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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형태론에 기반하여 글꼴의 유전자를 형성하는 조형 실험으로서, 전통적인 

타입 조형 문법에서 벗어난 다층적인 형태변화양상의 기록을 통해 타이포그래피 조형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다.  

현대의 타이포그래피는 기술발전과 더불어, 가독성과 의미전달의 기능에 충실한 도구를 

넘어선 ‘이미지’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디자이너들에게 

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성, 판독성, 기능성과 같은 부분들은 더 이상 제약이 아닌 실험의 

장이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타이포그래피에서는 디자이너의 능동성과 실험정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타이포그래피에 성격과 표정을 부여하는 일종의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타입이 

어떤 특성을 표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형태론을 접목하여 같은 형태 변화의 방법론에 따른 일련의 타이포그래피 체계를 만드는 

실험을 진행하여,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조형방식에 대해 고찰한다.

형태론은 형태의 탄생 과정과 그 기원에 대해 자연과학적, 혹은 예술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학문이다. 그 중에서도 심메트리 카테고리 symmetry category는 괴테의 

형태론을 바탕으로 형태의 발생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심메트리 카테고리 

안의 다양한 형태의 변화과정 속에서 타이포그래피 조형과의 분명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기존의 문자 기입 방식나 인쇄 기술에서 비롯된 조형 방식과는 

차별화된 형태론에 입각한 조형방법을 채택한 새로운 방식의 타이포그래피 조형을 

시도한다. 따라서 심메트리 카테고리 안에서도 기존의 조형방식과 그 양상이 다른 

카타모르프 katamorph의 조형방식을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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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타이포그래피의 조형 방법을 형태론에 기반하여 고찰함으로서, 

타이포그래피의 기술적 측면이 아닌 표현적 측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조형의 방법적인 근거를 밝히는 일련의 과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작품연구인 

동시에 일종의 디자이너로서의 자문화기술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자유롭게 발산하는 조형 방식 또한 중요하지만, 더 견고한 조형 방법론을 위해서 

조형의 과정과 단계, 근거를 되짚어보는 일 또한 필요하다. 

키워드 : 형태론, 조형, 실험적 타이포그래피

학번 : 2018-2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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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형태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형태를 다루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면, 

형태의 생성에 어떤 원리나 법칙이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봤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혹은 컴퓨터 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형태를 접하고 만들어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형태들이 태어나는지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일본의 디자인 이론가 무카이 슈타로 向井周太郎는 자연의 방식에서 그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자연생성의 리듬을 담은 형태의 변화로서 카타모르프 katamorph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카타모르프란, 독일의 물리화학자 카를 로타 볼프 Karl L.Wolf가 만들어낸 

심메트리 카테고리 symmetry category의 일부분으로, 수학적 계산이 아닌 형태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위상학적 형태변화를 일컫는다.1 심메트리 카테고리의 일부분(무카이 

슈타로의 해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제작한 것)을 살펴보자.

카타모르프의 방식은 징게노모르프 syngenomorph나 호뫼오모르프 homöomorph의 

카테고리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호뫼오모르프는 정확히 같은 형태의 

크기 변화이며, 징게노모르프의 양상은 형태의 수직 혹은 수평적인 폭의 변화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형태 변화의 양상과 타이포그래피 조형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서체의 크기 변화, 그리고 서체의 스트로크 변화 혹은 글자 폭의 변화는 호뫼오모르프와 

징게노모르프의 특성을 명확히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폰트 패밀리나 배리어블 

폰트의 조형은 징게노모르프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기존의 

카테고리와는 그 양상이 다른 카타모르프의 조형방식을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에 

1 무카이 슈타로, 신희경 옮김, �디자인학�, 두성북스, 2016, p.145

호뫼오모르프 homöomorph

징게노모르프 syngenomorph

카타모르프 katamor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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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디자이너 시라이 요시히사 白井敬尚는 이렇게 말했다. “전통적인 언어정보 중심의 

타이포그래피에서 지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비롯한 부족한 

정보는 독자의 내적 대화나 상상력에 의해 보완된다. 여기에서 언어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타이포그래피의 ‘부족한 정보’라는 부분은, 제작자의 능동적 태도를 통해 독자의 수용 

방식을 한정하는 시각정보와 언어정보를 시각적으로 제어함으로서 채워질 수 있다.2” 

바로 여기에 표현적, 실험적 타이포그래피를 비롯한 근현대 타이포그래피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타이포그래피의 조형 실험을 통한 풍부한 시각적 결과물은 언어, 텍스트 중심의 

타이포그래피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시각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경제 발전에 따라,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한 

글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병주는 저서 ‘타이포그래피의 빈 공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험적, 해체적인 타이포그래피는 합리적 커뮤니케이션과 반대되는 

가독성의 침해이자 기존의 시각적 질서를 지향하는 타이포그래피와의 부조화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활자가 언제나 변형 가능한 상황에서 활자는 형상이자 이미지로서 

받아들여진다. 이미지화, 탈그리드화 등 제 자리를 벗어남으로서 초래되는 가독성의 

문제는 포스트모던의 예술지향성을 허락받은 디자이너들에게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닌 

도전 대상이 된 것이다. 활자를 어떻게 이미지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텍스트 형상화가 매체 간 실험의 일부가 아닌 타이포그래피 내부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타이포그래피가 시각성, 그래픽적 조형성을 향한 이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이다.3” 

디자이너들은 이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글자와 수용자 

사이의 비어있는 부분을 역량껏 채울 수 있는 기술적, 문화적 환경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타이포그래피의 조형 방법을 형태론에 기반하여 고찰함으로서, 

타이포그래피의 기술적 측면이 아닌 표현적 측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시각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한 조형 실험이자, 디자인 분야에서의 형태론 활용 

방법의 하나로 정립되기를 바란다.

2 Shirai, Yoshihisa, 「タイポグラフィ~言語造形の規格化と定数化の軌跡」, �エクリ�, 2020

3 이병주, �타이포그래피의 빈 공간�, 홍디자인, 2011, 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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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먼저 이 연구의 바탕이 된 무카이 슈타로의 디자인과 그가 이야기한 형태론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에 카타모르프 katamorph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되는 괴테의 형태론과 심메트리 카테고리 symmetry category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타이포그래피의 획과 글자틀, 세리프, 레이아웃 등을 포함한 

조형요소와 형태론의 관계에 대해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이해한다. 형태론의 전체적인 

틀을 파악한 후, 본 연구에서 채택한  카타모르프의 의미와 구체적인 시각적 층위를 

설정한다. 이에 따라 카타모르프에 따른 형태변화양상을 타이포그래피의 조형 요소 중 

글자틀에 적용하여 제작한다. 이 때, 타입은 로마자 산세리프 대문자로 설정한다. 한글과 

같은 조합형 글자나 일본의 히라가나와 같은 굽은 획이 많은 글자는 글자틀과 획에 

가시적인 변화를 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1.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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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론과 카타모르프 Katamorph의 이해

2.1. 무카이 슈타로 向井周太郎와 형태론

본 연구의 시작점은 일본의 디자인 이론가이자 교육가 무카이 슈타로의 디자인학이다. 

그는 자연과 문명을 비롯한 동서고금의 세계를 형성하는 형태의 탄생과 원상 原象에 

관하여 연구해왔다. 그림1과 그림2는 ‘세계를 생성하는 원상으로서의 제스처 The Structure 

of Gesture-miburi-as World process’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으로, 자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온갖 형태를 비롯하여 인간과 관련된, 혹은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서로 연관성을 지닌 

형태들을 아카이빙 해놓은 자료이다. 

사람들은 보통 제스쳐라 하면 몸짓을 연상시키곤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제스쳐’란 독일어의 게스터 Geste, 일본어의 미부리 身振り와 같은  흔들어 움직이다, 

진동하다, 태도를 취하다, 흉내내다 등의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활력을 불러일으켜 

생동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다시말해 자연이 생겨나며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인간이 다시 재생산하고 원상을 

공유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는 생명의 체험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1의 ‘나무의 모습’은 세계수, 우주수, 생명수 등의 가치가 부여된 나무들의 

이미지와 수목의 생성, 수목과 인간이 서 있는 모습, 인간의 마음과 나무의 혼과 같이 

과학적 사실로부터 관념적 이미지까지 나무와 연관된 원상을 찾기위한 일련의 이미지의 

수집물이다.1 

이러한 형태 생성의 프로세스에 관해 논하기 위해 그는 저서 ‘디자인학’에서 괴테의 

형태론과 관련지어 형태와 생명리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1 무카이 슈타로,  �세계 프로세스로서의 제스쳐�, 두성종이, 2016,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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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나무의 모습

-잠상 潛像

그림2. 녹음공간

-상기상 想起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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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형태론

앞서 설명한 무카이 슈타로의 이론과 뒤에서 설명할 심메트리 카테고리의 근저에는 

괴테의 식물변태론 Metamorphose der Pflanze이 있다. 괴테의 식물학, 형태론은 과학적 

분석이 아닌 문학적 해석으로, 적확한 객관적 정보라고 할 수 없지만, 통시적인 철학적 

사유를 통해 형태의 변형에 대해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괴테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경험한 것과 사유한 것이 일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자연관찰을 통해 시, 식물학, 색채론 등을 남겼다. 그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자연이 인간에게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인간 내면의 법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받아들이고 자연을 유기적인 생성과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관찰한다.2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무카이슈타로가 

이야기하는 제스쳐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이어져있다. 

그는 자연의 생성에서 근원현상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동식물의 생성 속에 수축과 

확장이라는 형태 생성의 법칙을 원현상 原現象으로서 받아들인 것이다.3

처음 나타난 그 형태는 아직 단순해서

식물들 중에서도 어린 싹이라 부르죠.

곧 바로 다음 싹이 생기면서, 마디와 마디가 연이어 

탑을 이루어, 언제나 처음 모습을 새로 바꾸어가요.

언제나 똑같은 모습은 아니어요. 당신이 보고 있듯이,

그 다음 잎은 언제나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형성되기 때문에,

끝 부분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더 확장되고, 굴곡이 더 강해지죠.

이것들은 전에 하나의 형태로 기관 속에 잠들고 있었죠.

이렇게 처음으로 최고의 상태로 결정된 완전한 모습이 되었어요.

수많은 종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당신을 놀랍도록 감동시키는 거죠.4

위의 시구는 괴테의 시 ‘식물의 변형’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으로, 그림35과 같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식물의 생장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기록한 일종의 산문시이다.

2 임재동, �괴테의 시 "식물의 변형"을 통해서 본 경험과 이념�, �인문연구 67호�, 2013, p.150-152

3 무카이 슈타로, 신희경 옮김, �디자인학�, 두성북스, 2016, p.148

4 임재동, �괴테의 시 “식물의 변형”을 통해서 본 경험과 이념�, �인문연구 67호�, 2013, p.161

5 https://news.unist.ac.kr/kor/unist_magazine_2015_summer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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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괴테의 식물변형론에 수록된 삽화를 다시 그린 것

괴테는 직접 식물의 뿌리부터 줄기, 잎, 꽃 등을 관찰하여 스케치로 남기고 형태를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단순화 변형과 복잡화 변형의 두 

갈래를 발견하였다.6 식물의 형태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괴테가 발견한 이와 같은 

법칙이 후에 심메트리 카테고리의 근간이 된다.

6 https://news.unist.ac.kr/kor/unist_magazine_2015_summer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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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카타모르프 katamorph의 이해

심메트리 카테고리 Symmetry Category란 카를 로타 볼프 Karl Lothar Wolf라는 물리화학자가 

만든 개념으로, 괴테의 원현상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자연과학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 아래 그림은 볼프의 심메트리 카테고리를 

무카이 슈타로가 정리해놓은 것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독일어로 자기 형성의 ‘

아우토모르프 automorph’, 합동친화적 동형 ‘이조모르프 isomorph’,  유사 친화적 동형 ‘

호뫼오모르프 homöomorph’,  투영친화적 동형 ‘징게노모르프 syngenomorph’, 위상친화적 

동형의 ‘카타모르프 katamorph’,  무친화적 이형의 ‘헤테로모르프 heteromorph’, 무형의 ‘

아모르프 amorph’를 거쳐 질서에서 혼돈으로 나아간다. 그림의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좌측은 볼프가 정의한 카테고리이며,  우측의 일련의 형태는 그를 바탕으로 무카이 

슈타로가 만든 예시이다. 한국어 ‘생김꼴, 같은꼴, 닮은꼴, 비슷한꼴, 무리꼴, 다른꼴, 

없는꼴’은 이해를 돕기 위해 타마미술대학多摩美術大学 자료7의 일본어 번역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번역한 것이다. 

더 쉽게 시각적인 부분을 설명하자면, 스스로 생겨난 최초의 아우토모르프를 원형으로 

하여 그와 똑같은 합동의 반복인 이조모르프, 형태는 같지만 크기는 다른 호뫼오모르프, 

반사되거나 왜곡된 상처럼 수직 혹은 수평적으로 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보이는 

징게노모르프, 원형과 최소한의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형태의 위상이 진화해 나아가는 

카타모르프, 공통분모 없이 완전한 별개의 형태의 헤테로모르프,  해체되어 특정 형태가 

정해지지 않는 아모르프가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다.

7 Kusabuka, Koji et al. Tama Art University(1999), Poste Research Project 1 The Takeo Poster 

Collection, Tama Art Univ, Department of Graphic Design,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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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심메트리 카테고리

보통 심메트리는 방사대칭이나 점대칭같은 

이조모르프 isomorph와 호뫼오모르프 

homöomorph를 기본으로 하지만 볼프는 

괴테가 말했던 수축과 확장이라는 자연 

생성운동을 받아들여 심화된 심메트리의 

변형을 파악했다.8

본 연구에서는 카테고리 중에서도 

카타모르프 katamorph에 중점을 두려 한다. 

카타모르프는 하강, 저하, 반대를 의미하는 

독일어 접두사 카타kata와 형태라는 뜻의 

모르프morph가 결합한 것으로, 형태의 

유사수준이 하강변동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카타모르프는 수학적 척도의 측정을 통한 

반복 패턴이 아닌, 점의 분포나 연결에 의한 

형의 관계적 특질에 바탕을 둔 위상학적 

변형의 양태를 지니기 때문에, 유사성은 

있지만 끊임없이 개성을 지니게 되는 

자연의 리듬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9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무카이 

슈타로와 괴테의 형태론에서 등장한 

제스쳐, 원상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다.

8 무카이 슈타로, 신희경 옮김, �디자인학�, 

두성북스, 2016, p.154-155

9 무카이 슈타로, 신희경 옮김, �디자인학�, 

두성북스, 2016, 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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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심메트리 카테고리의 예시

2.4.1. 기초 조형

볼프의 심메트리 카테고리를 무카이 슈타로가 정리한 내용에 기반하여 선분과 

정사각형, 그리고 타입 Y자를 예로 들어 형태의 변화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5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위, 아래 방향으로 전개되는 

이조모르프,  호뫼오모르프, 징게노모르프와 달리 카타모르프는 길이, 크기와 같은 

단위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전개방식을 보인다. 이는 그림6과 그림7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5. 선분의 심메트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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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사각형의 심메트리 카테고리

그림7. Y의 심메트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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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수학세미나 (1968) 그림9. 자기증식패턴

2.4.2. 심메트리 카테고리가 드러난 그래픽 사례

(1) 스기우라 고헤이의 자기증식패턴

아래의 그림은 1962년부터 발간된 월간지 수학세미나의 표지를 위해 일본의 

그래픽 디자이너 스기우라 고헤이가 제작한 그래픽이다.

수학을 연상시키는 디자인 원도 하나를 만들어두고 자기증식 패턴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며 움직이는 표지 디자인으로 진화했다. 원의 지름에 1/2, 

3/4으로 변화를 주어 위아래로 나누어 반투명한 종이에 찍고, 그 종이를 

겹쳐 움직이며 구성한 그래픽이다.10 후반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지극히 컴퓨터 그래픽적인 조형을 손을 사용하여 그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디자이너의 크래프트맨쉽을 잘 보여주는 작업이다. 이 그래픽의 형태적 

아름다움은 정확한 수치화와 섬세한 변형 구현에 있는데, 이는 타원형의 

10 Sugiura, Kohei. (2005). 스기우라 고헤이 잡지디자인 반세기. 박지현 옮김. 서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3

그림10. 자기증식패턴에서 찾은 카타모르프

원도를 앞서 살펴본 심메트리 카테고리의 이조모르프와 징게노모르프, 즉 

동형과 유사형의 카테고리 안에서 변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형태인 

원형의 이조모르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징게노모르프의 단계를 이용해  

공간감과 질감을 생성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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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길로쉬 패턴

(2)길로쉬 패턴

길로쉬 패턴이란 섬세한 띠나 끈장식을 의미하는 문양의 종류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오랜 기원을 지닌 패턴이다. 폭을 지닌 기하학적 그물형태의 

정형 및 비정형 문양으로, 반복적으로 교차 또는 중첩되는 형태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각적 효과를 일컫는다. 다수의 선이 중첩 혹은 반복되는 복잡한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방지가 필요한 지폐나 자격증 등에 쓰이는 

보안성 용도와 함께 인쇄제품의 품위를 높이는 그래픽으로서도 활용되어 

왔다. 11

길로쉬 패턴은 맥킨토시의 경우 소프트웨어 엑센트로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컨트롤 창을 통해 frequency, phase, amplitude, side size, 

step&repeat 등의 다양한 인풋 값을 조정하여 셀 수 없이 다양한 경우의 수의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다. 길로쉬 패턴의 섬세한 변화 양태는 징게노모르프의 

반복 혹은 형태의 층위를 지닌 카타모르프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11 이정연(2019), 채문패턴의 패키지 디자인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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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길로쉬 패턴에서 찾은 카타모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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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태론과 타이포그래피의 조형

3.1. 획과 글자틀

본 연구에서는 전각, 반각과 같이 타입의 너비와 높이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네모꼴을 

글자틀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챕터에서는 글자틀과 획의 굵기 변화를 활용한 조형 

방법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징게노모르프의 양상을 분석한다.

3.1.1. Lo-Res

일본의 그래픽디자이너 시라이 요시히사 白井敬尚는 서체 Lo-Res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96년 미국으로 이주한 체코 출신의 타입디자이너 주자나 리코 Zuzana Licko (1961-)와 

네덜란드 출신의 그래픽디자이너 겸 편집자 루디 반데란스 Rudy VanderLans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팀 ‘에미그레’는 1980년 중반부터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디지털타입을 제작해왔다. 그 중에서도 당시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자학적, 해학적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유사 비트맵 폰트 'Lo-Res(저해상도)’의 등장은 센세이셔널했다. 당시 

이미 1000메쉬의 아웃라인폰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일부로 거칠게 제작한 

비트맵폰트가 디지털 시대의 독자의 '눈에 익숙하게 보인다'는 것이 이 폰트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이런 서체들을 사용해 자신들의 매체인 디자인과 타이포그라피 잡지 에미그레를 

발행, 거기서 전개된 것이 뉴 웨이브 타이포그래피이다. 그들은 이 조류를 이끌게 된 제1

인자였다.1

그의 설명에 따르면, Lo-Res는 매체와 시각환경, 그리고 수용자들의 특성을 탁월하게 

파악한 위에 자조적 유머까지 더한 근현대 타이포그래피의 중요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거친 픽셀이 드러나도록 narrow-regular-wide-bold의 

요소를 조합하여 폰트의 배리에이션을 만들어냈다.

첫번째 줄은 픽셀의 크기가 동일하며 두번째 줄은 서체의 크기가 동일하다.  각각의 

폰트가 같은 조형 방법을 공유하여 같은 맥락 상의 서체로 보이지만,  형태적 특성에 

따른 서체의 쓰임새가 확연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1 Shirai, Yoshihisa, 「タイポグラフィ~言語造形の規格化と定数化の軌跡」, �エクリ�,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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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L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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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es의 조형방식을 살펴보면, 글자틀은 기본적으로 사각의 형태를 지니며 그 

너비나 높이가 조금씩 증가, 감소하며 변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심메트리 카테고리의 징게노모르프 syngenomorph는 원래의 형태가 반사되거나 

왜곡된 상처럼 수직 혹은 수평적으로 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보이는 양상을 

띤다고 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글자틀과 획, 또는 속공간의 형태변화로부터 

투영친화적 유사형의 변화양상을 지닌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14. Lo-Res의 징게노모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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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유니버스 Univers

유니버스는 1954년 애드리안 프루티거 Adrian Frutiger가 디자인한 산세리프체로, 

라이노타입 사의 공식 서체로 채택되기도 했다. 다양한 폰트 패밀리를 지닌 것으로 

유명하며, 같은 형태적 유전자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획의 굵기, 글자 폭, 각도를 지닌 

거대한 폰트 패밀리는 더욱 풍부한 타이포그래피를 가능하게 한다. 이 폰트 패밀리는 

스타일에  따라 특정 넘버가 주어지는데, 앞 자리수는 획의 굵기에 따라, 뒤 자리수는 

활자의 폭과 높이에 비례하여 이름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레귤러는 55, 이탤릭은 

56인 식이다. 이 넘버링 시스템은 폰트 패밀리 구성의 표준 시스템이 되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성적 디자인이지만 헬베티카가 그로테스크 류의 산세리프의 

근원을 지닌 데에 비해서 독창적이며, 조형적 완성도를 극도로 추구한 서체이다. 2

2 김현미, 좋은 디자인을 반드는 33가지 서체 이야기, 세미콜론, 2012, p.177-181

그림15. 유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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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3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니버스 또한 조형 기준 자체가 획과 글자틀의 너비 변화에 

있기 때문에 폰트 패밀리 전체가 확연하게 심메트리 카테고리의 징게노모르프의 

양상을 보인다. 다만 유니버스를 비롯해 여타 서체에서도 이탤릭, 오블리크의 경우는 

카타모르프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http://www.designishistory.com/1940/adrian-frutiger/

그림16. 유니버스의 징게노모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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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Axis-Praxis의 징게노모르프

3.1.3. 배리어블 폰트 Variable Fonts

배리어블 폰트란 폰트의 포맷으로, 파일 하나 당 한 가지 서체를 담았던 기존의 포맷과 

달리, 파일 하나에 다양한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는 폰트의 종류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thin-regular-bold로 정해져 있던 기존 서체와 달리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스트로크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자율도를 높이는 식이다. 스트로크 외에도 

서체의 높이나 너비 등 다양한 요소의 조절이 가능하다. 서체의 다양성은 보장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아래 배리어블폰트 Axis-Praxis4를 보면 앞서 설명한 유니버스와 마찬가지로 획과 

글자틀의 변화를 주되, 사용자가 임의로 형태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징게노모르프의 

양상을 따르고 있다.   

4 https://www.axis-praxis.org/specimens/__DEFAULT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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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리프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은 기입방식, 인쇄 기술과 매체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타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 형태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로 한다.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적, 시간적 순서에 따르면 장식적 서체가 선행하고 

근대에 와서 산세리프가 발달하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형태론적으로 산세리프를 최초의 

아우토모르프로 놓고 카타모르프의 양상을 보이며 형태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계열과 종류의 서체에서 세리프의 변형은 징게노모르프와 카타모르프의 양상을 

모두 보인다. 예를 들어 그림18처럼 같은 계열 내의 세리프들은 서로 투영친화적 

유사형, 즉 앞서 획과 글자틀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던 징게노모르프의 방식으로 

형태와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열이 Antique에서 Clarendon

으로 달라지면서 세리프와 줄기가 이어지는 부분의 변화에서는 형태의 유사수준이 

하강변동하는 카타모르프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Antique

Clarendon

그림18. 세리프 조형의 징게노모르프와 카타모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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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세리프 조형의 카타모르프

그림18과 그림19의 세리프의 형태는 롭 로이 켈리 Rob Roy Kelly의 ‘아메리칸 우드 타입 

American Wood Type’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5

그림19와 같이 산세리프를 가장 기본적인 아우토모르프의 형태로 두었을 때,  세리프는 

형태가 확장하고 수축하는 카타모르프의 양상으로 변화를 거듭한다.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초기의 산세리프와 비교했을 때 헤테로모르프로 수렴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카타모르프의 양상으로 변화하며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공유 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리프의 계열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그림19의 확장1 구간은 Latin - Runic - Gothic 

Tuscan계열, 확장2 구간은 Antique - Clarendon - Antique Tuscan - Gothic Tuscan

계열로,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스타일을 형성하게 된다.

5 Kelly, Rob Roy / Shields, David, �American Wood Type: 1828-1900�, Liber Apertus 

Press, 2010,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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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투스칸 계열 서체

세리프에서 형태론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체인 투스칸 계열 

서체에 대해 더 분석해 보자. 서체의 스타일에 투스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피렌체의 상징인 투스카니 대공의 왕관에 그려져 있던 

Fleur-de-lis(그림20)를 연상시키는 

장식적 형태(잎사귀 세 장)로부터 기인한다.6

투스칸 서체는 분명하게 나뉘어진 갈래와 날카로운 끝부분을 특징으로 

하는 중세 서체의 하위 분류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프락투르를 비롯한 

블랙레터와 같이 펜촉의 느낌을 살린 형태라기보다 장식적으로 돋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든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투스칸 계열 서체는 본래 독자 또는 행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상업적 

목적으로 디자인되어 산업혁명 기간 동안 영국에서 발달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표제, 광고용 서체로서 발행물에서 시선을 끌어 중요점을 

강조하고 시각적 위계를 형성했으며, 이와 같은 19세기의 장식적 서체들은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세기로 접어들며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전반적인 취향이 변화하여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투스칸 서체의 형태적 특징은 두 갈래 혹은 세 갈래로 갈라진 둥글게 휜 

세리프이다. 이는 특징적으로 꽃봉오리나 물고기의 꼬리와 같은 자연물을 

연상케 하는 세리프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괴테의 형태론에 

나오는 식물의 형태 변화와 같은 맥락의 형태 변화를 보이기도 하며, 이는 

카타모르프의 양상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Priscila Lena Farias and Edna Cunha Lima, �Transatlantic eccentricities: 

tuscan typefaces as an example of transnational typographic taste�, Communica-

tion Design Vol.4, 2016, p.4-6

그림20. Fleur-de-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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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ps

bump

bifurcated

trifurcated

spore

fractured

그림217에서 볼 수 있듯, 마치 식물처럼 줄기에 혹(bump)이 있거나, 가지가 자라나 

뻗어가듯 두 갈래 혹은 세 갈래로 나뉘어진 세리프, 두꺼운 세리프의 끝에서 갈라지는 

모양이 괴테가 식물을 관찰하여 기록한 형태의 변화를 연상시킨다. 따라서 자연의 

형태변화에 가장 가까운 카타모르프의 양상이 반영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7 Priscila Lena Farias and Edna Cunha Lima, �Transatlantic eccentricities: tuscan type-

faces as an example of transnational typographic taste�, Communication Design Vol.4, 2016, 

p.6

그림21. 투스칸 계열 서체의 조형적 특징

그림22. 다양한 투스칸 계열 서체

위에서부터 IRONRIDER,

New Age Vintage,

Circus or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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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속공간을 비롯한 기타 요소

타입의 속공간이나 기타 조형요소들의 형태 변화를 활용하여 조형적 재미를 더한 

타이포그래피 작품들을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림24와 같이 과감하게 타입 전체의 형상을 왜곡하거나 그림23처럼 속공간의 형태를 

변형하는 시도를 통해 독특한 표정의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 낸다.

여기에서도 심메트리 카테고리와의 접점을 찾아볼 수 있다. 속공간의 꼭지점을 확장하는 

방식은 카타모르프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왜곡 또한 최초의 생김꼴을 공유하며 

헤테로모르프로 진행되어가는 일종의 카타모르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23. 스테파니 스펙트 Stephanie Specht의 포스터에서 발췌한 부분

그림24. 뷔로 프라이하이트 Büro Freiheit의 포스터에서 발췌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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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레이아웃

타입 그 자체의 조형은 아니지만, 타이포그래피에서 빠트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레이아웃의 구성이다. 같은 타입을 쓰더라도 구성방식에 따라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또한 조형요소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3.4.1. 로버트 브링허스트의 페이지 형태짜기8

로버트 브링허스트의 타이포그래피의 원리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단순히 사각형의 

그리드에서 벗어나 그리드를 변화하는 도형으로서 받아들이면 더욱 풍부한 지면 

구성을 얻을 수 있다. 기존 그리드 네모틀의 반복적인 동형, 유사형, 상사형의 변화에서 

벗어나 그림25와 같이 네모틀을 카타모르프적으로 확장시켜  레이아웃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8 로버트 브링허스트, 박재홍, 김민경 옮김(2016), 타이포그래피의 원리, 미진사, p.150

그림25. 페이지 형태짜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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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타모르프에 기반한 타입 조형

4.1. 카타모르프에 기반한 타입 조형의 목적과 과정

기입 방식, 인쇄 기술, 매체의 영향을 받는 전통적 타입 디자인 문법을 벗어나 형태론에 

기반한 조형을 시도한다. 기존의 징게노모르프 기반의 폰트패밀리와 달리, 카타모르프를 

기반으로 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종의 폰트패밀리를 만든다. 판독성을 유지하여 

읽힘으로써 의미를 지니는 문자의 특질은 해치지 않되, 본문용 서체로서의 가독성보다는 

표제용 서체로서의 형태적 특징을 지니는 것에 중점을 둔다. 

연구,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조형요소들 중 가장 소극적으로 

카타모르프의 변화양상을 보였던 글자틀의 변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로 한다. 먼저, 

글자틀의 형태변화를 가장 단순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산세리프T자를 기본으로 

하여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의 수축과 확장, 글자틀을 이루고 있는 선의 프리퀀시와 

페이즈를 포함한 여러가지 형태 변화의 기준과 층위에 자형을 적용해본 후, 변화를 

전개해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기준을 찾는다. 해당 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치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모든 알파벳의 형태 변화 양상을 기록한다. 결과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형태를 

찾아 폰트 패밀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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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 확장

4.2. 형태 변화의 기준

형태 관계의 위상적 변화를 시각화하기 위해 먼저 형태의 기준을 마련한다. 일단 

판독성을 고려하지 않고 글자틀의 꼭지점의 개수, 꼭지점의 수축과 확장, 선의 프리퀀시

frequency, 선의 페이즈phase를 기준으로 하여 위상변화에 따른 T의 형태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작할 카타모르프의 층위를 선정한다.

4.2.1. 꼭지점의 개수

글자틀의 꼭지점의 개수 변화는 가장 두드러진 가시적 변화를 보이지만, 그만큼 

판독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자 고유의 특성을 해치게 된다. 본 연구는 문자를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26. 글자틀 꼭지점의 개수에 따른 T의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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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꼭지점의 수축과 확장

글자틀의 꼭지점의 수축과 확장에 따른 자형변화는 앞서 살펴본 기존의 세리프의 

수축과 확장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변화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수축과 확장이라는 

두가지 방향성만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수축

그림27. 글자틀 꼭지점의 수축과 확장에 따른 T의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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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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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선의 프리퀀시

글자틀을 이루는 선의 프리퀀시와 변형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패턴생성 소프트웨어 

엑센트로를 활용하였다. 프리퀀시의 조절은 수축과 확장의 두 가지에 국한된 방향성이 

아닌 양방향으로의 확장성을 보이기 때문에 훨씬 다채로운 변화양상을 볼 수 있다. 

확장

그림28. 글자틀의 프리퀀시 조절에 따른 T의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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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선의 페이즈

선의 페이즈는 프리퀀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으며, 프리퀀시 

조절보다 더 미묘한 변화를 보인다. 하지만 페이즈는 프리퀀시의 변화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프리퀀시의 조절에 종속시켜 생각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확장

그림29. 글자틀의 페이즈 조절에 따른 T의 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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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글자틀의 변형에 따른 타이포그래피의 조형

앞서 살펴본 여러 방식의 카타모르프 중 가장 적합한 방식은 선의 프리퀀시 조절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글자틀을 둘러싼 선의 파형 프리퀀시를 높여가며 그에 따라 타입의 전체

적인 형태가 변화하도록 작업하였다. 글자틀의 형태를 최대한 반영하되, 판독성을 너무 

해치거나 형태적으로 정돈되지 못한 부분은 시각보정하였다. 타입에 표정을 입히는 작업

이므로, 기준 서체는 중립적인 헬베티카로 선정하였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획의 특성

에 따라 TEFHIL-직선, YAKMNVWXZ-사선, PRBCGDJOQSU-곡선의 세 그룹으로 나누

어 작업한 후 A-Z순서로 다시 배열하는 식으로 작업하였다.

4.3.1. 프리퀀시 증가에 따른 자형 변화

기존의 네모꼴 글자틀을 아우토모르프로 놓고, 액센트로에서 글자틀의 프리퀀시를 

증가시키면 아래 그림30과 같은 변화양상을 보인다.

AUTOMORPH
생김꼴

KATAMORPH
무리꼴

FREQUENCY01

FREQUENCY04 FREQUENCY05

FREQUENCY02 FREQUENCY03

그림30. 글자틀의 프리퀀시 증가에 따른 형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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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자동생성의 문제상황과 개선

형태의 틀어짐

지저분한 디테일

그림 30을 타입에 적용 시킬 소프트웨어로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하였으나 

자동생성을 이용하면 그림31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최대한 

글자틀의 형태에 맞게 보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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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01 FREQUENCY04 FREQUENCY05FREQUENCY02 FREQUENCY03

그림32. 글자틀의 프리퀀시 증가에 따른 타입의 형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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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변화는 그림32와 같이 진행된다. 프리퀀시 별로 같은 스타일의 형태를 지니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복잡도를 더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프리퀀시4와 

프리퀀시5의 경우, 형태를 과하게 무너뜨려 해당 알파벳 고유의 형태를 해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프리퀀시1에서 3까지의 변형 과정을 더 자세히 나누어 폰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4.3.2. 프리퀀시 세 단계의 자형변화

글자형태의 변화 양상을 기록하기 위해 변형 강도를 조절하여 아우토모르프로부터 

확장해나가는 9단계의 스텝으로 분리하였다. 

따라서 ‘3가지 프리퀀시×9스텝’으로, 알파벳 하나 당 27가지의 베리에이션이 생기게 

된다. 다음 그림33부터 그림110까지는 제작한 9단계 스텝의 아웃라인을 중첩하여 

프리퀀시 별 형태변화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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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FREQUENCY01 - A

그림34. FREQUENCY02 - A

그림35. FREQUENCY03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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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FREQUENCY01 - B

그림37. FREQUENCY02 - B

그림38. FREQUENCY03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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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FREQUENCY01 - C

그림40. FREQUENCY02 - C

그림41. FREQUENCY03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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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FREQUENCY01 - D

그림43. FREQUENCY02 - D

그림44. FREQUENCY03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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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FREQUENCY01 - E

그림46. FREQUENCY02 - E

그림47. FREQUENCY03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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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FREQUENCY01 - F

그림49. FREQUENCY02 - F

그림50. FREQUENCY03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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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FREQUENCY01 - G

그림52. FREQUENCY02 - G

그림53. FREQUENCY03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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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FREQUENCY01 - H

그림55. FREQUENCY02 - H

그림56. FREQUENCY03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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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FREQUENCY01 - I

그림58. FREQUENCY02 - I

그림59. FREQUENCY03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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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0. FREQUENCY01 - J

그림61. FREQUENCY02 - J

그림62. FREQUENCY03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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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 FREQUENCY01 - K

그림64. FREQUENCY02 - K

그림65. FREQUENCY03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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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6. FREQUENCY01 - L

그림67. FREQUENCY02 - L

그림68. FREQUENCY03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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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9. FREQUENCY01 - M

그림70. FREQUENCY02 - M

그림71. FREQUENCY03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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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 FREQUENCY01 - N

그림73. FREQUENCY02 - N

그림74. FREQUENCY03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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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5. FREQUENCY01 - O

그림76. FREQUENCY02 - O

그림77. FREQUENCY03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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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8. FREQUENCY01 - P

그림79. FREQUENCY02 - P

그림80. FREQUENCY03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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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1. FREQUENCY01 - Q

그림82. FREQUENCY02 - Q

그림83. FREQUENCY03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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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4. FREQUENCY01 - R

그림85. FREQUENCY02 - R

그림86. FREQUENCY03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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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7. FREQUENCY01 - S

그림88. FREQUENCY02 - S

그림89. FREQUENCY03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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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0. FREQUENCY01 - T

그림91. FREQUENCY02 - T

그림92. FREQUENCY03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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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3. FREQUENCY01 - U

그림94. FREQUENCY02 - U

그림95. FREQUENCY03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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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6. FREQUENCY01 - V

그림97. FREQUENCY02 - V

그림98. FREQUENCY03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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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9. FREQUENCY01 - W

그림100. FREQUENCY02 - W

그림101. FREQUENCY03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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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2. FREQUENCY01 - X

그림103. FREQUENCY02 - X

그림104. FREQUENCY03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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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5. FREQUENCY01 - Y

그림106. FREQUENCY02 - Y

그림107. FREQUENCY03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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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8. FREQUENCY01 - Z

그림109. FREQUENCY02 - Z

그림110. FREQUENCY03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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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1. 자형변화 전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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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자형 변화를 아우토모르프의 형태로부터 프리퀀시에 따라 확장해나가는 

순서로 나열하여 정리하면 위의 그림111과 같다. 

4.3.3. 폰트화

3가지 프리퀀시와 9단계의 스텝 중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세 가지 스텝을 

골라 폰트랩으로 OTF화 하였다.

결과적으로 [FREQUENCY01-STEP03], [FREQUENCY01-STEP05], 

[FREQUENCY01-STEP09], [FREQUENCY02-STEP03], [FREQUENCY02-STEP05], 

[FREQUENCY02-STEP09], [FREQUENCY03-STEP02], [FREQUENCY03-STEP05], 

[FREQUENCY03-STEP09]의 9가지에 해당하는 타입이 폰트화되었다. 

다음 이미지들은 생성된 폰트 패밀리와 그에 따른 타입 스페시멘 specimen이다. 

타입 스페시멘은 타입의 용례와 전체적인 스타일을 간략히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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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GHIJ

KLMNOPQRS

TUVWXYZ

ABCDEFGHIJ

KLMNOPQRS

TUVWXYZ

ABCDEFGHIJ

KLMNOPQRS

TUVWXYZ

그림112. [FREQUENCY01-STEP03]

그림113. [FREQUENCY01-STEP05]

그림114. [FREQUENCY01-STE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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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5. [FREQUENCY01-STEP09] TYP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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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GHIJ

KLMNOPQRS

TUVWXYZ

ABCDEFGHIJ

KLMNOPQRS

TUVWXYZ

ABCDEFGHIJ

KLMNOPQRS

TUVWXYZ

그림116. [FREQUENCY02-STEP03]

그림117. [FREQUENCY02-STEP05]

그림118. [FREQUENCY02-STE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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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9. [FREQUENCY02-STEP09] TYP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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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GHIJ

KLMNOPQRS

TUVWXYZ

ABCDEFGHIJ

KLMNOPQRS

TUVWXYZ

ABCDEFGHIJ

KLMNOPQRS

TUVWXYZ

그림120. [FREQUENCY03-STEP02]

그림121. [FREQUENCY03-STEP05]

그림122. [FREQUENCY03-STE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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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3. [FREQUENCY03-STEP09] TYP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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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포스터

자형의 골조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네거티브로 짙은 배경에 

스트로크를 조정한 흰 아웃라인을 이용하여 형태의 변화과정이 눈에 띄도록 

제작하였으며, 핵심개념인 카타모르프의 스펠링에서 KAT, AMO, RPH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자형을 중첩시켜 세가지 타입의 패밀리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한 

가지씩 제작하였다. 중첩된 자형을 통해 형태의 미세 변화와 패밀리의 스타일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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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4. [FREQUENCY01]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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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5. [FREQUENCY02]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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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6. [FREQUENCY03]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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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시

본 작품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2021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전시되었다. 

그림127과 같이 자형변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종포스터를 A0사이즈로 

인화지에 출력하였다. 이에 더하여 그림128-129와 같이 폰트의 낱자와 형태의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책자를 제작하였다.

그림127. 전시 이미지_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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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8. 전시 이미지_책자

그림129. 전시 이미지_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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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형태론과 조형논리에 대한 연구자의 순수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을 지니지는 않지만, 순수조형연구로서 형태의 변화 양상 그 자체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형태 생성의 이치를 담고 있는 형태론은 식물학에서 시작되었지만 무카이 슈타로에 

의해 디자인 분야로 그 저변이 넓어졌다. 따라서 무카이 슈타로의 디자인학을 참고로 

하여 괴테의 형태론과 심메트리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태론을 조형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형태론을 바탕으로 타입이라는 인공물에 자연의 형태 

생성 법칙을 적용하여, 타입을 조형 유전자를 가지고 변형해나가는 일종의 유기물처럼 

생각해보는 시도를 하였다.

     타이포그래피는 형태론에서 이야기하는 ‘원상’으로서 판독 가능한 ‘문자의 형태’

를 공유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태론에 입각한 조형에 대하여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한 분야이다. 따라서 심메트리 카테고리의 여러가지 변화 양상을 

타이포그래피에 접목하여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카타모르프’라는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글자틀을 변형하여 그에 따른 폰트패밀리를 제작하였다. 최소한의 

유사성을 유지하고 형태의 변화가 다양한 층위로 나타나는 카타모르프의 양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타입 조형 방법과 차별화된 조형 논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폰트의 제작에 있어서는 먼저, 카타모르프적 변화의 기준을 글자틀에 다양하게 

적용하여 보고, 그 결과 글자틀을 이루는 선의 형태를 3단계의 프리퀀시의 증가와 9

단계의 변형강도의 증가로 나누어 조절하는 방식으로 조형하며 변화양상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변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9가지의 스텝을 채택하여 

폰트화하였다. 여기서 적용한 프리퀀시의 증가와 변형강도의 증가 모두 카타모르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론에 바탕을 둔 조형을 통해 타입 조형의 우성 형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심메트리 카테고리와 타이포그래피’는 ‘형태론과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작은 부분에 해당한다. 형태론이 자연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디자인 분야에서도 타이포그래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카타모르프를 바탕으로 배리어블 폰트처럼 사용자가 폰트의 형질을 

직관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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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tion of Typography based on Morphology

Koh Da Hyun

Design Department,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 formative experiment that forms the genetic characteristics of fonts based 

on morphology, and suggests a new method of formation of the types through the multi-

layered morphological changes away from traditional typography.

Modern typography, along with technological advances, has become accepted as an 

‘image� itself beyond tools for the functions of readability and transmission of words. 

For designers in this environment, parts such as readability, legibility, and functionality 

of typography are no longer constraints, but experimental fields. Therefore, in modern 

typography, designers� activity and experimental mind are becoming more important.

In order to create a genetic characteristic that gives personality and expression to 

typography, we need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at characteristics this 

type will adopt. The researcher conducts an experiment to create a series of formative 

system based on morphology and examines the new formative method of typography.

Morphology is a study that talks about the birth process of a form and its origin in a 

natural or artistic approach. Among the theories of morphology, the symmetry category 

systematically organizes the formation process based on Goethe's morphology. The 

symmetry category and typography have a clear intersecting point in the process of 

formations within the symmetry category. In view of this, the researcher attempt a 

new formative method of typography based on morphology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methods such as handwriting or prin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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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within the Symmetry category, a study was conducted to experimentally 

apply the formative method of Katamorph, which are different in pattern from the 

existing formative methods, to the form of typography.

This study attempts to focus on the expressive aspect, not the technical aspect of 

typography, by examining the formative method of typography based on morphology.

Since it shows a series of processes that reveal the methodological basis of the formative 

design, this study is both a research work and has a kind of autoethnogaphical feature 

as a designer. It is important to freely demonstrate the designers� sense of style, but it is 

also necessary to look back on the processes, steps, and grounds of the formation for a 

more solid formative design methodology.

Keywords : Morphology, Formation, Experimental Typography

Student Number : 2018-2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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