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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타이포그래피 발 의 토 는 정확한 의미 달을 한 형태  기능성과 합리성에 가치를 두었던 모

더니즘과 스 스국제타이포그래피 시 에 걸쳐 이루어 졌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타이

포그래피의 합리 인 기능성 보다 미학  혹은 념 인 부분까지 확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유행하

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표 인 그래픽디자이 로 꼽히는  리드먼이나 에이 릴 그 이먼의 

작품들은 모더니즘 시 의 작품들과 달리 그래픽디자인도 때로는 자율 인 술표 의 매체가 될 수 있음

을 보여 주었다. 그 변화의 처음에 볼 강 바인가르트가 있었다. 그가 보여  타이포그래피의 개념 확장을 

한 다채로운 시도는 훗날 ‘뉴웨이 ’ 발달에 커다란 향을 끼쳤으며 그의 실험주의 정신은 오늘날 타이

포그래피의 기능성과 조형성 표 에 획기 인 가치변화를 주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의 선구자  

역할에 한 가치평가가 아닌 그의 작품에 표 된 타이포그래피의 이론  배경과 그에 따른 실험  방법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바인가르트의 작품배경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작가주의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구문론  이론에 근거한 타이포그래피의 개념 확장을 한 것임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 중심어 :∣타이포그래피∣구문론∣

Abstract

The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in modern typography is based on the era of International 

Typographical Style and Modern Typography that valued morphological functionality and 

rationality to achieve an accurate conveyance of meaning. However, with the advance of 

postmodernism, the view that the aesthetic and conceptual aspect must be included in its 

interpretation rather than its rational functionality was prominent. Indeed, the works of Dan 

Friedman and April Greiman, two graphic designers that are known to be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 post-modernistic era, displayed that graphic design works can also serve 

as a method for a more free artistic expression, unlike works of Modern Typography. This move 

towards aesthetic graphics was first started by Wolfgang Weingart. His various attempts at 

expanding the concept of typograph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New Wave 

and his experimentalist attitude brought about a ground-breaking change to the functional 

design and formative expression of modern typography. However, this thesis will consid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typographical designs displayed in Wiengart's works and the 

experimental methods thereof, and will not attempt to evaluate Weingart's pioneering role and 

achievements. Furthermore, this thesis will shed new light on the argument that the Weingart's 

works are not based on the authorship view of post-modernistic typography and are rather 

utilized to expand the concept of typography based on a syntactical approach. 

■ keyword :∣Typography∣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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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고찰 배경
타이포그래피의 개념 정의에 있어 가장 요한 역사

 사조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개의 사조 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정의

를 내리는 것은 매우 모호한 입장이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개의 사조가 무나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

이다. 모더니즘 시 (스 스 국제타이포의 개념도 모더

니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의 가독성을 

시한 합리  기능주의는 인간이 이성과 과학을 통해 끊

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18세기의 계몽주의 신념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미학  개념

주의자들은 모더니즘에 한 비 과 탈각(脫殼:내일을 

한 새로운 도 )하는 지 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1]. 타이포그래피의 기본개념에 모더니

즘을 두는 것은 어느 구도 이견을 내세우지는 않겠지

만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미학(기호자체의 형태

에서 인지되는 이미지 해석 범 )의 개념을 어디까지 수

용할 것인가에 한 문제이다. 이러한 범 설정에 어려

운 이유는 시  요구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

이다. 그 표 인 로 정보의 유통 명에 의한 시 변

화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제

미 리 킨(Jeremy Rifkin)은 서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 2001⌟[2]에서 지 까지 문명의 근

간을 이 왔던 소유(possession) 심의 체제가 네트워

크의 발달로 속(access) 심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고 말한다. 즉,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같

은 디지털 커뮤니 이션 환경에서는 ‘정보의 가치기 ’

을 지속 이며 소유권한을 주장하는 획일 인 가치보

다는 개인 ‧상 ‧개방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

이다. 그래서 의 타이포그래피도 과거 “모더니즘이 

정보 달 과정에서의 오해를 막기 해 획일 이며 명

료한 가독성을 추구”[3]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개인

이며 상 인 다양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설계를 한 텍스트의 개방 인 시각이미지로서의 

활용도에 더 큰 비 을 두고 있다. 이 듯  타이포

그래피의 새로운 가능성과 역이 끊임없이 발 하고 

확장되고 있기에 최근에는 개념의 한계를 두지 않고 서

체에 의한 모든 정보커뮤니 이션의 조형  표 으로 

확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2. 고찰 목적
 타이포그래피에서는 형태의 명료성을 시하면

서 동시에 기능의 확장성을 표 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도 한다. 즉 정확한 정보 달을 한 명료성을 심으

로 제작되는 타이포그래피는 인간의 인지 행 를 통해 

의미와 내용이 부각됨으로 객 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

엇보다 요하다. 반면 기능의 확장을 한 타이포그래

피는 인간의 개인 인 감성 자극까지도 의미소통 과정

으로 인식하기에 시각  유추를 한 은유  표 이 가

능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타이포그래피를 이해하고 

표 하는데 있어 모더니즘의 합리  기능주의 에 포

스트모더니즘의 미학  개념주의 근은 요한 해석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에 있어 가장 요한 

인물이 독일 출신의 볼 강 바인가르트(Wolfgang 

Weingart)이다. 그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시

변화의 가장 심에 서있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그

의 타이포그래피에 한 최고의 실험주의 정신은 개념

의 한계를 두지 않음에 있다. 그는 끊임없이 발 할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의 개방성에 근거를 둔 확장가능성

을 제시하 으며 그로 인해 훗날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표되는 ‘뉴웨이 ’시 에 필요한 이론  근거를 마련

하 다.

본 논문은 볼 강 바인가르트의 타이포그래피의 구문

론  특성을 이용한 시각 실험 방법에 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  시  배경에 하여 알아보고 

그 시 의 변화 과정 속에 바인가르트가 시도한 모더니

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의 념  변화를 그의 작품실

험을 통하여 구체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

라서 볼 강 바인가르트의 구문론  특성을 이용한 타이

포그래피 고찰은 다음과 같은 목 에 기인한다.

❶ 타이포그래피의 시  변화의 이해

❷ 볼 강 바인가르트의 구문론  특성의 이해

❸ 볼 강 바인가르트의 타이포그래피 실험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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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타이포그래피의 시대적 변화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라는 의미를 갖는 ‘타입(type)’과 

기술법(記述法)이라는 의미의 ‘그래피(graphy)’가 합성

된 용어이다. 창기에는 활 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쇄

술 일반을 의미하 다[4]. 그러나 1920년  독일을 심

으로 한 근 인 해석은 인쇄를 한 활자가 아닌 계획

이고 의식 인 디자인 개념으로서의 새로운 시각 달 

체계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에 와서는 편집디

자인의 유물에서 벗어나 서체를 활용한 어떠한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기술 는 표 하는 모든 기술  학문이

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5].

1. 모더니즘의 타이포그래피 
모더니즘에서의 타이포그래피의 목 은 기능과 효율

성의 극 화를 통해 정확한 메시지의 달이다. 여기서

의 ‘기능’이란 산업 명시 의 기계생산에 합한 지나

친 장식이 배재된 명확한 형태, 즉 일반 으로 이성 이

며 수학 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모호하지 않은 명료

함 등을 그 특성으로 하는 기능주의는 바우하우스의 이

념  철학으로 표된다[6]. 

특히 바우하우스 교수이며 구성주의 작가인 라슬로 

모홀리-나기(Laszlo Moholy-Nagy)는 ⌜바이마르 국립 
바우하우스(Staatliches Bauhaus in Weimar) 1919~1923

⌟라는 책에서 “타이포그래피는 달의 한 도구이며 이
것은 가장 격렬한 형태에 의한 달이어야 한다. 을 

두어야 할 것은  명료성이다. 가독성, 즉 커뮤니

이션이 선험 인 미학  사고에 의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7].

한  타이포그래피 이론들을 발 시킨 얀 치홀

트(Jan Tschichold)는 1928년 ⌜신 타이포그래피 -  

디자이 를 한 지침서⌟에서 기존의 장식 인 측면에 

치 했던 낡은 타이포그래피와는 다른 새로운 시 에 

합한 새로운 형태의 인 타이포그래피가 요구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 다[8]. 그는 ‘완 한 타이포그래피

(perfect typography)’는 새로운 시 에 맞는 형태를 가

져야 하고, 이것은 모든 개별 인 요소들의 완 한 조화

로 가능하며, 이 얼마만큼 편하고 효율 으로 읽 질 

수 있는가에 한 문제 즉, 가독성은 타이포그래피가 지

향해야할 최고의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폴 

랜드(Paul Rand)가 “  타이포그래피에서 얀 치홀트

가 이룩해 놓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다”

고 지 한 것처럼 얀 치홀트의 신타이포그래피 이론은 

국제타이포스타일로 발 하 으며 아직까지 최고의 타

이포그래피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1. 
Laszlo Moholy Nagy

 
그림 2. 

Jan Tschichold 

2. 스위스 국제타이포그래피
1950년  스 스에서 하나의 디자인 양식이 나타났

는데 이것을 스 스모더니즘 혹은 국제타이포그래피 

양식(International Typographic Style)이라 불리었다. 

스 스 국제타이포그래피는 정보의 객 이고 명확

한 달을 해 립 이고 정확한 소리를 가진 산세

리 체 특히 헬베티카(Helvetica)체를 주로 사용하고 

화면 구성에 수학 이고 과학 인 그리드시스템을 도

입하 다[9].

요세  뮐러 로크만(Josef Muller Brockmann)은 그

의 책 ⌜그래픽디자이 와 그의 디자인 문제(The 

Graphic Designers and His Design Problems)⌟에서 
‘디자이 는 모던 타이포그래피의 기술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여야 하며 타이포그래피 요소의 개별성을 시하

여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포그래피 원리에 따라 객

 디자인이 되도록 해야 하고, 커뮤니 이션의 요구

를 순순히 따라  수 있는 장식이 배제된 타이포그래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0]. 이는 에  루더(Emil Ruder)

의 “읽을 수 없는 인쇄물은 목  없는 상품과 같다”는 이

야기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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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Josef Muller Brockmann

 

그림 4. 
Emil Ruder

3.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가 일반 인 의미의 디자인과 

연계해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68년 국의 잡지 ‘디자

인’에서 이지만 그래픽디자인에서 표 이 구체 으로 원

용 던 것은 1977년, 미국 디자이  월번 보넬(Wilburn 

Bonnell)이 건축 분야의 자극을 받아 시카고 라이더 갤

러리에서 열린 ‘포스트모던 타이포그래피: 미국의 새로

운 동향’ 을 기획하면서 부터 다. 그러나 시에 

된 작가(  리드먼, 에이 릴 그 이먼, 스태  가이스 

블러, 리 쿤즈 등)들은 스스로 포스트모던 디자이 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포스트모던이라는 표 을 지나치게 

한정 이거나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 다[11]. 왜냐하면 

그들 부분은 바인가르트에게 사사받았거나 향을 받

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바인가르트가 학생들과 함께

한 1960-70년  타이포그래피 실험은 기능  타이포그

래피에 의문을 제기하고 ‘ 통  규칙’을 깨뜨린 것이었

다. 그러나 볼 강 바인가르트의 실험  작품들은 모더

니즘의 반기라기보다 진화론 인 것이었다[12]. 그 후 바

젤에서 바인가르트에게 디자인을 배운 에이 릴 그 이

먼(April Greiman)은 미국에 돌아와 컴퓨터를 이용한 

신  타이포그래피의 표 과 이미지의 첩기법을 주로 

사용하 다. 특히 ‘ 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색

채 비를 만들고, 시각 인 우선순 를 통해 질서를 유

지하 다. 그녀의 새로운 의미 달방식과 실험 인 표

기법은 후 에 캘리포니아 뉴웨이 (California New 

Wave)로 불리며, 타이포그래피 타입이 ‘읽을 수 있는’ 기

본 인 기능 외에 다른 목 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개념

으로 발 하 다. 오늘날 루디 반데란스(Rudy 

Vanderlans), 캐더린 맥코이(Katherine McCoy), 네빌 

로디(Neville Brody), 데이비드 카슨(David Carson) 등

이 많은 향을 받았다[13].

그림 5. April Greiman

 

그림 6. David Carson

그러나 포스트모던 성기시 의 그래픽디자이 들은 

이론과 규칙보다는 술의 자기표  개성을 시하

다. 그들은 시각  근에 한 다양한 작가주의  

들을 제공함으로서 해석의 성에 의문을 제기하 다. 

그들에게 요한 것은  명료성이 아닌  유희 이

고 념 인 시각 표 이 어떻게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 으로 그들의 독창 이

며 신 인 창작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나 건축 등

의 분야와는 달리 ‘이즘’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철

학이나 이론 인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유행 인 성격

으로 변모해 갔다.

Ⅲ. 볼프강 바인가르트의 타이포그래피

그래픽디자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평가되

고 있는 볼 강 바인가르트는 정통  타이포그래피에서 

보이는 가치와 치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타이

포그래피의 가치는 변화하는 생명력이라고 주장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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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의 일련의 실험들은 후 의 포스트모더니즘 작가

들에서 보이는 기존 모더니즘의 규범, 가치, 한계에 반기

를 들며 형태의 표 성에 을 두는 개인 인 작가주

의 성향과는 달리 이론  배경을 모티 로 하는 타이포

그래피의 새로운 구문론  표 가능성에 을 두고 있

다는 것이 특징이다. 

1. 볼프강 바인가르트(Wolfgang Weingart)
볼 강 바인가르트는 1941

년 독일출생으로 처음 독일

의 인쇄소에서 식자조  견

습생으로 활 인쇄를 배우며 

타이포그래피에 심을 갖게 

된다. 그 후 좀 더 문 인 

교육을 받고자 1964년 스

스 바젤디자인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 으며, 1968년 

아인 호 만의 추천으로 바젤 미술 공 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이 시기는 디자인과 인쇄술에 있어 스 스 스

타일이  세계 으로 사용되고 있던 시기 다. 그러나 

그는 인 질서와 명료성에 의한 타이포그래피와 

고정불변의 지식이나 가치를 강요하는 기존 교육방식

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훗날 그는 정통  타이포그래

피에서 강조하는 정보 달을 한 표 의 제한은, 타

이포그래피의 본질과 가능성을 무시한 편 한 발상이

며 ‘있는 그 로’의 달은 수많은 방식  하나라고 언

한다[14]. 그의 교육 목표는 고정된 타이포그래피  

표 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타이포그래피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 말한다. 이를 

해 기존 디자인 원칙의 완벽한 이해와, 이론의 필요성

을 역설하며, 모든 새로운 시도는 기  원리를 통해 발

한다고 믿었다. 그러한 원리를 이해해야만 모든 타이

포그래피 요소가 이루는 계를 선입견 없이 바라 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낡고 권 인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깰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모더니즘과 

스 스모더니즘의 특징인 ‘정보’와 ‘가독성’이라는 다소 

욕주의 인 원리를 거부한 바인가르트는 풍부한 시

각  효과를 지닌 유희 이고 직 인 디자인을 이룩

하 다.

2. 볼프강 바인가르트의 구문론적 특성의 적용
구문론(syntax, 構文論, 혹은 統辭論)이란 일종의 언어

형식의 문법  질서를 말하며, 여기서 ‘형식’은 음성 형

식이나 형태론  형식과는 구분되는 형식이다. 를 들

어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에 연결되어 있

는 문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형식을 갖는다. 첫째, 그 문

장은 음성형식을 갖는다. 둘째, 형태론  형식을 갖는다. 

형태론은 형태소와 낱말에 한 것으로 단일어 복합어 

생어와 같은 가장 작은 자립형식인 낱말의 개체 형식

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 번째 형식으로는 구문론을 들 수 

있는데 형태론이 가장 작은 최소단 의 낱말형식과 구조

에 한 것이라면 구문론은 낱말과 낱말이 결합하여 형

성되는 구(句), (節) 등, 문장의 구조나 기능에 련된 

문법구조를 의미한다. 

구문론은 바인가르트에게 있어 실험  타이포그래피

를 한 이론  배경이다. 실제로 1972년부터 1973년 까

지 미국의 디자인 학교를 순회하며 강연한 내용 에 

“타이포그래피에서 문장구조의 기본 규칙으로 이해되

는 구문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타이포그래피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타이포그래피의 구문구조는 새로운 

역이기에 정보를 효율 으로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

각언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타이포그래피를 구문

 활용 방식에 따라 특화시켜 표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 변화에 

따라 타이포그래피의 모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역설하 다. 이는 타이포그래피가 경우에 따라 

그 기능을 유연하게 바꾸며 의미를 표 할 수 있음을 뜻

하고 있다. 볼 강 바인가르트의 구문론  활용은 그의 

타이포그래피의 실험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림 7. 스위스 모더니즘시대의 Neue Grafik magazine
과 바인가르트 Typographische Monatsblätter 
작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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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험을 통하여 단일 문장 속에서도 문장구조의 

변화에 따라 표 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자 하 다. 즉, 

구조 기능의 재해석을 통한 자의 치와 방향, 형태의 

변화, 반복되는 요소간의 계를 시험함으로써 구문론  

구조주의에서 보이는 규칙성을 결합 는 해체하는 실험

 표 을 시도하 음을 보여 다. 한 모더니즘에서 

기시 하던 타이포그래피의 ‘그래픽’  측면을 구문구

조 인 측면에서 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

해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구조  디자인의 정립과 강렬

한 시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소통의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안을 제시한다. 그가 사용한 구문론  타이포

그래피 실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❶ 자 사이의 공간 변화

❷ 자의 수평  방향성의 해체

❸ 문장 속에 활자의 종류, 두께, 크기의 변화

그의 작품은 구문론에 기반을 두고(언어해석을 한 

기능구조의 계의 이해를 통해) 타이포그래피를 형태

 명료성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의미, 즉 

기능구조의 분 에 의해서 새롭게 인식가능하다는 것을 

주지하 다. 이것은 타이포그래피의 형태언어로서의 기

능의 폭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의미구조의 이해를 통한 

새로운 형태  표  언어로 구체화 시키며, 의미 달의 

안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볼프강 바인가르트의 타이포그래피 실험

그림 8.
Typographic Process, 
Nr 1.Organized Text 

Structures 1974

 
그림 9. 

Typographic Process, 
Nr 2. From Simple to 

Complex 1973

그림 10.
Typographic Process, 
Nr 3. Calender Text 

Structures 1971-1972

 
그림 11.

Typographic Process, 
Nr 4. Typographic 
Signs 1971-1972

 

의 [그림 8]부터 [그림 11]은 바인가르트가 스 스 

바젤디자인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 던 것을 

모아 놓은 것이다. 그는 모든 학생들에게 조 기술의 기

조형 과정을 학습시키며 양쪽정렬, 앙정렬, 비정렬 

등과 같은 기  구성 과정을 훈련시킨다. 그로 인해 

 길이의 악과 그것이 다른 단어  체 텍스트, 여

백과 어떤 계를 이루는지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하

여, 형, 공간, 비례, 구성을 자신감 있게 다룰 수 있도

록 도와 다. 이러한 과정 후 구문구조에 기 한 논리와 

텍스트 내용을 시각화하는 훈련을 통해 자신만의 새롭

고도 다양하게 정보를 효율 으로 공 할 수 있는 감성

표 을 실험한다. 를 들어 [그림 11]은 2개 이상의 알

벳 조합을 통해 자의 성격변화를 만들어 낸다. 먼  

이미지에 사용될 각각의 자의 형태에 한 특징 분석

과 이를 조합함으로서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디자인의 

연결 을 인식시키게 하여 다. 그의 학생들과의 실험

에는 주어진 문제의 본질을 악하여 나름의 해결 기

이 있어야 한다는 유일한 조건 외에 어떠한 규칙이나 제

약 없이 자유로운 표 이 가능하게 하 다. 

그는 학생들과의 실험 외에도 독자 으로 납활자와 철

 인쇄기를 활용해서 가독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간의 

조 과 활자의 사이즈, 두께, 기울기 변화 등 다양한 실

험을 통해 타이포그래피에 독자 인 감성을 키워 간다. 

바인가르트는 1972년과 1973년에 ⌜티포그라피셰 모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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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래터(Typographische Monatsblätter - TM)⌟라는 잡지표
지에 연작 형식으로 14회에 걸쳐 디자인하며 세인의 주

목을 받는다[15].

그림 12. Cover from a series of TM
(Typographische Monatsbl tter)

Designed by Wolfgang Weingart 1972/73.

  

1970년  반에 이르자 바인가르트는 인쇄시스템이 

속활자 체계에서 사진식자 체계로 명이 일어나자 오

셋 인쇄방식과 필름제  방식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향

을 추구하 다. 과거 타이포그래피디자인에서 보여주던 

텍스트와 이미지의 경쟁  계에서 기술발달에 의해 유

기  계가 가능해졌음을 시사한다. 그는 이미지들에 

변화를 주기 해 지 까지의 순수 타이포그래피디자인

에서 벗어나 포토그래 와 콜라주, 그리고 하 톤 망

을 이용하여 사용하 다. 그의 새로운 디자인 로세스

는 이미지들이나 활자를 서로 첩‧병렬시킨 것을 포지

티 필름으로 사진 어 표 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여

러 텍스처(texture) 이미지들을 병치시킨다[16]. 아래 [그

림 13]의 ‘쿤스크 딧(Kunstkredit)’ 의 포스터(1977)는 

바탕을 이루는 필름 한 장을 에 깔고 그 에 여러 장

의 필름을 겹쳐 쌓은 다음, 이것을 바로 인쇄용 오 셋 

석 으로 환시켜 제작하 다. 두 번째 ‘쿤스크 딧’

의 포스터(1979)에서는 자유로운 형태의 외곽선들과 찢

어 낸듯한 테두리, 격자무늬의 이미지를 활용해 그리드

의 틀을 깨뜨리며 그것이 지녀온 순결성을 의도 으로 

침해했다. 바인가르트 작품에서 보이는 배경과 뒤섞인 

듯한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요소들, 그리고 사진의 일

부분 등이 동등한 비 을 부여받아 화면에 배치되는 복

합 인 그림 공간들은 례를 찾아 볼 수 없던 것이었다. 

그의 사진제 을 활용한 표 주의  작업은 보는 이의 

지각과 감성으로 하여  그래픽디자인이 때로는 자율

인 술표 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

다. 그의 이러한 신 인 교육방법과 실험정신은 그래

픽디자인에 커다란 향을 미쳤다.

그림 13. 
Kunstkredit, 1977.

Designed by Wolfgang 
Weingart 

 
그림 14.

Kunstkredit, 1979.
Designed by Wolfgang 

Weingart  

Ⅳ. 결론

지 까지 볼 강 바인가르트의 구문론  특성을 활용

한 타이포그래피 고찰을 통해 그의 조형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의 실험정신은 정체(停滯)를 거부하고 그 당

시 가독성에 한 확고하며 불변의 가치 에 의문을 

제기하 다는 이다. 

둘째, 시 변화에 맞는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가능

성과 이론  형태언어를 만들어 내었다. 그의 실험은 

기존 가독성의 개념을 깨뜨리는 것이었지만, 구문구조 

기능의 이해  근을 통해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표

방법의 다양화로 오히려 주제의식을 강하게 하고 보는 

이에게 보다 효과 인 메시지를 달하려는 확장된 개

념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그의 새로운 개념은 형태나 

방법이 아닌 정체를 거부하는 끊임없는 ‘도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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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의 도 정신이 본인의 작품에만 머물지 않고 

학생들과의 수업과정을 통하여 확립된 철 한 기  원리

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 이며 개방 인 새로운 교육 로

그램의 개발은 오늘날 많은 디자인 교육방식에 향을 

주었다는 이다.

본 고찰을 통하여  하나 주지하고 싶은 것은 볼 강 

바인가르트가 그래픽디자인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러한 평가는 새로운 형태언

어를 만들었다는 외형  측면의 가치평가에만 치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이다. 이러한 개인 인 의문은 그의 

가치평가에 부정 인 입장을 취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어

떠한 것에 한 평가는 외 형태만이 아니라 내  측면

의 개념분석이 상호 맥락 인 계로 이루어졌을 때 비

로써 객 성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실

험에 하여 개념 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스스로 언

한 것처럼 그의 타이포그래피 실험은 기존 질서에 한 

반기가 아니라 진보이며 확장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볼 강 바인가르트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지 한 향을 미쳤다는 에서 선구자로 평

가받는 것과 동시에 모더니즘 개념을 인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발 시킨 인물로도 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그의 시각실험들은 재를 포함한 미래의 타이포그

래피에 있어서 훌륭한 표  지평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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