintas
John Zobele
Tommy Spitters
Sarah Boris
Erik Brandt
Stefano de Marco
Hans Heydebreck
Erik Månsson
Christopher Alday
Brittany Nelson
Hagen Verleger
Hagen Verleger
Justine Figueiredo
Marcus Connor
Adrián Astorga
Oliver Long
Joshua Koomen
Ziyacan Bayar
Haynes Riley
Ziyacan Bayar
Hope Finley
Mimmo Manes
Xuancheng Zhang
Izzy Berenson
Sarah Honeth
Márton Kabai
Lorenzo di Cola
Wesley Partch
Jas Stefanski
David Wise

Installed 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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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Number

160-162
157-159
154-156
151-153
148-150
145-147
142-144
139-141

136-138
133-135
130-132
127-129
124-126

121-123
118-120
115-117

112-114
109-111
106-108

103-105

100-102
097-099
094-096

091-093
088-090

085-087
082-084
079-081
076-078
073-075

070-072
067-069

NOV 21, 2013
NOV 18, 2013
NOV 15, 2013
NOV 12, 2013
NOV 12, 2013
NOV 11, 2013
NOV 7, 2013
NOV 6, 2013

NOV 5, 2013
NOV 4, 2013
NOV 3, 2013
NOV 2, 2013
NOV 1, 2013

OCT 31, 2013
OCT 30, 2013
OCT 27, 2013

OCT 25, 2013
OCT 24, 2013
OCT 23, 2013

OCT 20, 2013

OCT 17, 2013
OCT 14, 2013
OCT 10, 2013

OCT 7, 2013
OCT 2, 2013

SEP 29, 2013
SEP 19, 2013
SEP 16, 2013
SEP 12, 2013
SEP 9, 2013

SEP 5, 2013
SEP 2, 2013

Paul Bailey
Andrew Lewis
Mika Albornoz
A is a name
Tomás Janícek
Isaac Morgan
Cornelius Coons
Sebastian
Zimmerhackl
Nicole Killian
Pouya Ahmadi
Andrea Indini
Raf Rennie
Bálint Magyar

Thomas Kracauer
Andreu Serra
Karen van de Kraats
Xuancheng Zheng 
Hoseyn A. Zadeh
Rejane Dal Bello
Rejane Dal Bello
Rejane Dal Bello

Ed Fella
Ed Kahler 
Mark Andresen
Iman Raad
Bráulio Amado
Jiyun Lou
Liyuan Tong
Yana Dulina
Corbin Mahieu
Nicolas Pasquereau
K I M
Fabian Maier-Bode
Terrell Davis

Christopher Thomas
Felix Pfäffli
Andrei Ogradă
Jean-Michel Géridan
Ryan Gerald Nelson
Mehdi Saeedi
Erik Brandt
Eric Hurtgen
Season Wu

Installed on Name

Dan Sinclair
Darius Ou
Huiqian Wu
Lauren Thorson
Anonymous
Daniel Kent
Åbäke
Andreas Kuhn
Bircan Ak
Reza Abedini 
Reza Abedini 
Andreas Kuhn
Bircan Ak
Ksenija Serbina
Marcus Conner
Tyler Spangler
Kia Tasbihgou
Anthony Burrill
Felix Pfäffli
Ashley Huhe
Mark Andresen
Jasio Stefanski
Benoît Bodhuin
Lauren Thorson
Aria Kasaei
Erik Brandt
Sang Mun
Ping Ji
Elisabeth Workman
Derek Stewart
Virgile Laguin
Ragnar Freyr
Parker Sprout
James Dolence
Bryce Wilner

Zach Collins
Ben Proell
James Gladman
Travis Stearns
Huiqian Wu 
Hans-Ulrich 
Allemann,
Cyrus Highsmith
Götz Gramlich
Erik Brandt
Erik Brandt
Erik Brandt    

Poster
Number

064-066
061-063

058-060

055-057

052-054

051
050
049
046-048
043-045
040-042
039
038
037
036
035
034
031-033
030
029
028
025-027
022-024

019-021

016-018
013-015

010-012

007-009
004-006
001-003

AUG 29, 2013
AUG 25, 2013

AUG 19, 2013

AUG 16, 2013

AUG 15, 2013

AUG 12, 2013
AUG 12, 2013
AUG 12, 2013
AUG 7, 2013
AUG 4, 2013
JUL 28, 2013
JUL 26, 2013
JUL 26, 2013
JUL 26, 2013
JUL 22, 2013
JUL 22, 2013
JUL 22, 2013
JUL 17, 2013
JUL 15, 2013
JUL 14, 2013
JUL 14, 2013
JUL 11, 2013
JUL 8, 2013

JUL 4, 2013

JUN 28, 2013
JUN 27, 2013

JUN 24, 2013

JUN 19, 2013
JUN 17, 2013
JUN 16, 2013

Installed 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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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출신의 그래픽 디자이너 안나 쿨라첵은 2014년 5월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에 위치한 스트렐카(strelka institute for media, architecture and design)의 

아트디렉터로 일하며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데, 뉴욕과 모스크바의 거리는 7,506km이며 시차는 7시간이다. 이런 

시공간적 제약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그래픽 디자인 총괄 업무를 지속해나갈까? 

현시대는 그래픽 디자인의 작업을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고 완성해가는 추세다. 

그녀와 스트렐카의 사례로 그래픽 디자인 업무의 새로운 사회적 지형에 대해 살펴본다.

.

인터뷰이	 안나 쿨라첵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스트렐카(strelka institute for media, architecture and design)

홈페이지	 www.kulachek.com ㅣ www.strelka.com

인터뷰어	 심대기

인터뷰 일자	 2019년 4월

인터뷰 방법	 이메일, 구글 Doc, 인스타그램 채팅(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

.

[그림A-02] 안나 쿨라첵과 스트렐카 팀원들

부록 2: 인터뷰
안나 쿨라첵과 스트렐카
Anna Kulachek & Strel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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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아트 디렉터로 근무하는 스트렐카(strelka institute for media, architecture 

and design)는 어떤 기관인가요?

스트렐카는 2009년에 설립된 모스크바에 위치한 비영리 국제 교육 기관입니다. 

스트렐카는 고등 교육을 받은 전문가, 여름 프로그램, 스트렐카 출판사 및 기관의 컨설팅 

부서인 kb strelka 등 도시 개발 및 도시 개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당신은 스트렐카에서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나요? 

제가 스트렐카의 디자인 디렉터로 일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4년 5월 입니다.

당신은 스트렐카에서 일하기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는 영국의 디자인 스튜디오 ok-rm을 모스크바에서 만났는데, 당시 그들은 스트렐카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당시 우리는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모스크바가 어떤 곳인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 만남은 면접이 아닌 보통 디자이너로서 만남이었어요. 근데 며칠 뒤 저에게 스트렐카 

디자인 디렉터가 되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엔 고사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수락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제안을 받아들이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스트렐카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일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4년 5월입니다. 하지만 

현재 당신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뉴욕으로 이주했나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시기는 2016년 5월 입니다.

스트렐카에서 아트 디렉터로 근무 중 뉴욕으로 이주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하자면 정말 긴 스토리입니다. 어찌 되었든 분명한 것은 제가 계획하고 선택한 건 

아닙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뉴욕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기존과 같이 스트렐카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중요한 디자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뉴욕에서 많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반대편인 모스크바 스트렐카에 

저와 함께 일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대기

안나 쿨라첵

심대기

안나 쿨라첵

심대기

안나 쿨라첵

심대기

안나 쿨라첵

심대기

안나 쿨라첵

심대기

안나 쿨라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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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렐카가 있는 모스크바와 현재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은 거리도 멀지만 7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뉴욕에 이주 후 처음 시기에는 일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하는 방식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니 그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좋습니다. 7시간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어서 아침 시간에 조율이 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미팅을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 후 제가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시차 때문에 미팅하려면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아요. 전 정말 일찍 일어나는 게 좋거든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게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메일, 

비디오 쳇, 그리고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가 있습니다. 스트렐카와 일할 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나요? 

모든 것이요. (웃음) 심지어 인스타그램도 이용합니다. 스트렐카 팀은 정말 큽니다. 모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 맞춰 모든 sns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의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편리한 것 같아요.

당신이 스트렐카의 디자인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사람들과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해 줄 

수 있을까요?

모스크바 스트렐카의 저희 팀원 구성은 프로젝트 매니저 2명과 3명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일의 시작 단계에서 회의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면 데드라인에 맞춰 일을 

어떻게 나눠서 할지 논의합니다. 우리 팀은 스트렐카에 소속되어 있는 디자인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프로젝트 이외에 스트렐카의 여름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출판팀, 바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일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스트렐카에서 진행되는 디자인 일들이 정말 일이 많거든요.

당신이 디자인 디렉터긴 하지만 스트렐카에 다른 상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시안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어떤가요?

제가 유일한 디자인 디렉터긴 합니다. 하지만, 각 부서의 프로젝트와 이벤트 진행 담당자 

의견을 반영합니다. 부서에 담당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운이 좋게도 그들은 제가 

진행하는 디자인 결과물에 아주 만족해합니다. 

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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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일이 많다면 때론 당신의 돕는 디자이너가 있다 하더라도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바쁠 땐 다른 외부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기도 하나요?

스트렐카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 3명이 있는데 그들의 실력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희가 정말 바쁠 때 외부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디자인한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보낸다고 해도 그 이후에 스트렐카에서 누군가 

그것을 프린트하고 설치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제가 뉴욕에서 모스크바로 갑니다. 하지만 스트렐카의 

팀원들이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때론 프로덕션과 

인스톨레이션 측면에서 그들이 저보다 훌륭하게 일을 잘 처리하기도 합니다. (웃음) 

그래도 과정 중에 정말 많은 사진을 주고받고, 비디오 콜로 진행 과정을 디렉션하고 

조율합니다. 그들은 모든 진행 과정을 저에게 보내고 확인을 받습니다. 심지어 팬톤 

컬러의 넘버까지요.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훌륭하게 일을 해결해줄 팀원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뉴욕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면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요. 뉴욕은 새벽 5시, 모스크바는 낮 

12시 회의를 위해 화상 채팅을 하면 그곳에는 때론 20명 정도가 회의실에 앉아서 저를 

맞이합니다. 모두가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일을 했고 이제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일 관계로 만났지만 정말 저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 중의 하나는 제가 세세하게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과 다르게 배운 것은 저희 팀원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일을 

잘 진행 할 수 있게 디렉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짧은 이벤트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결과를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직 결과를 인스타그램 같은 온라인이나 그들이 보내준 사진으로만 본다는 게 

아쉽습니다. 직접 보는 것과 디지털로만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당신이 진행한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뉴욕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일하는 게 상당히 흥미롭고 부럽습니다. 제가 한 질문 이외에 당신이 생각하기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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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렐카는 자유로운 생각과 형식을 추구하며 러시아의 기존 룰을 깨고 있습니다. 뉴욕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이렇게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이러한 시도는 단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일의 과정과 결과가 

가능하게 하려면 당신이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밤, 낮, 새벽 그리고 주말에도 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제가 현시대에 살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계속 뉴욕에 있으면서 스트렐카와 일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건 그때의 상황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정말 뉴욕을 사랑하는 동시에, 스트렐카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업 부탁합니다.

안나 쿨라첵

심대기

안나 쿨라첵

심대기

[그림A-03] 안나 쿨라첵과 스트렐카 팀원들의 디자인 작업, 20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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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더블디

	 2) 박OO 

	 그래픽 디자이너

	 스튜디오 더블디

	 www.studio-d-d.com

인터뷰어	 심대기

인터뷰 장소	 스튜디오 더블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203-9, 4층

인터뷰 일자	 2019년 4월 21일

인터뷰 방법	 면담 인터뷰 (면담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

	 타이포잔치 2017 행사개요

행사명	 타이포잔치 2017: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총감독	 안병학

일시	 2017.09.15 – 2017.10.29(총 45일)

장소	 문화역서울284, 서울시 버스정류장 150곳, 

	 우이신설선 역사,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019 겐트(벨기에), 네이버 그린팩토리 커넥트홀, 	

	 더북소사이어티,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주제	 몸과 타이포그래피(mohm and typography)

구성 	 본전시, 연계전시, 특별 프로젝트, 부대행사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공인	 ico-D(international council of design)

	 정보 출처(위): http://typojanchi.org

부록 3: 인터뷰
스튜디오 더블디
Studio Double d

[그림A-04]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전시 전경, 2017



178

스튜디오 더블디는 그래픽 디자이너 허민재가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다. 

2017년에 열린 제5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의 큐레이터 중 한 명인 그녀는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전시를 기획·운영했고, 디자이너 박OO은 전시 운영을 

보조했다. 인터넷 밈의 비정형 조형성에서 ‘모방-복제-전이-증식’에 이르는 파격적인 

실험을 통해 전시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들의 생각과 작업 진행 과정을 따라가본다.

2017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typojanchi)에서 허민재 선생이 기획한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프로젝트 큐레이팅에 대해 궁금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짤’, ‘인터넷 밈’을 주제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이상하게 ‘짤’ 이라고 하면 하위 

문화인 것 같고, 인터넷 밈 이라고 하면 고급 문화 같네요(웃음). 아무튼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해석이 나온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시작점이 어떻게 되나?

시작하게 된 거는 약간은 제가 풀어야겠다는 방향이 움직이는 글자나 ‘밈’으로 지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더 자세한 건 그 뒤로 한 달 뒤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밈’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음...

움직이는 무언가? 

네, 움직이는 게 가장 컸어요. 그때 초기에는 결과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뭔가 잡아가고 

있던 것 같았는데, 그 파운데이션을 잡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심대기 선생님의 큐레이팅 

주제는 두 가지였지요. 하나는 <플래그>고 다른 하나는 <플레이그라운드>. 놀이라는 

주제의 방향성이 저와 심대기 선생님 둘 다 좋다고 생각한 게 있던 것 같아요. 심대기 

선생님은 놀이의 기본을 몸의 실질적인 움직임에서 생각하셨고, 저는 약간 컨템퍼러리 

놀이를 생각하다가 ‘밈’을 한 것 같아요. 몸이 주제지만 뭔가 진짜 몸을 움직이지는 않고 

신체적인 요소가 있는 놀이적인 요소가 있는 ‘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밈’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파고든 것을 보면 이거라는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밈’이랑 모션 그래픽적인. 그러니까 ‘밈’인데 좀 더 포스터적인 어떤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밈’에 집중하면! 이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게 더 몸 스러웠던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호이징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의 문화 생산에 시작점을 두었어요. 

<플레이그라운드> 파트의 초대 디자이너에게 관람객이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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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가능한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드는 이색적 놀이터의 

상상. 어찌 되었든 타이포잔치의 주제가 ‘몸과 타이포그래피’라 큐레이터 모두 몸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했어요.

네. ‘밈’이 ‘진(gene)’이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그리니까 ‘진’이 유전자니까요. 그래서 

‘밈’은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소장하면서 패싱다운(passing down)되고 전파되고, 

유전자하고 되게 비슷한 거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많은 

유전자가 퍼지듯 ‘밈’이 퍼지는. 되게 유전자답고 이게 몸이지만 드러나지는 않고, 특성이 

있다.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큐레이터 모두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주기는 했지만, 각자의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의 기획은 혼자서 했어요? 아니면 

다른 팀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밈’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박OO(현 스튜디오 더블 디 직원, 당시 

시각디자인과 학생)이 2016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행사 진행 도우미여서 만나게 됐고, 

그 이후 제 수업을 수강했어요. 서로 코드가 잘 통해서... 이태원에 불러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식사 끝날 때쯤 기획은 

거의 완성됐어요. 하지만 그 후에 되게 험난했어요.

생각해 보면 타이포잔치에 참여한 모든 분이 좋은 결과물 만들고자 고생했어요.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도움을 받은 거군요.

저희 기획 단계에 안병학 감독님과 큐레이터 모두 심대기 선생님 스튜디오(daeki & jun 

design studio)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잖아요. 다들 본업이 있는 

관계로 저녁에 모여서 회의 시작하면 보통 새벽 1, 2시에 끝났잖아요.

그러게요. 모두 디자이너라는 본업도 있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수하고 있어서 방학 

때 기획을 마무리하려고 모이면 새벽 1, 2시까지 회의하는 건 기본이었죠. 아마 2016년도 

12월에서 2017년 2월까지 3달 정도는 기획 준비하느라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 같네요. 

기획 끝나면 반은 끝낸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준비할 게 많은 큰 행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현업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7~8명이 반년 이상을 

하나의 목표를 두고 만난다는 게 드문 일이잖아요. 다들 고생은 했지만,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 정말 유익하게 보낸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참여 디자이너를 100명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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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많다! 그리고 대표적인 숫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밈’은 많이 퍼져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그냥 이거 쫙 뿌려졌다는 느낌이 드는 숫자요.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는 그렇게... 어쨌든 ‘밈’을 ‘진’처럼 유전자로 생각한다면, 세대가 있을 

것이고 그 세대가 패싱다운 하면, 누군가는 조상이 되고 누군가는 후손이 되고! 약간 그런 

구조가 있을 텐데. 그럼 조상을 몇 명으로 하지. 그냥. 1세대 조상은 처음 기획에서 10명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쭉쭉 퍼져서, 이제 1세대 10명에서 4세대까지 될 텐데 그래서 총합이 

100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목에서 100을 앞에다 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매스(mass)다운 숫자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시작보다는 결과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엄마와 딸의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딸과 엄마의 여성을 

선택한 것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남자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그냥 생식기의 

기본 측면에서 봤을 때 엄마와 딸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참여 디자이너 100명의 연령을 30대 이하로 낮게 잡았잖아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밈’이라는 것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문화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로 선정하고자 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나이 어린 디자이너한테 그냥 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타이포잔치니까 참여 디자이너들이 연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한 거예요. 너무... 모두는 아니지만, 그냥 ‘밈’처럼 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낮은 머트리얼 ‘밈’의 시각적 미학과 콘셉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타이포잔치니깐 내가 디자이너로서 멋있는 작품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이요? ‘밈’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기존 문법의 작품을 만든 거군요?

네. 참여 디자이너들이 타이포잔치라고 하니까요. 그냥 좀 ‘밈’처럼 해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참여 디자이너에게 의뢰하는 거니 그 사람 작업하는데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막상 결과를 받고 나니 모션 포스터처럼 진짜 

힘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타이포잔치가 국내외에서 인지도도 높고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국제 디자인 행사인데 연령대가 낮은 신인 디자이너인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와서 잘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일까요? 그럼 디자이너 중 누가 

제일 ‘밈’의 특성을 잘 표현했나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요. 도록을 볼까요(웃음).

저는 포르노그래피 캡처해서 지프로 만든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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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포르노그래피를 지프를 내려받아서 픽셀로 변환한 거군요. 그럼 이게 다음 

2세대 디자이너에게 가면서 어떻게 바뀌나요?

이거예요. 이것도 ‘밈’ 느낌이 난다고 생각해요.

1세대 ‘포르노그래피 픽셀’ 작품에 2세대 작가가 lgbt 플래그를 합성한 거군요. 위트있는 

해석이군요. 재밌네요. 그럼 3세대로 전이 되면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궁금해요. 3세대는 

픽셀과 무지개 컬러로 전이가 되었네요. 그럼 4세대를 찾아볼까요. 음. 4세대는 흑인 남성 

사진이네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 가능한 사진이지만. 1, 2, 3세대 전이의 맥락으로 

보면 lgbt를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밈’을 정치 이야기랑 뺄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게 가장 이슈가 되긴 했어요. 타이포잔치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에서도 작업 중 이슈가 됐던 게 남자? 한남? 이런 게 약간 

이슈가 되고. 여기 ‘순도 100% 남자의 눈물’ 작업이요. 이 ‘순도 100% 남자의 눈물’ 작업이 

다음 2세대로 가면서 재밌게 쓰였어요. 이게 화장실 앞에 붙은 안내 표지 같은... 흘리지 

말아요. 남자의 눈물을 보고 남자가 흘리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오줌도 흘릴까... 화장실 

한 발만 와서 흘려달라는 걸 연상시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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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A-05]  
<몸과 포르노그래피>, 
1세대, 2017

[그림A-06] <무제>, 
2세대, 2017  

[그림A-07]  <빌리 진>, 
3세대, 2017

[그림A-08]  <위글위글> , 
4세대, 2017

[그림A-09]  
<순도 100% 남자의 눈물>, 
1세대, 2017 

[그림A-10] 
<우는 남자>, 2세대, 
2017  

[그림A-11]  
<히릿>, 2세대, 2017

[그림A-12] 
<뿌웅>, 2세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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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네요. ‘우는 남자’라는 제목의 변이적 복제와 확실히 연계성이 있네요. 시각적으로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합성한 아이 석고상, 조악한 타이포그래피의 사용, 전반적인 

블루컬러의 사용 그리고 레이아웃이 정말 독특하네요... 디지털 네트워크 공간, 인터넷에서 

생산소비자가 비정형 형태로 생산하는 ‘밈’의 시각성과 형식 등 여러 면에서 모두 잘 

반영했네요.

‘히릿’과 ‘뿌응’ 이거는 ‘밈’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타이포그래피가 

너무 정돈되어 있어요. 이건 힘을 준 거죠.

아! 그러네요. 정갈한 타이포그래피를 사방으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치한 게 정석을 

잘 따르는 시각 문법이네요. 정석과 ‘인터넷 밈’의 특성과 그 중간에서 고민하다 나온 작품 

같네요. 정말 재밌는 현상이에요.

기대와 욕구 막 여러 가지가 상충해서요. 근데 약간, 이 프로젝트 했을 때도 어떤 

디자이너들은 이것을 엄청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나는 참여는 하지만 ‘밈’ 같은 시각 

문법으로 디자인하기 싫다” 이런 디자이너도 있고요.

디자이너의 욕망과 주어진 주제의 현실에서 뭔가 중간 지점을 찾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네요.

재밌는 게 싫어했던 사람들은 나이도 많았어요.

네. 나이가 많더라고요. 

20대 초반에서 30세 이하로 제한했지만, 그 중에도 나이가 있는 80년대 후반생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쩌면 네트워크 공간에서 ‘밈’ 같은 생산 소비문화에 더 친숙한 20대 초반 참여자와 좀 덜 

친숙한 20대 후반 참여자 사이의 사회문화적 세대 차이 때문이라고 유추도 가능하겠네요. 

20대 초반은 디자인을 배우는 과정인 동시에 현재 네트워크 시각 문화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20대 후반은 졸업 이후에 경력이 생기면서 조금은 디자인과 네트워크 

시각 문화 사이의 간격이 생긴 거라고도 판단되고요. 아닌 경우도 있기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아요.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령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타이포잔치에 작가로 참여해서 자기 작업을 내는 거니까요. 타이포잔치를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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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상당히 권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이포잔치는 외국 유명 디자이너도 

참여하고, 큐레이터도 학교 교수님이고요.

뭔가 나는 내 작업이 이렇게 의미를 잃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거.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그 반응을 보는 게요. 뭔가 깔끔한 에스테틱이 ‘밈’을 ‘밈’ 같이 못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참여 디자이너 관찰기 뭐 그런 거요?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작업하는 참여 

디자이너와 자신의 기존 디자인 작업과 상충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디자이너. 구글 

이미지에서 ‘베이퍼웨이브 에스테틱’을 영문으로 검색하면 정말 날것 그대로의 작업이 

많이 검색되는데,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비헨스에서 ‘베이퍼웨이브 에스테틱’을 검색하면 

시각적 스타일은 반영했지만, 대부분이 세련되게 재현했어요.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보통 본인이 속해있으면 오히려 외부자로서 보는 것보다 잘 

못 느끼잖아요. 저는 대체로 ‘밈’ 스타일이 시각적으로 자연스럽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위 

세대분들의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러프한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지가 

찌그러져 있다던가 그런 거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게 디자인에서 

하는 어떤 시각적 표현 문법과 실제로 디지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랑 에스테틱이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아주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워낙에 인스타그램으로도 이상한 작업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지금 20대들은 또 다르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OO도 기성세대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맞아요.(웃음)

요즘은 3d 이모티콘이 작업이 눈에 많이 띄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지프 같은 게 일반화되고 

있어서요.  3d로 ‘밈’도 만들고. 팡팡팡 그래픽 실험 멤버인 조화라 디자이너는 그런 시각 

표현 문법을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반영하고 싶어서 3d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존의 시각 표현 문법’과 ‘새로운 문법’ 모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작업이 맥락만 

맞는다면 저는 이런 현상 환영해요.

스마트폰이 2005년부터 나온 순간부터 그냥 중독이라. 원래 그냥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몇 번씩 잃어버리고는 했는데 스마트폰을 하면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5분마다 

이것을 확인하는데 이걸 어떻게 잃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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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그냥 우리 대화 방식이나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삶의 방식을 바뀌니까, 거기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래픽 디자이너 또한 영향을 받고요. 

프로슈머라고 하잖아요. ‘생산 소비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중 디자이너가 직업이 

아닌데도 스스로 배워서 ‘밈’을 만드는 거니. 간단한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배우고 ‘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원래 시각 생산은 디자이너가 하고, 소비는 일반인들이 하는 건데, 

기술의 발달이 그런 현상을 변화시켰어요. 더 재밌는 건 디자이너가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시각물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팡팡팡’ 작업이나 ‘스튜디오 더블디’ 작업처럼요.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막 옛날 간판 찾아다니고 타이포그래피를 사진 찍고, 

지방에 놀러 갔다가 막 특이한 글자체를 찍고. 근데 그거랑 ‘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저화질의 어떤 ‘밈’ 같은 것을 선호하는 거랑 비슷한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이 있게 때문에 미적인 판단 기준이 모두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양성은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맥락이에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버네큘러를 좋아하는 거지요. 

특이한 간판은 버네큘러 특성이 있는 것이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인터넷 

플랫폼에 공유되는 것들이 버네큘러  인거에요. 특정 지역과 특정 언어!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는 특정 지역이고 민족이고 특정 언어는 ‘밈’이라고 생각해요. ‘밈’이라는 시각 

언어가 상류 문화하고도 대조적이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시각 문화 현상이고요. 

세월이 흐르면 일종의 복제된 디지털 전통 공예로 분류도 가능해요. 

맞아요.

불과 몇 년 전에 ‘한글 레트로’ 레터링이 대대적인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비슷한 맥락의 작업이 꾸준히 있었어요. 저희보다 위 세대인 ’진달래’ 멤버 선생님들 

작업에서도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어요. 2000년대 초반 김경선, 김두섭 선생님이 작품 

중에 길거리 전단지, imf 바겐세일 포스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작품화하는 맥락인 

거죠. 날것 그대로의 일상을 디자인 작업에 적용한 거잖아요. 선생님들 세대에서는 

비전문가(디자이너지만)가 생산한 길거리 전단지가 질료로 사용된 거고, 지금 세대의 

디자이너들은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비전형적인 시각 생산물이 질료인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라는 동시대적 맥락 때문이지 그렇지 결국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현재는 디바이스에 발달, 프로그램의 발달, dslr이 발달하면서, 사진을 아마추어가 

찍는 거랑 작가가 찍는 거랑 경계가 약간 허물어지고, 찍는 사람이 엄청 많이 진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집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러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약간, 직업적인 측면 같은 게 역할이나.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게 관심 

있었던 것 같아요. ‘밈’ 생성기도 있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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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하면서 역할 경계에 변화가 생기니까요. 예로, 그래픽디자인 역사로 보면 

1980년대 데스크탑 퍼블리싱 혁명 이전에는 디자이너와 기술자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컴퓨터가 기술자와 디자이너의 역할을 통합시켰잖아요. 지금도 비슷해요. 그래픽 

디자이너가 ‘밈’의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 영감을 받은 그래픽 디자이너도 지금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 많은 다른 관점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하나로 연결돼서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온라인에 집중하니 실재 세계에서 개인화된다. 결국 지나고 

보니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 

동종의 생각을 공유하는 작은 객체가 모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동종의 생각을 

공유하는 플랫폼.

커뮤니티요. 왜냐하면, 어쨌든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밈’ 같은 시각적인 

작업만 남은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정치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유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파편으로 나누어진 많은 욕망? 그런 것들을 이 커뮤니티가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디자이너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흐름에서, 이미지만 

컨트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이요. 

	 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정치 ‘밈’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이것이 유희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정치나 철학같이 미친 듯이 뭘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유희를 

위해서만 하는 거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인터넷에 ‘밈’ 작업을 해서 직접 올리기도 하나요?

저는 올리지는 않지만 ‘밈’을 수집하는 컬렉터예요.

저는 올렸어요. 저는 ‘밈’은 아니고 친구랑 엽기 사진을 합성해서 커뮤니티에 공유했어요. 

근데 그것은 커뮤니티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는 엽사(엽기사진)였으니까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생산하지 않는 디자인에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 ‘밈’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진짜! 20대 초반 때 정치 ‘밈’ 진짜 너무 딱 맞게, ‘옹박’을 ‘명박’으로 

합성하고 그런 게 유행이었지요. 

근데 뭔가 지금은 검색을 네이버보다는 유튜브에서도 하잖아요. 브이로그(vlog)나, 비디오 

고르는, 근데 제가 비디오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가끔 혼자 식사하면서 잘 맞는 사람 

것을 틀어 놓으면 재미있더라고요. 손은 뭔가를 하고 있고, 눈만 응시하면 되는데, 그때 

제가 핸드폰을 할 수도 없고, 책을 볼 수도 없잖아요. 멀티태스킹이 되게 당연하다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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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먹을 때도 먹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했다가, 한 번은 카톡도 했다가, 

인스타그램도 했다가 많은 것을 하니까 저는 항상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브이로그를 직접 생산하고 그 유튜브 같은 것을 뭔가 많이 시청하고 그래야 

컨템퍼러리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저는 브이로그를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브이로그를 가끔 시청은 하지만, 유튜버의 어떤 것을 구독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성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계속 작업이 컨템퍼러리 스타일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속해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사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웹디자이너로 처음 근무했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에서 다양하게 쭉 끌어내는 걸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뭘 하면 날 것 

그대로 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내온 게 그렇게 된 거지요(웃음).

이 책이 ‘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농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임 같은 농담이 어떻게 현재 유럽의 긴축 상황 같은 긴장된 정보가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은 ‘밈’을 

정치적으로 풀고 있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업보다는 확실히 ‘밈’은 어떤 정치 세계 메시지가 확실할 때 

임팩트 있게 더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메타헤이번(www.metahaven.net)의 책 『농담이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밈, 디자인, 정치(can jokes bring down governments? memes, design and 

politics)』을 그대로 번역한 건가요?

네, 번역하고 저희가 쓴 에세이도 같이 넣었어요. ISBN은 없지만요.

다니엘 판 데르벨던이나 빈카 크뤽에게 저작권 논의 안 하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이왕 

이렇게 번역이 완료됐는데 다니엘에게 한국에서 출판하고 싶다고 이메일 보내봐요.

네.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답이 안 와서요. 근데 이 책 최OO 선생님이 번역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 번역을 시작하고 그 뒤에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번에 스트렐카 프레스에서 나 온 건데... 북소사이어티에 스트렐카 프레스 책이 

들어왔는데 이 책만 안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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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안에 이 고양이 이미지는 뭐지요? 인터넷에서 소비되는 이미지의 상징성 같은 건가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에단 주커만의 디지털 세대의 ‘귀여운 고양이’예요.

이 책 오리지널 표지에도 고양이가 나와요.

이 책을 관통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 인터넷이 옛날에 1세대에서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곳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고양이 ‘밈’이나 ‘포르노’ 

이미지를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트래픽이 그런 걸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잘 표현되지 않는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론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네요. 벌써 약속한 두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심대기

박OO

허민재

박OO

심대기

[그림A-13] 『can jokes 
bring down governments? 
memes, design and 
politics by metahaven』,                 
메타헤이번, 2013

[그림A-14]  메타헤이번
(metahaven)
좌. 다니엘 판 데르벨던 
우. 빈카 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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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인터뷰

인터뷰이	 조화라

	 그래픽 디자이너

	 팡팡팡 그래픽 실험실 멤버 (박채현, 조화라, 한나은) 

	 www.cargocollective.com/pangpangpang

인터뷰어	 심대기

인터뷰 장소	 그랜드 뮤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50-10

인터뷰 일자	 2018년 12월 11일 

인터뷰 방법	 면담 인터뷰(면담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행사개요

행사명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8-2019: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총감독	 박우혁, 진달래

일시	 2018.11.01 – 2018.11.06(총 6일)

장소	 문화역서울284 전관

주제	 타이포그래피와 사물 (typography and objects) 

	 둥근 것, 네모난 것, 네모난 것, 모양이 없는 것

구성 	 워크숍, 강연, 전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공인	 ico-D(international council of design)

	 정보 출처(위): http://typojanchi.org

부록 4: 인터뷰
팡팡팡 그래픽 실험실
Pang Pang Pang Graphic Lab

[그림A-15] 팡팡팡 그래픽 실험실 강연,
문화역서울28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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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팡팡 그래픽 실험실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생산·소비되는 시각 문화를 차용하고 

새롭게 해석해나가는 차세대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 그룹이며 박채현, 조화라, 

한나은 디자이너가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개최한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의 공식 포스터 <타이포그래피와 사물: 둥근 것, 네모난 것, 세모난 

것, 모양이 없는 것>을 디자인한 그들의 생각과 작업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비평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시각 문법이 있는 접근이라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팡팡팡이 디자인한 

사이사이 포스터에 대한 시각화 방법론에 관해 다른 디자이너들과 몇 번 대화를 나눴어요. 

디지털화된 이미지가 복잡하게 섞인 시각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2010년경에 하나의 

시각 사조였던 베이퍼웨이브 에스테틱의 연장 선상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새로운 시각 문법이 계속 추가되면서 진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조금 더 3d 느낌이지요.

예.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베이퍼웨이브 시각성이 규정 짓기 어려운 현상이잖아요. 

물론 컴퓨터, 인터넷,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맥락이 만들어낸 비주얼 

문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전 세대에서 프린트 버전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예를 들자면, 팬톤 컬러의 별색이 아니면 프린트 버전에서는 재현 

불가능한 rgb의 색상 중 핑크 컬러, 3d로 재현된 조악한 석상과 영상, 그림판과 어도비 

포토샵(photoshop)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스퀘어 박스, 그리고 컴퓨터 오작동으로 

생성되는 노이즈 현상인 글리치의 사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적인 그래픽 

디자인 교육과 실무에서 배워오던 문법으로 접근하면 해석이 어려워요. 저는 시각적 

에스테틱에도 그 이유와 컨셉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특히, 베이퍼웨이브라는 음악 장르와 시각적 에스테틱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건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의 측면에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알 수 없는 일본어를 사용합니다. 와패니즈(wapanese)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에 심취한 서양인을 지칭하는 워너비(wannabe)라는 

영어와 재패니즈(japannes)의 합성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목의 자간을 넓혀주고 

에스테틱【ＡＥＳＴＨＥＴＩＣＳ】            영문은 전각 기호로 표시해요. 왜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생성된 이 문화의 시작점에 대해서 누가 왜 그렇게 시작했는지 

물을 대상이 없거든요. 이것은 인터넷 밈 현상으로 원작자 없이 끊임없이 복제되고 

변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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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셔야 하는군(웃음). 

예(웃음). 우선 세 개의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포스터 시리즈 중 찌그러진 사과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찌그러트린 사과 이미지도 하나의 

트렌드인가? 올해 9월에 있었던 ddp 전시 <소통의 도구> 전시 오픈하기 전에 참여 작가인 

‘스튜디오 더블 디’에서 전시 출력용 포스터를 보내왔는데 사용된 이미지 중 파인애플과 

사과가 살짝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미지가 잘못된 거면 다시 보내 달라고 

했더니 찌그러진 게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펜-파인애플-펜-애플... 그 ‘짤방’이요? ‘스튜디오 더블디’가 비주얼 개념으로 

사용한 그 음악 아시지요? 트로트도 아닌 것이... 일본에서 상당히 히트한 노래예요.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그 가수의 정상적이지 않은 

코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50대 중후반의 기괴한 옷을 

입은 남자 가수가 “펜-파인애플-펜-애플”만 반복해서 노래하는데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음악입니다.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잊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병맛’ 코드라는 점에서는 저희와 사이사이 포스터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이사이 포스터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언제였지? 아마 5월인가 그랬던 거 같습니다. 타이포잔치에 사이사이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포스터는 너희들이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사이사이가 10월에 오픈했으니 5개월 정도 디자인한 거네요. 시작점의 비주얼 컨셉이 

지금의 최종 결과물과 지향점이 같았나요? 아무래도 5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면 다양한 

다른 안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박우혁 교수(총 감독)님이 타이틀과 전시의 방향성을 알려 주시고 포스터 시안을 

진행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감을 못 잡았습니다. 어쨌든 큰 전시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평소에 재미 삼아 하는 스타일로 못하겠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문법과는 다르게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부담되니까 되게 돌아 돌아갔습니다.

팡팡팡에게 의뢰를 한 이유는 팡팡팡의 시각적 방식이 좋아서가 아니었을까요? 뭔가 

예제를 보여줬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 되게 있어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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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이 계속 우리 스타일이 안 나오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왜 이렇게 안 해오냐고 그래서 

아 그때 이런 방향이구나. 예제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작업했던, 3d 이모티콘을 이용한 

딸기와 같은 과일이 돌아가는 작업이에요. 정말 테스트용으로 올렸던! 그런 방향성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물하고 엮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시안을 

계속 만들었죠.

3d 이모티콘을 이용한 비주얼 스타일이 유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소셜네트워크의 대중화와 이모지(emoji)의 다양화?

문화인 거 같아요. sns 같은 거. 저는 처음에 이거 3d를 접목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요즘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 스토리에 지프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전에 3d 동작 돌리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정갈한 버전이었고, 이것은 좀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걸 접근했던 것은 3d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뒤에 뭔가 배열을 짜고 이미지를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실험해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되게 대중적이고, 요즘 시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사진 모든 메시지나 기능에도 모든 지프 기능이 들어가니까, 그게 

뭔가 포스터나 경건한 매체에 들어가면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쉽게 친근하게 접근하던 

이미지들이 포스터에 쓰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상 느낌을 주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그걸 좀 해보려고, 재미 삼아 했던 건데 생각에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요즘 

주변에 보면 별로 다듬어지는 걸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시각적 방식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sns 시각적 문화의 반영과 기존 방법론의 지루함을 벗어나고자 한 시도인 거군요.

심대기

조화라

심대기

[그림A-17] 조화라, <GIF>, 2018[그림A-16] 스튜디오 더블디, 
<PPAP>, 2018



192

네. “여기는 이게 들어가야 하고, 이미지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들어가야 하고”라는 기본 

문법에서 탈피하려는 노력과 시도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페북 메신저 

사진 보내는 것도 모두 지프 애니메이션이고. 이게 약간 말도 안 되는 ‘병맛’ 코드가 b급 

이미지가 강해서, 그게 적응이 되었을 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sns를 통해서 자기 

홍보도 하고 하니까요.

여기서 ‘병맛’ 코드라는 것은 sns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sns가 제공하는 

이모티콘과 지프 애니메이션이 진지하고 정갈한 그래픽 디자인 스타일이라기 보다는 그와 

상반되는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제공되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기존의 디자인 문법과는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비주얼 현상인 것 같아요.

예. 일종의 그런 거라 볼 수 있지요! 

스타일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각적인 새로운 시도는 sns 문화와 연계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2018 타이포잔치 사이사이의 주제인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은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최종 포스터를 보면 모두 3d로 오브젝트를 디자인해서 메인 이미지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는 블루 색상의 옷과 레드 색상을 쓴 사람을, 두 번째 

포스터를 보면 의자, 각도기, 유리컵, 이끼가 낀 돌을, 마지막 포스터는 물방울, 사과 

그리고 러버콘과 식물 줄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사용한 이유와 컨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졌어도 그 많은 오브젝트 중 이것들을

 최종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안을 여러 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박우혁 교수님이 처음 방향성을 주셨을 때 지프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자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따른 전시 주제인 ‘타이포그래피’와 ‘오브젝트’의 연계성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컨셉의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생각하다가 오브젝트! 즉, 사물이 

순환하면서 바뀌고, 용도를 다하면 잊히고, 다시 다른 새로운 사물로 대체된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사물이 사용자에 변형되어 용도가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이 ‘활자’와 ‘짤방’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안을 한 100개는 했죠. 100개는 좀 과장이고, 저희가 처음이라 

우왕좌왕하면서 시안을 많이 했습니다. 배경을 깔았다가 지웠다가, 사물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사물의 종류. 특히 박우혁 교수님께서 어떤 사물이 들어갈지 되게 많이 

봤어요. 너무 개성 있어도 안 되고, 너무 b급이어도 안되고! 이 포스터의 방향성이죠. 

사람도 들어갔다가, 자도 들어갔다가, 컵도 들어갔다가, 사물이란 사물은 다 넣었었어요. 

어쨌든 교수님은 뭔가 너무 색깔 있지도 않으면서, ‘표준화된 사물’을 원하셨습니다. 

조화라

심대기

조화라

심대기

조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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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종 3개의 공식 포스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거의 다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이렇게 막상 대화로 하려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잘 표현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웃음). 저희가 

타이포잔치 사이사이에서 포스터 컨셉을 발표한 게 있는데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사이사이 포스터 디자인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2018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발표 자료 / 발표자: 팡팡팡 그래픽 실험실

자료 출처(아래): 팡팡팡 그래픽 실험실, 이메일 제공

인간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규정짓고 이름을 지어서 인지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과정의 기록이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또 그 사물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되고 변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언어가 생겨나고 또다시 이름 

붙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물과 타이포그래피는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순환되어 왔고,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사람들은 과연 언어가 사물을 

그대로 지시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처럼 대상의 본질, 대상을 지칭하는 수단, 언어와 사물 사이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제3의 공간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직관적 언어 표현 방식에 

대한 의문들이 확장 되었다고 보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만져지는 사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현대의 

새로운 사물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심대기

[그림A-18]  팡팡팡 그래픽 실험실, <타이포그래피와 사물: 둥근 것, 네모난 것, 네모난 것, 모양이 없는 것>,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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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자신의 세상 모형에 기반하여 삭제, 

왜곡, 일반화 등 세 가지의 틀을 이용하여 실제와는 다른 자신만의 사물화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물은 생성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한 개의 같은 사물을 세 명이 받아들이는 순간 각각의 다른 사물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불어나는 소모적인 이미지들을 보면 마치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짤’의 영문 명칭인 ‘인터넷 밈(internet 

meme)’은 유전자인 진(gene)에서 유래된 단어로 번식하며 대를 이어 전해져 오는 

문화 요소를 뜻합니다. 문자 혹은 어떤 것에 대한 규정이 끊임없이 변형 복제되는 것과 

같이 물성적 제한을 같지 않은 디지털 세계의 사물 ‘짤’ 또한 빠르게 번식합니다. 대상을 

지칭하는 수단, 언어와 사물 사이에서 독립하여 ‘짤’ 그 자체로 사물화가 가능하다는 점, 

문화요소라는 큰 틀 아래 번식해 나간다는 점, 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짤’을 

이번 전시 대표적인 소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움직임이 ‘짤’의 공통적 특성이라 느꼈습니다.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탄생한 새로운 사물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모양으로 움직이고 합쳐지고 

펼쳐집니다. 사물을 고르고 자신의 경험으로 기반하여 새로운 사물을 창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돌아갈 수 없는 사람과 방방 뛰는 것이 아닌데 뛰게 하고 펼쳐질 

수 없는 것들을 펼쳐서 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물화를 유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타이포그래피와 사물은 어떤가요?

	 - 팡팡팡 그래픽 실험실(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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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henomenon of graphic design in the digital network era 

- A superimposed space in the transition -

Daeki Shim

Faculty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ooking back over the last half century, the digital technology 

environment has brought a dramatic change in the lives of mankind 

along with changes in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Media and graphic design have also continued to transition to a new 

paradigm with the popularization of computers, digital networks, and 

smartphones. The newly emerged media has allowed graphic designers 

to seek change by attempting various forms and methods in terms of 

technology and content. In this process, some of the existing values 		

of traditional media were lost, but it is clear that they step forward in 

harmony with each other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rather than 

a perfect transition to a new media. This point is also consistent with 

our daily space where virtual and real worlds are harmonize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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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ch a situation, the researcher notes that the harmony of 

‘traditional and new media’, ‘materiality and immateriality’, and 

‘virtuality and realit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form and 

content of graphic design. This is the transition of another direction. 

Accordingly,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the past and present 

technological environments and visual culture phenomena in order to 

study the transition process academically and analyzes the transition 

process between traditional media and new media brought by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at this time from the perspective of 

graphic designers. As a result, this thesis is a study of graphic design 

works to explore the potential value created by the superimposed 

relationship of the above conflicting thing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Keywords: digital network, graphic design, materiality, immateriality, 

reality, vir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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