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I. 타이포그라피의 미래

댄 레이놀즈

디자이너’s 파일 4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대로 미래는 아주 다를

한편, 모든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이제는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다.

것이다. 20세기 중반의 대중소설들은 독자들에게

독특한 폰트로 조판할 수 있다. 이 자유는 긍정적인

유럽으로 이주하기 전,

2010년이면 우리 모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가지고,
달로 정기적인 여행을 다니며, 개인용 분사추진기

효과도, 부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다. 웹과 인쇄

그래픽 디자인으로 BFA를

타이포그라피는 더욱 하나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받았다. 오펜바흐 조형대학교에서

기웃거려본들, 여기가 현대다.
참다운 속세다
진달래 도큐먼트 03: Sketch Book

‘제트팩’ 같은 장비를 마음대로 쓸 것이라는 확신을

이는 우리의 온라인 세계가 인쇄물의 세계와

수년간 공부하고, 영국의 레딩

글. 김형진, 그래픽 디자이너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대학교에서 글꼴 디자인으로 석사

주었다. 글쎄, 미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는

더욱 유사해지고 있으므로 인쇄물 디자인 역시 변할

않았다. 미래의 타이포그라피는 얼마나 다를 것인가?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를 향해

웹사이트가 텍스트를 보여주는 폰트를 디폴트로

더욱 일관성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을

선택된 폰트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 내가 뭔가를 예견해야 한다면, 나는 미래의

‘변화’일까? 단순히 버다나 폰트를 고담 폰트로

브랜딩이 오늘날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교체하면 웹사이트가 얼마나 달라질까. 타이포그라피는

싶다. 더 심화되고, 그러면서도 더욱 설득력을 지니게

수여하는 ‘Certiﬁcate of Excel-

글꼴 선택 그 이상이다. 타이포그라피는 시스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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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다. 인터넷에 더 많은 폰트가 등장한다고
트위터에서 각각의 말들이 다른 글꼴로 쓰인다면 나는

2011년, 혹은 2021년의 웹 디자인은 어떤 모습일까?
웹사이트는 웹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고, 개별 페이지의

다르게 반응할까? 그런 것이 소셜 네트워킹의

본문 영역은 타이포그라퍼가 지정하고, 웹사이트의

우리의 온라인 경험이 정확히 얼마나 달라질까.

전부인가?

학위를 받았다.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라이노타이프 사에
재직하며 다름슈타트 대학교에서
글꼴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가장 최근 글꼴 말라바는
뉴욕 타입 디렉터스 클럽에서

연방 디자인상 금메달을 수상했다.

CSS 파일에 필요한 폰트는 활자 디자이너가 만들게
될까? 글쎄, 후자는 분명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사소한 부분일 뿐이다. 핵심은 본문을 보여주는
방식 자체다. 우리는 더 많은 온라인 타이포그라퍼가
필요하다. 적어도 그래픽 디자이너와 웹 디자이너들이
타이포그라피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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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The future of typography
The future is going to be very different, as people
like to say. Popular mid-twentieth-century ﬁction
assured its readers that by 2010 we’d all have ﬂying
cars, engage in regular travel to the moon, and
have gadgets like jetpacks at our disposal. Obviously
the “future” did not turn out like that. How different is the typography of tomorrow going to be? Let
us look at some of the details. Can switching the
font that a website displays its text in from a default
selection to something else really be considered
“change”? How different will a website become
if the Verdana font is simply replaced by Gotham?
Typography is more than typeface selection; it’s
systems design. How exactly will more fonts on the
Internet make my online experience any different?
Will I react to tweets differently if each one of them
is set in a different typeface? Is that what social
networking is all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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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every designer’s portfolio page
can now be set in a unique font. This freedom could
be put to either positive or negative effect. Web and
print typography will be able to further converge,
meaning that as our online world becomes more like
our printed one, the design of printed materials
is likely to change as well. Companies will be able
to put a more consistent brand image forward to
their customers. If I had to make just one prediction,
it would be that tomorrow’s branding will be
stronger than today’s. Quite simply, it will be deeper,
but it will also be more pervasive.
How is web design going to look in 2011, or in
2021 for that matter? Will websites be designed by
graphic and web designers, the text areas on the
individual pages speciﬁed by typographers, and the
fonts called for in the site’s CSS ﬁle created by
type designers? While this last one is highly likely,
it is simply a minor detail. The key is the presentation of the text itself. We need more typographers
online. At the very least, we will need graphic and
web designers to think typograph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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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is the Modern World, Jump Here!
JIN-DAL-RAE Document 03:
Sketch Book
Text by Kim Hyung-jin, graphic designer

1
인용문으로 시작해보자. 반칙이지만 이해해주길
바란다.

지난여름, 시각디자인 그룹 진달래가 세 번째 도큐먼트
『스케치북』(홍디자인, 2009)을 발간했다. 2005년의
첫 번째 도큐먼트 『시나리오』(시지락), 2006년의 두 번째

이건 정말 논쟁적인 텍스트다. 그저 ‘질문해보고
싶’었다는 겸손한 어투와는 상관없이 이 텍스트는 많은
문제를 제멋대로 뒤섞고, 해석한 후 얼떨떨한 결론에

도큐먼트 『Visual Poetry 視集 금강산』(시지락) 이후

도달한다. 김수정이 말한 것처럼 컴퓨터라는 기술적 변화가

간접적으로 일하고 소통한다는 점, 그리고

3년 만이었다.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동명의 전시를 겸해

디자인 생산과 디자이너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의 창조적 작업은 궁극적으로 도급업자, 제조업자,

나름 떠들썩한 출간 기념회를 가진 두 번째 도큐먼트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작업 자체에

그 밖의 집행인들에게 전하는 지시의 형태를

비해 이번 책은 사뭇 은밀할 정도로 조용하게 세상에

더욱 깊이 관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심증은 대단히

취한다는 사실이다.”주1

나왔다.주3 월간 《디자인》에 실린 짧은 리뷰가 아니었다면

근거가 희박한, 회고주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 심증을

모르고 지나갔을 정도로.주4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디자이너는

“사진의 원판으로부터는 여러 개의 인화가
가능하다. 어느 것이 진짜 인화냐고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주2

일이겠지만 그 반대, 그러니까 컴퓨터로 인해 디자이너가
수작업으로 딱 100부만 한정 발매된 『스케치북』의

디자인 과정에서 차지하는 장악력이 더 커졌다는 증거

가격은 25만원. 올여름 한정 발매된 비틀즈 리마스터링

또한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스 세트와 비슷한 가격이다. 물론 이 가격은 제스처에
이 인용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다.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기계적 양산품이 아니라는

여기까지야 아무래도 좋다. 대지 작업과 활판 인쇄, 그리고

디자이너는 결과물에 대한 최종 집행자가 아닌

사실을 상징적이고 과시적으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급기야 필름까지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을 안타깝게

중간 매개자라는 점, 그리고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 제스처를 이해하기 위해선 책임 편집자 김수정의 서문을

지켜보는 심정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의 결과물이란 태생적으로 원본이 존재하지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주5 조금 길지만 전문을

안타까움과 의구심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라는 게

않는 복제물이라는 사실이다. 이견이 있을 수

인용해보자.

생뚱맞다. 컴퓨터라는 생산 조건을 지양하고 남는 것이
왜 하필이면 ‘1인 생산품’이며 ‘고유하게 존재하’는

있지만, 이 말들은 대체적으로 경험적 진실에 가깝다.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의 접목은 작업과 소통방법,

‘진품’이어야 하는 걸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그래픽

이 인용문들을 앞세운 이유는 두 가지다.

그리고 새로운 발상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활동과 결과에

디자인이란 기본적으로 복제를 기본으로 하는 행위이지

우선 공격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고, 그 다음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않았던가? ‘진품이 가지는 가치’란 디자인의 역사와는 상관

인용이라는 권위를 앞세워 나의 취약함을 감추기

많은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없는, 오히려 미술시장의 경매꾼들, 혹은 인류학적

주1

수집가들의 영역이 아니었던가?

노먼 포터, 『디자이너란

위해서다. 읽어보면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다룰

만들지에 대해 고민해왔고, 이제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공격 대상은 나의 선배들이자,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않고는 디자인 작업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대다수 독자들의 선배들이다. 때문에 나는

디자인 환경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시각디자인의

주의가 결여된 역사 고찰과 영역의 혼동, 그리고

이들보다 더 앞선 고명한 선배들의 글 뒤에 숨고자

전통적인 원리나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

논리적 비약을 통해 김수정은 앞서 필자가 인용을 통해

주2
발터 벤야민, 「기계 복제

한다. 앞서 말했듯 이건 분명 반칙이다. 하지만

(이하 밑줄은 인용자)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이

밝힌 디자인의 두 가지 태생적 조건, 즉 간접성과

흥미진진한 게임을 위해선 다소간의 반칙도 필요한

디자인 작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복제성을 모두 부인한다. 그리고 그 부인의 자리 위에

법이다. 마라도나의, 앙리의 손 정도가 아니라면.

디자이너가 작업 자체에 더욱 깊이 관여하는 것을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완성된 한 권의 화집’을 다소곳이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내려놓는다. 무척이나 조심스런 어투로 말이다. 진달래의
세 번째 도큐먼트 『스케치북』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시각디자인 그룹, 진달래의 도큐먼트 시리즈 세 번째 책
‘스케치북(Sketch Book)’은 11명의 시각디자이너들이
엮은 100부 한정판 책이다. 1인 생산품의 아름다움, 진품이
가지는 가치, 만질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경험 등은 어떤
시대에도 그 가치를 발하는 요소들일 것이다. 이 책의 모든

무엇인가』, 스펙터프레스, 2008,

21쪽.

시대의 예술작품」,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206 –207쪽.
주3
두 번째 도큐먼트인 『Visual

Poetry 視集 금강산』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GRAPHIC》

11호(2009)에 실린 「Visual
Poetry Kumgangsan」을 참조.
주4
「11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페이지는 고유하게 존재하며 같은 모습으로 복제될 수

원본성을 따져 묻다, 진달래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술작품마저 진품의 여부를

도큐먼트 03: 스케치북」,

전문가의 의견이나 증명서로 결정하는 이 시대에

《월간 디자인》 2009. 10월호.

디자이너의 손끝에서 완성된 한 권의 화집을 통해 원본성이

주5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질문해보고 싶다.”

1권 『시나리오』는 민병걸,
2권 『금강산』은 김경선이 각각
책임 편집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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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케치북』의 시작 지점엔 하나의 선판단이 놓여 있다.

도판들은 『스케치북』에 실린
순서에 따라 수록했다.

104쪽: 김경선, 조현, 한명수
106쪽: 김수정, 최병일, 이관용
108쪽: 최준석, 이기섭, 김재훈
110쪽: 민병걸, 김두섭

그건 매킨토시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과 디자인의 접목’은

궂게 말하는 이유는 이 책의 주체가 다름 아닌 ‘진달래’이기

디자인에 있어 축복이라기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때문이다. 김두섭, 이기섭 등을 주축으로 태동한

그 결과 컴퓨터 기술은 ‘디자이너가 작업 자체에 더욱 깊이

진달래는 20세기 후반 한국 그래픽의 당대적 문제의식을

관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또렷이 바라보며, 그 가치를 긍정적으로 끌어안은

이 진술은 일견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집단이었다. 1994년 결성 이후 그들의 작업은 자신들과

자주 이런 식의 탄식을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대지

그 이전 세대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며 진화해왔다.

작업 시절의, 그리고 활판 인쇄 시절의 생동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해준 것은 바로 컴퓨터라는 기계

말이다. 모든 것이 직접적이었고, 모든 것이 디자이너의

장치와 당대의 시각문화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이었다.

손끝에 달려 있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군대의

「집단정신」, 「뼈」, 「저공비행」, 「호호」 그리고 「발發」 등의

무용담만큼이나 자주 반복돼왔다. 그때를 추억하고,

전시와 개인 작업을 통해 그들은 컴퓨터의 세례를 받은

아쉽게 기억하는 걸 두고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그건

첫 번째 세대임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대지 작업으로부터

지나치게 걍팍한 심보다. 하지만 테크놀로지 ‘때문에’

자유로워진 눈과 손으로 그들은 새로운 세대의

무언가가 훼손되었다는 식의 목가적 태도는 한번 짚고

문을 열었던 것이다.주7 90년대 이후 등장한 한국과 일본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마음 좋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디자인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한 「Active Wire」(아트

발목 잡힐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비관은 디자인의

선재센터, 2001) 전시의 중심에 진달래가 있었다는 점은

역사에서도 종종 반복돼왔다.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증기 기관, 그리고 이어 전동 장치가 인쇄 공정에

디자인평론가 최범이 지적했던 것처럼 “결국 모든

도입되면서 인쇄물 품질이 떨어졌다는 시각이 종종 표명

세대는 이러한 제도의 부름에 답함으로써 비로소 세대가

혹은 암시되곤 했다. 그것이 바로 19세기 말 일어난

되는 것”주8이라고 한다면 컴퓨터라는 테크놀로지적

‘인쇄 부흥’ 운동의 주요 동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답한 진달래야말로 한국 그래픽

주6

시기의 평균적 인쇄물을 검토해보면, 누구나

디자인계에서 처음 발생한 의식적인 차세대였다.주9

로빈 킨로스, 『현대 타이포그라피:

그 ‘몰락’이 허구에 불과함을 눈치 챌 것이다. 인쇄 품질은

김두섭의 「11,172 hangul character」(2001)나 김수정의

동력 인쇄기의 도입으로 도리어 높아졌다.”주6

소프트웨어 묘법 시리즈, 「interactive kinetic art」(1999 –

주7

근거가 희박해도 심증은 굳다.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돌아다볼 구태가 없었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2004년 「발發」전에 대한 노형석

그리고 진달래의 세 번째 도큐먼트는 이 믿음을 지렛대

대해 반사적인 저항감을 느낄 만한 노회함 또한 없었다.

비판적 역사 에세이』,
스펙터프레스, 2009, 41쪽.

기자의 기사를 참고.

2004년 1월 25일자 《한겨레신문》.
주8
최범, 「왜 차세대 디자이너인가」,
『Active Wire』, 안그라픽스,

2001, 28쪽.
주9
물론 이런 경향을 진달래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2000) 같은 작업에서 그들은 뒤를 돌아봄이 없었다.

삼아 11명의 작업을 견인했다. 그 결과 『스케치북』은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디자이너가 직접 손으로

동시대 시각문화에 대한 예민성 또한 그들을 이전 세대와

만든 ‘실존적 흔적’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들은 구멍을

구분해주는 지표 중 하나였다. 「발發」전에서 집단적으로

뚫고, 칠하고, 쓰고, 붙이는 직접 노동을 통해 컴퓨터로

보여주었고, 김두섭에 의해 지속적으로 탐구되온 버내큘러

인해 상실된 디자인 작업의 직접성을 재확인하고,

스타일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동시대

물질과의 직접적 소통 관계를 복원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시각문화에 대한 공감과 과거의 디자인 전통에 대한 반감

통해 ‘1인 생산품의 아름다움’과 ‘만질 수 있는 물질에

이었다. 그들이 공감한 것은 일상에서 목격할 수 있는

대한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거리의 시각문화였으며, 거부한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기업 디자인 문화와 온통 지나간 것에만 애정을 쏟는

있다. 「Active Wire」전에 출품된
작업에만 국한시킨다 해도

이 광경은 (적어도 나에겐) 우스꽝스럽다. 이 모습은 흡사

그래픽 디자인의 과거 지향성이었다. 요약하자면 진달래의

그들의 성향은 개인적이고 다채롭기

신문박물관에서 등사판 체험을 하며 신기해하는 단체

도발은 애뉴얼 리포트와 《뿌리깊은나무》를 동시에

관람객을 연상시킨다. 여기엔 분명 분당 1600 rpm으로

겨누는 창이었다.

때문이다. 예컨대, 민병걸의
「ultimate analogue」(2001) 같은
작업의 경우 수묵의 흔적을 주요
모티브로 활용해 주관적인 손작업에
대한 회고적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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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가정한 심증과 그 실천에 대해 이렇게까지 심술

돌아가는 윤전기는 비인간적이고, 자기 손에 잉크를
묻혀가며 찍어야 하는 실크 스크린은 인간적이라고 믿는

『스케치북』은 이런 기억들과 극렬하게 대치한다. 이 책

순진함이 있다. 가사 노동은 선하고 기계 노동은

어디에서도 우리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긍정과 당대에 대한

악하다는 19세기 식 휴머니즘 말이다. 순진함/휴머니즘은

예민한 감각을 찾아볼 수 없다. 도대체 그것들은

욕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테크놀로지에 의해 상실된

어디로 사라졌는가? 왜 그들은 ‘1인 생산품의 아름다움’

직접성을 회복하는 방식이 기껏 컬러 복사된 종이 위해

이라는 노쇠한 장인의 말투를 차용하고 있는 걸까.

매직을 끄적이거나, 서명을 하거나, 로또 숫자를

그게 아니라면 내가 무슨 커다란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따라 구멍을 뚫는 거라면 과연 누가 그에 동조해줄까.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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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이 밝힌 대로 이 책은 디자이너들이 완성한

하지만 과연 이 작업들은 ‘원본’인가? 그리고 과연 ‘같은

‘한권의 화집’이다. 그것도 이 세상에 두 권씩은 존재할 수

모습으로 복제될 수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없는, 유일무이한 100권의 화집들이다. 앞서 제기한

여기엔 분명 용어에 대한 착각이 있다. ‘같은 모습으로

선판단, 그러니까 디자인의 간접성을 지양해 그들이 얻고자

복제될 수 없는’이라는 문구는 일종의 모순형용인데,

한 것은 결국 복제성이라는 디자인의 태생적 한계를

복제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같은 모습으로 재현해내는

부인하고 복제될 수 없는 원본을 성취하고자 함이었다.

과정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스케치북이든, 혹은

천 개, 만 개의 쌍둥이들을 양산하던 디자이너들이

로댕의 지옥의 문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아마도 김수정이

모여 단 하나밖에 없는 책을 만들어낸 이 비생산적(?)

전하고 싶었던 진의는 이 책은 절대 복제할 수 없다는

장면은 분명 흥미롭다. 그들은 손으로 끄적이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복제해낸다 하더라도 훼손되지 않는

(한명수, 최준석), 구멍을 뚫고(이관용, 조현, 민병걸),

원본성이 이 책에 담겨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찢어 붙이기(이기섭)를 반복한다. 심지어 복사기를
통한 복사물도 그 위치를 모두 달리해(김경선) 일회성을

그렇다면 원본(the original)이란, 그리고 원본성

강조한다.주10 서문에서 밝혔듯, 이들 한 장 한 장은 분명

(originality)이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원본이라 말하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원본들이다. 6색 옵셋

어떤 대상에 원본성이라는 권위(authenticity)를

인쇄기로도, 고해상 드럼 스캔으로도 재현하거나 복제할

부여할 수 있는 걸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수 없는 유일무이성이 그곳에 담겨 있다.

사물, 행위, 사고에도 원본이란 용어를 붙일 수 있다.
두 살짜리 꼬마의 낙서도, 예술 작품에 몰래 가해지는
반달리즘도, 오늘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도 모두
원본이다. 그와 완전히 동일한 속성을 지닌 것은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원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흔히 복제나 위조의 대상이 되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제되거나

주10
일러스트레이터 김재훈의
경우는 예외적인데,
이는 일러스트레이션 자체가

위조될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그것에 원본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세의 마돈나는 그 그림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원본이 될 수 없었고, 그 후의 세기에

원화가 존재하는 영역이기

비로소 원본이 된다고 발터 벤야민이 적시한 것처럼

때문이다.

말이다.주11 다시 말해 원본이란 자기충족적 개념이 아닌,

주11
발터 벤야민, 「기계 복제

복제본이라는 반대항에 의해서만 수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인 셈이다.

시대의 예술작품」,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201쪽.

이렇게 볼 때 진달래가 자임하는 진품, 원본이란 사실
허세다. 『스케치북』은 희귀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로 원본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진달래 몰래
복제되어 유통될 가능성이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가능성만을 놓고 본다면 홍대 앞 학원가에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석고 데생들이나 『스케치북』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스케치북』이 원본이라면 미대 지망생이
오늘 저녁에 그린 세네카 두상 데생 또한 원본이다. 아니,
세상 모든 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유일무이한 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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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 『스케치북』 또한 원본이라 치자. 세상에는

“복제는 어떤 원본도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스튜디오로

많은 종류의 수집가와 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는

또는 거실로 이미지들을 유통시킨다. 그것은 소재지를

법이니까. 그러면 『스케치북』은 구제되는 걸까?

찾지 않고도, 따라서 성지와 위대한 작품들의 공통점인

이제 그들은 발터 벤야민이 예술작품에 부여한 속성,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그것의 현존, 그것이 있게 된

순례 행렬 없이도 사람들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그 원본을 침범하는 수만 가지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의 일회적 현존”을 달성한 걸까. 만약 그렇다면

연구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에 설명을 붙일 수 있고

우리는 그 달성을 축하해줘야 하는 걸까.

오려낼 수 있고 확대시킬 수 있고 재배치할 수 있고 2절판

복제/복수성을 버리고 원본/단순성을 지향하는 것은

비교할 수도 있다.”주14

서류철에 다른 것과 뒤섞어 철할 수 있고 다른 이미지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디자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원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이에 비하면 지극히

물론 현대적 책의 등장 이후에도 언제나 다종다양한

부차적인 논쟁일 뿐이다. 조금 부풀려 이야기하자면 이건

한정판(limited edition)과 특별판(special edition)이

태도의 문제다. 다시 말해 복제라는 현대적 속세를

존재해왔다. 이는 태생적으로 값싼 물건일 수밖에 없는

택하느냐, 유일성이라는 유사-중세적 초월을 택하느냐의

책이라는 복제품에 인위적인 가치를 부여하려는 노력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 하나의 유용한 에피소드가 있다.

산물들이었다. 2007년에 한길사에서 발간된 『백제』와

2009년 민음사가 기획한 세계문학전집 특별판 등은 그
“얼마 전 출장차 암스테르담에 들른 나는, 한 서점에서

가까운 사례로 꼽힐 만하다. 호화로운 외장, 예외적

『인쇄물』 초판을 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도 갈색 표지

판형, 다채로운 디자인.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다양했다.

양산판이 아니라, 전설로만 알려진 흰색 표지 한정판

그리고 이들을 ‘감상’하는 맛 또한 엄연하다. 이것까지

이었다. ‘누군가’가 이삿짐을 싸던 중 ‘우연히’ 그 희귀본

부인하긴 어렵다. 그렇지만 왠지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으로 가득 찬 상자를 찾아 일부를 시장에 내놓았다는

이는 똑같은 사진 1000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시장의

것이다. 가격은 권당 27만원. 보물 같은 책을 만지작거리던

가격을 위해 10장만 인화하는 사진가, 또는 판화가의

주12

나는, 아무리 탐이 나도 책 한 권을 27만원에 사는 것은

관습을 책의 영역에 옮겨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1000장을

최성민, 최슬기, 『불공평하고

무엇보다 『인쇄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찍든, 10장을 찍든 작품의 내재적 가치는 변화하지

서점을 떠났다.”주12

않는다. 변하는 건 경매 시장에서 매겨지는 액수의 단위일

불완전한 네덜란드 디자인
여행』, 안그라픽스, 2008, 27쪽.

뿐이다.

주13

인쇄물의 정신이란 뭘까? 그건 복제품으로서 책이 지녀야

로빈 킨로스, 앞의 책, 129쪽.

하는 저렴함,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다. 황금박을 입힌

서로 반목하는 가치들이 싸움을 벌인다. 여기선 수동적

중세의 필사본도 책이고, 카럴 마르텐스의 『인쇄물』도

가죽 장정과 능동적 도서가 싸우고, 속물 사치품과

하워드 싱거만, 「텍스트 속에서:

책이며, 진달래의 『스케치북』 또한 책이다. 그렇지만

값싼 대중판이 서로 물어 뜯는다. 세속적인 복수성과

1960년 이후 비평의 논점들」,

이들이 각각 직면하고 있는, 혹은 바라보고자 하는 현실의

초월적인 유일성이 서로를 제외시키려 애쓴다. 어느

주14

이영철 편, 『현대미술의 지형도』,
시각과 언어, 1998, 34 –35쪽.

입면은 각각 다르다. 과연 어느 것이 현대적인 것일까?

편에 붙어 싸울 것인가. 이 글이 부추기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은 아름답거나, 호화롭거나, 진귀하거나를 가리는

이런 당파성이다.

게임이 아니다. 어느 것도 원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수성이 지배하는 세계, 따라서 그 물질적 가치를 과시
하지 않을 수 있는 세계.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현대적 속세다. 얀 치홀트가 호기 있게 주장했던
“수동적 가죽 장정 대신 능동적 도서”라는 것, “값비싼
속물 사치품이 아니라 값싼 대중판”주13이라는 건 바로
이런 세계관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복제와
원본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란 바로 이런
것이다.

108

109

6

7

다시 『스케치북』으로 돌아가보자. 이 책은 그저 순진을

말이 길었고 중언부언했다. 값비싼 스케치북 한 권을 두고

가장한 디자이너들의 치기어린 장난에 불과한가?

너무 유난을 떤 듯도 싶다. 어쩌면 아래의 인용문

디자이너들만의 원본을 만들겠다는, 기계 장치에 의해

두 개면 충분했을 법도 한데 말이다.

훼손된 직접성을 회복하겠다는 욕구의 실패작일 뿐인가?
“우리는 몽상에 빠진 예술가가 아니다.
『스케치북』의 작업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다수를

⋯

차지하는 첫 번째는 디자이너의 손으로 직접 쓰거나,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리거나, 오려 직접적으로 원본성임을 드러낸 것들이다.

머그컵

한명수, 이관용, 최준석, 이기섭 등의 작업이 이에 해당

바닥 청소용 솔

한다. 두 번째는 손 대신 기계 장치의 조작을 통해 매번

신발

다른 결과를 도출시킨 경우로, 김경선, 김수정, 민병걸

카탈로그”주16

등의 작업이 여기에 속한다.
“분야 사이의 경계는 더욱 유동적이 되고 있다.
전자의 작업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작가가

그렇지만 디자이너는 자기 전문 영역의 한계를 인식할

그곳에 있었음을 보여주자는 의지뿐이다. 똑같은

필요가 있다.”주17

글씨를 두 번 쓸 수 없고, 같은 구멍을 두 번 뚫을 수 없다는

주15
김경선은 자신의 작업 「미래와
희망」에 붙인 작가의 말을 통해
“지름 8cm의 흑색 원형이

점에서 이들 작업은 분명 원본이지만 이들의 고민은

난 이 두 가지 비전을 모두 지지한다. 90여 년 전 러시아

그 지점에서 멈춰서고 만다.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내기

아방가르드의 뻔뻔함과 21세기 벽두에 외친 선배

위해 반드시 작가의 손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었어야

디자이너들의 당당한 권고를 말이다. 우리는 머그컵과

했을까. 복제의 방식을 취하면 의미가 왜곡, 변형될 것인가

함께 카탈로그 따위나 만들어대는 위대한 현대인이다.

라는 질문에 이 작업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우리는 예술가도, 필사가도 아닌 디자이너다.

못하고 비틀거린다. 이 질문을 생략해버린 결과는 대단히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 가치를 존중하고, 그 누구

민망스럽다. 그토록 대단한 기세로 90년대와 그 다음

보다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협업할 것이다.

세기를 열었던 진달래의 고민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쩌면 진달래의 이번 시도는 어쩌면 자신들의 작업을

있는 원본을 복사한 후, 복사본을
다시 원본 삼아 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후자의 작업들에서 질문에 대한

디자인이라는 협소한 영토를 벗어나 더 큰 곳으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경선과 김수정,

이전시키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디자인에

이야 말로 그가 거의 유일하게

민병걸의 작업에서 그들이 지향하는 건 원본이라는 물리적

있어 숙명과도 같은 간접성과 복제라는 생리를

주제의 어리석음을 피해보려는

현존이라기보다는 기계적 성질에 의해 제각기 다른

벗어나야 했는지 모른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그들은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원본이 생성되는 메커니즘 자체다. 그 결과 만들어지는

좀 더 잘했어야 했다. 그리고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건 작가의 주관적 손놀림에 의해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

더 위악적이어야 했다. 순진을 가장한 표정으로 유통기한

유일하게 존재하는 원본이란

메커니즘과 디자이너 사이에 창출되는 간주관

지난 우유를 들이밀어서는 안 됐던 것이다.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야

(intersubjectivity)의 영역이다. 김경선의 복사기, 김수정의

말로 앞서 우리가 그토록

펄린 노이즈 함수, 그리고 민병걸의 로또 자동추첨

작업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 설명

복사본을 다시 원본 삼아야 하는
상황, 즉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던 그것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모두 주관이라는 유아(唯我)적 상황을 피해보기

유목민이 아니었으면 한다. 오히려 자신의 협협하고

위해 동원된 보조물인 것이다.주15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몇 안 되는 수확물을 자랑스럽게
들이미는 뻔뻔한 정주민-농부였으면 한다. 카탈로그나

주16
알렉산더 로드첸코, 바바라

난 그들이 자신의 유연함이나 영토의 광활함을 과시하는

11명 디자이너의 얼굴을 문자 코드로 변환시킨 김두섭의

만들자는 선배들, 디자인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누구인가 – 구성주의 선언」,

얼굴 작업은 다른 맥락에서 흥미롭다. 얼굴은 신체의

금을 긋는 선배들처럼 말이다. 새롭기 위해 반드시

1922, 헬렌 암스트롱 편,

모든 기관 중 가장 개성적이고 개별적인 기관이다. 복제될

국경을 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국경 너머 있는 곳이 오래

수도 없고, 유일성을 과시할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되어 쇠락해버린 왕국이라면 더더욱.

스테파노바, 알렉세이 간, 「우리는

『그래픽 디자인 이론 그 사상의
흐름』, 비즈앤비즈, 2009, 22 –

23쪽.
주17

원본인 기관을 전혀 비개성적인 지표로 변환시킨 김두섭의
작업은 그가 이 주제와 심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코그라다 디자인 교육 선언」,
『어울림 보고서』, 안그라픽스,

2001, 630쪽.

이들이 만들어낸 것들,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실존적
흔적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유사 원본들은 그 자체로는
분명 의미있는 시도다. 어쩌면 김수정은 디자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원본의 긍정적 형식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은
직접도 간접도 아닌, 일회적이지도 복수적이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공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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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중간지대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그 연옥에서
디자인은 무엇을 씻어내고, 무엇을 구원받아야 할
것인가. 난 아직도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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