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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디지털 시  이 , 자를 표 하기 해 주로 사용했던 도구는 붓과 펜이었다. 따라서 그 시 를 투 하

는 조형언어 역시 붓과 펜이 그려내는 형식과 양식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디지털 시 에 등장

한 새로운 도구와 기술은 타이포그래피의 표 에 있어 그 한계를 무색하게 했다. 즉, 사용자가 새로운 도구

를 습득하여 효과 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표 이고 실험 인 타이포그래피와 활자체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사례에 한 탐구로써, 표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특징과 의의를 역사  

맥락에서 악하고,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용 오  소스 스크립  러그인으로 개발된 ‘스크립토그래퍼

(Scriptographer)'라는 새로운 도구를 소개, 그 장단 과 활용 가능성을 조사한다. 더 나아가, 성공 인 선

행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실천  토 를 마련하고, 스크립토그래퍼를 이용하여 창작한 실험 타이포그래

피 연작—<질주하는 활자>와 <천상의 활자>—으로 본 연구의 실효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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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fore the digital age, the main tools used for printing out letters were pen and brush. 

Therefore, forms and styles of the languages modelled out during the age also revolved around 

the pen and brush. However, new tools and techniques introduced in the digital age to express 

typography put this limit in the shade. In other words, the user can make expressive and 

experimental typography and typefaces quickly and easily, by learning and utilizing new tools 

efficiently. As such, this study is to explore those cases, to understand characters and meanings 

of expressive and experimental typography within the context of typography history, to introduce 

a new tool, ‘Scriptographer’ developed by means of the open-source scripting plug-in for Adobe 

Illustrator, and to discuss the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applicability of this tool. Further on, 

through case analysis of successful preceding projects, the researcher arranges a practical 

foundation, and estimates the practicality of this research through experimental typography 

series, Rush Type and Celestial Type, created by using Scriptogra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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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Adobe Illustrator)

용 오  소스(open-source) 스크립  러그인으로 개

발된 자바스크립트(JavaScript) 기반의 스크립토그래퍼

(Scriptographer)[1]라는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존 

타이포그래피 작업과 차별되는 디지털 시 의 표

인 실험 형식과 양식의 타이포그래피와 활자체 디자인

의 창작 가능성을 조형 , 기술 , 이론  측면에서 탐

구한다.

2. 연구 배경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이 의 타이포그래피와 활자체 

디자인은 주로 붓과 펜을 사용했기에[2] 표 에 있어 

그 나름의 제약이 있었다. 고로 타고난 손재주

(Craftsmanship)가 뛰어나지 않거나 문 인 조형 훈

련을 받지 못한 경우, 작업자가 원하는 형식과 양식으

로 자를 표 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시

가 도래하고 각종 소 트웨어와 로그래  언어가 

진 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존 도구와 작업 방식으로

는 표 하기 힘들었던 형식과 양식의 타이포그래피가 

쉽게 가능해졌다[3].

가장 표 인 로는 MIT 미디어 연구소 소속의 

이시 리즈(Casey Reas)와 벤 라이(Ben Fry)가 2001

년 개발하여 공개한 로세싱(Processing)[4]이 있다. 

로세싱의 경우, 디자이 , 술가 등 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익  시각 ,  상호작용  구 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터 기획, 개발, 보완되어왔다

[5]. 로세싱의 등장 이후, 러스트(Lust), 카탈로그 트

리(Catalog Tree), 아론 코블린(Aaron Koblin),  우르스 

니(Jürg Lehni), 뤼나 마우러(Luna Maurer), 조나단 

퍼키(Jonathan Puckey) 등의 디자이 가 코드를 이용

한 디자인으로 시각 커뮤니 이션의 새로운 장을 열었

다. 그  우르스 니와 조나단 퍼키는 기존의 소 트

웨어가 가진 폐쇄  성향, 즉, 사 에 일방 으로 동일

하게 표 화되어 제공된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디

자이 와 술가에게 친숙한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의 

러그인 형식으로 오  소스 스크립  소 트웨어인 

스크립토그래퍼를 개발, 공개하 다[6]. 스크립토그래

퍼는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의 러그인이라는 태생  

한계 때문에 로세싱에 비해 매체와 인터랙티비티

(Interactivity)의 확장성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디자이

와 술가가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 다음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친 도와 숙련도가 높은 어도

비 일러스트 이터라는 소 트웨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 수정 가능한 스크립트 리셋(preset)이 제공되어 

필터처럼 쓸 수 있다는 , 오  소스 소 트웨어라 개

발, 수정, 재배포 등이 가능하다는 , 마지막으로 리

웨어(freeware)라는 이 장 [7]으로 꼽힌다. 동 이

거나 상호작용 인 작업을 제외한다면 코드를 활용한 

시각화 작업을 하기에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고, 즉각

이고, 배우기 쉬운 소 트웨어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작업으로는 구 하기 힘든 ‘변형’, ‘반복’, ‘매

개 변수화’, ‘즉각  시각화’, ‘시뮬 이션’[8] 등이 손쉽

게 가능해지며, 이는 실험 인 타이포그래피와 활자체 

디자인의 창작을 수월하게 한다.

  
그림 1. Processing 실행화면

그림 2. Scriptographer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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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스크립토그래퍼를 활용한 실험  타이포

그래피  활자체 디자인의 창의  표 에 해 다룬

다. 다만 타이포그래피는 그 특성상 매우 범 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  실험 

타이포그래피를 사 (史的) 맥락에서 살피고, 코드를  

활용하여 실험 으로 창작한 표  타이포그래피와 

활자체 디자인으로 한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 타이

포그래피의 기능 인 측면보다 시각  결과물이 보여

주는 다양한 조형 언어와 표  형식  양식에 해 고

찰하고자 한다. 코드 역시 그 역이 포 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스크립토그래퍼라는 특정 소 트웨어만을 

조사하고자 하며, 스크립 을 한 구체 인 문법, 알고

리즘 등의 공학  측면에 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

를 벗어나기에 논외로 한다. 마지막으로 형태와 의미를 

함께 다루는 공감각  문해를 해 표  실험 타이포

그래피 연작을 제작함으로써 본 연구의 실효성과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표 인 실험 타이포그래피를 역사  맥

락에 근거하여 이론 으로 탐구하고 스크립토그래퍼를 

활용하여 실험 으로 작업된 표  타이포그래피 작

업을 선별하여 해당 작업의 디자인 개념, 과정과 의의

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로젝트를 수행하여 

실험 인 표 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식을 취

했다.

타이포그래피의 1차  기능인 가독성과 독성에 

을 두기보다 시공간  경험을 바탕으로 자의 형태

와 독서의 의미가 확장되는 타이포그래피 연작으로 기

존의 언어  습에 의한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

다. 이를 창작하고자 ‘스크립토그래퍼’와 어도비 일러스

트 이터의 기본 빌트-인 기능만을 사용하여 작업함으

로써 기타 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 다. 최종 으로 

로젝트에 한 실질 인 피드백을 얻기 해 작업 결과

물인 타이포그래피와 활자체 디자인을 인쇄 매체에 실

제로 용하여 제작, 유통하 다.

Ⅲ. 표현적 실험 타이포그래피
그래픽디자인에서 표 인 실험 타이포그래피란 일

반 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으로 등장한 표 , 

실험 , 해체 인 성향의 타이포그래피를 말한다[9]. 텍

스트의 시각  표 을 정보 달을 한 가독성이나 

독성 등 기능 인 에서만 근하지 않고 표 과 의

미의 층 를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도록 열어두어 2차

, 3차  의미까지 고려한다. 따라서 표 인 실험 타

이포그래피에서는 자의 조형성과 공간성, 물성이 매

우 요하게 다루어진다. 

포스트모던 디자인은 볼 강 바인가르트(Wolfgang 

Weingart)에 의해  뉴 웨이  타이포그래피로 자리 잡

았다. 볼 강 바인가르트는 기존의 습  타이포그래

피에 의문을 갖고 새로운 의식을 반 한 다양한 타이포

그래피 실험을 선보 다[10]. 표  실험 타이포그래

피는 총  타이포그래피에 한 시각  선언문으로

써 「타이포그래피쉐 모나츠블래터(Typographische 

Monatsblätter)」의 표지를 역동 으로 디자인한  

리드먼(Dan Friedman), 매킨토시를 극 수용하고 새

로운 디지털 기술과 그 특성을 창조 으로 탐구한  여

성 디자이  에이 릴 그 이먼(April Greiman) 등에 

의해 미국으로 퍼져나갔다[11]. 이들은  질서와 

규칙, 단순명료함을 시하는 국제주의 스타일의 한계

를 인식하고 풍부한 시각  효과와 감각 인 디자인을 

추구하 다. 이후, 컴퓨터의 등장과 디지털 기술의 발

이 기폭제가 되어 에미그 로 변되는 루디 반더란스

(Rudy VanderLans), 주자나 리코(Zuzana Li ko) 등을 

주축으로 성기를 구가했다[12]. 인 해체 타이

포그래피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카슨(David Carson)은 

타이포그래피 뿐 아니라 편집디자인에 있어 실험  표

까지도 과감하게 시도[13]하 고, 타이포그래피 잡지 

「퓨즈(fuse)」로 잘 알려진 네빌 로디(Nevile 

Brody)는 통상 이고 습 인 타이포그래피에 항하

여 여 히 창조 으로 도 하고 있다[14]. 이들의 진

 디자인은 국제주의 스타일의 추종자들과 언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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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에게 논쟁의 상이 되었으나 그에 굴하지 않

고 표  타이포그래피 실험을 지속함으로써 다의

이고 풍요로운 타이포그래피와 활자체 디자인의 면모

를 보여주었다.

그림 3. 볼프강 바인가르트의 타이포그래피 실험, 1971

그림 4. 「타이포그래피쉐 모나츠블래터」 표지, 댄 프리드만, 1971

그림 5. LA 현대 미술협회를 위한 포스터, 에이프릴 그레이먼, 
1986

그림 6. ‘카민가의 교수형’,「비치 컬처」,데이비드 
카슨과 팻 블라실,  1991

이와 같은 타이포그래피의 흐름을 통시  에서 

볼 때,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다. 하나는 표

인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부흥은 컴퓨터의 등장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 과 매우 한 계에 있다는 이

다. 통  도구인 펜과 붓, 사진 식자나 속 활자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의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하

고 왜곡하는 등 타이포그래피의 표  범 를 넓  주었

다. 특히 ’폰토그래퍼(Fontographer)’, ‘폰트랩(Fontlab)’ 

등 신 인 서체 개발 소 트웨어의 등장으로 활자체 

디자인은 비약  발 을 성취할 수 있었다[15]. 다른 하

나는 표  실험을 통해 공감각 이고 지형학 인 문

해(literacy)가 가능해졌다는 이다. 텍스트와 이미지

의 실험  결합, 자의 표  형태와 텍스트 배치의 

공간화 등, 보기와 읽기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의미 

달과 해석의 폭을 넓  통합  소통의 단계까지 다다

르게 하 다. 

의 타이포그래피는 진일보된 도구와 테크놀로지

의 향을 받으며, 들은 다양한 미디어 경험을 통

해 수  높은 시각  독해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부응

하는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창의  표 을 해 개방

형 소 트웨어인 스크립토그래퍼를 사용하여 타이포그

래피와 매체, 독서 간의 조형  계를 새롭게 제시하

고 메타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확장된 소통을 시도한다.

Ⅳ. 스크립토그래퍼

스크립토그래퍼는 우르스 니와 조나단 퍼키에 의

해 2006년 개발된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용 오  소스 

스크립  러그인이다[16]. 스크립토그래퍼는 자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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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트 기반으로 사용자가 직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의 기본 빌트-인 기능을 범

하게 확장하여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도비 일

러스트 이터의 인터페이스와 스크립트를 그 로 이용

하기에 매우 직 이고, 학습과 운용이 쉬우며, 스크립

트의 어휘 역시 간단하고 명료하다. 스크립토그래퍼의 

개발자  한 명인 우르스 니는 “스크립토그래퍼의 

강 은 수동  생산을 돕는 컴퓨터 내(內) 기존 도구와 

코드를 사용한 맞춤형 로세스의 조직화로 얻어지는 

수혜 사이의 공생 계를 고취하는 것”[17]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라는 폐쇄  소 트

웨어에 표 화되어 제공된 도구들의 제약을 스크립토

그래퍼라는 스크립트 기반의 맞춤형 로세스로 극복

하고 창작의 가능성을 극 화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디자인 실무에서 스크립토그래퍼를 

사용하여 창작한 표  실험 타이포그래피 작업들이

다. 해당 작업들은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디자인 콘셉트

를 타이포그래피로 어떻게 창의 으로 표 할 수 있는

지 보여 다.

출  디자인 실무에서 스크립토그래퍼를 이용한 사

례로는 스크립토그래퍼의 공동 개발자 조나단 퍼키의 

‘텍스트 펜슬(Text Pencil)’을 활용한 뤼나 마우러의 

<드로잉 타이폴로지(Drawing Typologies)> 시 카탈

로그가 있다. <드로잉 타이폴로지>는 네덜란드 암스테

르탐 시립미술 (Stedelijk Museum)에서 시( )의 자

치구역 내(內) 드로잉 작품을 취득하고자 기획된 시

이다. 뤼나 마우러는 조나단 퍼키가 스크립토그래퍼로 

개발한 텍스트 펜슬을 사용하여 시의 주체인 드로잉

을 그래픽디자인으로 재해석하 다. 텍스트 펜슬은 특

정 텍스트를 스크립트로 연결하여 마우스나 태블릿으

로 그리듯 움직이면 궤 에 따라 자들이 조 되도록 

로그래 한 스크립트다. 뤼나 마우러는 텍스트 펜슬

을 시 카탈로그의 타이포그래피에 실험 으로 활용

하여 드로잉이라는 술 장르의 특징을 극 화하고 손 

그림처럼 자연스러운 타이포그래피를 그려냈다. 뤼나 

마우러는 이 로젝트에 한 콘셉트를 ‘새로운 테크놀

로지를 좀 더 인간스럽게, 직 , 불완 함에 한 여백

을 남겨두며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18]이라고 했

다. 더불어, ‘카탈로그의 모든 텍스트를 텍스트 펜슬로 

조 했기에 이 책은 살아 숨 쉬는 유기체가 되었고, 테

크놀로지를 핸드메이드의 에서 결합하는 새로운 

가능성’[19]도 함께 보여주었다.

   

그림 7. Text Pencil 인터페이스

그림 8. <Drawing Typologies> 전시 카탈로그

좀 더 단순하고 명쾌한 사례로는 우르스 니의  

다른 창기 타이포그래피 작업, 스 스 아티스트 필리

 드크라우제(Philippe Decrauzat)의 한정  포스터를 

한 터링이 있다. 필리  드크라우제는 추상  패턴

을 응용한 옵티컬 아트로 잘 알려져 있다. 우르스 니

는 이러한 특징을 포스터에 가시 으로 드러내고자 스

크립토그래퍼를 사용하여 옵티컬 3D 자를 디자인했

다. 해당 터링은 독일 크라우트록 그룹 ‘ 우스트

(Faust)’의 1973년 앨범 「 우스트 테이 (The Faust 

Tape)」의 수  음 를 모티 로 한 Wümme Box 세

트의 표지 그래픽을 참고하 다[20]. 하지만, 우르스 

니의 옵티컬 3D 자는 스크립토그래퍼의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제작했기에 매번 다시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크게 덜어 다. 입체 으로 표 하고자 하는 자가 무

엇이든 타이핑하기만 하면 옵티컬 3D 자로 자동 변

환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 터링이라기보다 타이

포그래피 생성 체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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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he Faust Tape」앨범 표지, 1973
 

그림 10. ‘afternow’ 레터링

최근의 사례로는 한국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골

든트리가 2013년에 스크립토그래퍼로 제작한 『뉴미디

어 아트 스페이스』 홍보용 포스터 겸 책 표지의 타이

포그래피가 있다. 『뉴미디어 아트 스페이스』는 뉴미

디어 연구자와 아티스트가 업하여 집필한 뉴미디어 

아트 연구 서 으로 다양한 뉴미디어 작품 사례와 련 

이론  비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타이포그래피는 

책에서 언 된 뉴미디어 아트의 특성인 개방성과 확장

성, 가변성, 연결성, 공간성 등을 실험 인 타이포그래

피를 통해 상징화하 다[21]. ‘뉴미디어 아트 스페이스

(New Media Art Space)’라는 제목 텍스트를 구성하는 

낱개의 알 벳의 외곽 포인트를 선으로 순차 으로 연

결하여 확장성과 연결성을 표 하 고, 다양한 칼라를 

랜덤하게 용함으로써 개방성과 가변성을 드러내고 

있다. 종합 으로, 다채로운 선으로 연결된 자들은 새

로운 하나의 타이포그래피  ‘공간’을 만들어낸다[22]. 

따라서 독자들은 뉴미디어 아트 스페이스(N, e, w, M, 

e, d, i, a, A, r, t, S, p ,a, c, e)라는 자를 읽음과 동시

에 ‘뉴미디어 아트 스페이스’가 표방하는 의미를 메타

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림 11. <New Media Art Space> 포스터, 2013

그림 12. <New Media Art Space> 포스터 디테일

표  실험 활자체 디자인의 사례로는 에스토니아

에 치한 디자인 스튜디오 핸드메이드폰트의 ‘Tangle 

Font’를 들 수 있다. 핸드메이드폰트는 이미지와 텍스

트의 교차 에서 수동으로 조합 가능한 표 이고 실

험 인 활자를 디자인하는 스튜디오로 잘 알려져 있다. 

핸드메이드폰트는 물리  재료, 일러스트 이션, 3D 소

트웨어를 활용한 이미지 기반의 서체뿐 아니라 최근

에는 코드를 활용한 표 이고 실험 인 서체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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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선보이고 있다. 그  ‘Tangle Font’는 <드로잉 타

이폴로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 특히 스크립트

를 활용해 실험  형태를 생성하는 드로잉 툴을 먼  

개발하고, 해당 툴을 도구삼아 알 벳 낱자를 모두 수

작업으로 그려냈다. 형태 으로는 뒤엉킨 실타래처럼 

얽 있는 선들이 알 벳의 낱 자를 이루며 디지털과 

수작업의 묘미를 묘하게 결합하고 있다.

그림 13. Tangle Font 활자견본

 

그림 14. Tangle Font 적용 사례

Ⅴ. 스크립토그래퍼를 활용한 표현적 실험  
    타이포그래피

본 연구를 해 수행한 로젝트가 단순히 기술과 형

식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특정 주제를 정하고 타이포그

래피 연작으로 풀어냈다. 해당 연작은 스크립토그래퍼

를 사용하여 창작한 두 가지의 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한 권의 책으로 기획, 제작, 출 되었다. 표 의 창

의성과 기술 구 의 다양성을 극 화하고 공감각  의

미를 창출하고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날 법한 경

험에 의해 재해석되는 자의 형태와 의미를 함께 탐색

하 다. 

1. 질주하는 활자(Rush Type)
1.1 디자인 콘셉트
첫 실험은 속도에 한 경험과 타이포그래피의 인지 

계에 한 수사  탐구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

차, 는 자동차의 창밖으로 보이는 자는 정 이지 

않다. 편화된 자의 형태는 마치 수없이 많은 얇은 

선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효과 으로 표 하고자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역동 인 

타이포그래피를 생성하 다.

1.2 디자인 프로세스
수작업으로 수많은 얇은 선들의 묶음을 자의 형태

에 따라 임의로 배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스크

립트를 사용하면 실행 버튼을 르는 것만으로도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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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자의 형태를 만들기 

해 기존의 서체를 사용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직  그

린다①. 그리고 작업에 사용할 자의 외곽선을 스크립

트를 사용하여 염주처럼 매우 좁은 간격으로 배열된 포

인트로 변환한다②. 각 포인트를 기 으로 일정 수의 

티클을 발생③시키고 해당 티클을 랜덤한 길이와 

얇은 두께의 선으로 변형한다④. 이때, 각 포인트의 간

격과 티클의 개수, 선의 길이와 두께는 스크립트로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다. 선으로 변형된 티클들은 

자의 외곽선을 따라 배치되어 모션 블러와 유사한 동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림 15. <질주하는 활자> 작업과정①
    

그림 16. <질주하는 활자> 작업과정②
     

그림 17. <질주하는 활자> 작업과정③

그림 18. <질주하는 활자> 작업과정④

1.3 디자인 결과
최종 결과물은 스크립트로 생성한 활자로 조 된 “우

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흐르고 있다”[23]는 사도 바울

의 경구가 담긴 한 권의 책으로 출 되었다. 마치 열차

가 움직이고 멈추는 과정을 반복하는 듯한 경험을 타이

포그래피를 통해 시각화하고자 ‘질주하는 활자’와 비

되는 정 이고 압축된, 강한 인상의 활자체인 헬베티카 

컴 스드(Helvetica Compressed)를 혼용하여 조 하

다. 독자는 의 내용을 읽음과 동시에 디자인 콘셉

트를 반 한 자의 표  형태를 시각 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속도’에 한 독자 자신의 시각  

경험을 투 하는 공감각  독해를 의도하여 독서 행

를 통한 통합  소통[24]으로 확장된다. 

그림 19. <질주하는 활자> 내지 펼침면

그림 20. <질주하는 활자>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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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상의 활자(Celestial Type)
2.1 디자인 콘셉트
두 번째 작업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은유 인 타이포

그래피로 표 하고자 했다. 랑스 시인 스테  말라르

메가 ‘흰 종이 에 검정으로 인쇄된 씨를 희미하게 

펼쳐진 하늘 에 반짝이는 별’[25]로 비유한 에서 

감을 얻었다. 내용은 「반짝반짝 작은 별」의 가사를 

사용하 고, 이를 상징 인 타이포그래피로 묘사하

다. 수많은 별 모양을 자로 형상화하고, 실제 밤하늘

의 별자리처럼 인 이지 않게 배치하고자 티클, 변

형  이아웃 스크립트를 사용하 다.

2.2 디자인 프로세스
질주하는 활자와 마찬가지로, 작업에서 원형 그러데

이션으로 표 된, 크기와 밝기가 다른 수많은 별들을 

수작업으로 인 이지 않게 배열하는 것은 매우 고된 

작업이다. 이를 해결하기 해 마우스 는 태블릿으로 

자 모양을 그리면 그 압력과 속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티클이 생성되는 방식을 이용했다①. 무수히 생성된 

원형 오 젝트의 크기와 밝기를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자, 임계값을 정한 후 그 범  안에서 각 오 젝트에 임

으로 값이 설정되도록 했다②. 그 게 생성된 별자리 

모양의 자를 지면 에서 랜덤하게 각도와 크기, 

치를 조 하는 스크립트를 용하여 완성하 다③. 

그림 21. <천상의 활자> 작업과정①

그림 22. <천상의 활자> 작업과정②

그림 23. <천상의 활자> 작업과정③

2.3 디자인 결과
<천상의 활자> 역시 말라르메의 인용구를 표지로 하

는 한 권의 책으로 제작, 출 하 다. 책의 형식이지만 

밤하늘을 은유 으로 드러내고자 페이지 단 의 구분

을 없애고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한 곡의 노래, 「반짝반

짝 작은 별」의 가사가 유유히 흐르도록 했다. 마치 무

한한 밤하늘에 떠있는 자 모양의 별자리를 보는 동시

에 읽고, 노래를 부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자의 

각도와 크기, 배치를 자유롭게 하여 책 안의 자들이 

실제 별자리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형학  

독법[26]을 유도하여 독서의 습  행 에 도 하며 

의미-형태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24. <천상의 활자> 내지 펼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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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천상의 활자> 디테일

Ⅵ. 디자인 평가

본 실험 타이포그래피 연작은 명망 있는 여러 국제 

디자인 학회와 단체, 기 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권  

있는 국제 디자인 회  하나인 독일의 드닷 디자

인 어워드 커뮤니 이션 디자인 부문에서 로 선정

되었고, 미국의 그라피스 애뉴얼, 아트디 터스클럽, 인

터내셔  디자인 어워즈, 크리에이티  쿼털리의 커뮤

니 이션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수상했다. 

특히, <천상의 활자>는 국 국제 타이포그래피 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Typographic Designers)의 타

이포그래픽 어워즈에서 분야별 상에 해당하는 리

미어 어워드에 선정되기도 했다. ISTD의 심사 원  

한 명인 린다 -나이트(Lynda Relph-Knight)는 수

상작에 해 “특히 하늘 풍경 안에서 유희 으로 운용

된 활자들은 작품의 주제를 잘 나타내며, 보는 이들을 

상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 결과는 유쾌하고 매력 이

다”[27]라고 평가했다.

한 편, 본 실험 타이포그래피 연작은 학술 , 디자인

 가치를 한 층 견고히 하고자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

임을 밝 둔다.

Ⅶ.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시 를 반 하는 표  실험 타이

포그래피 연작을 완성하기까지의 이론  배경과 과정, 

작품 제작과 그에 한 평가까지 구체 으로 다루고자 

했다. 그리고 로젝트를 수행하는 새로운 도구로써 스

크립토그래퍼라는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용 오  소스 

스크립  러그인을 소개하고 성공 인 응용 사례를 

조사하여 실제 로젝트의 실천  바탕으로 삼았다. 

표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선구자들은 가독성과 

정보 달의 투명성에 한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시

 변화를 수용하고 실험  창작을 지속하여 디지털 

시 에 걸맞은 타이포그래피와 활자체 디자인의 새로

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조

사한 스크립토그래퍼 작업과 실험 타이포그래피 연작

이 스크립토그래퍼라는 도구를 창의 으로 사용하여 

구 된 작업이라는 은 실험  형식과 양식의 타이포

그래피  활자체 디자인의 질  성장을 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할 본 연구의 큰 그림은 표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선구자들처럼 새로운 시 를 반 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술로 창의 이고 독창 인 표  형식

의 타이포그래피를 창작하여 더욱 풍요롭게 소통하는

데 있다. 고로 창작 과정에서 스크립토그래퍼가 아닌 

다른 소 트웨어, 를 들면 노드박스(NodeBox)[28]나 

로세싱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쉽게도,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 CS6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과도한 변화와 폐쇄성 때문

에 CS5를 마지막으로 스크립토그래퍼의 업데이트는 

단되었다[29]. 그러나 스크립토그래퍼의 개발자인 우

르스 니와 조나단 퍼키는 스크립토그래퍼의 후신(後

身)으로 ‘페이퍼(Paper.js)’라는 HTML5 기반의 벡터 

그래픽 소 트웨어를 새로이 개발, 공개하 다. 스크립

토그래퍼와 같은 문법과 알고리듬을 사용하며 스크립

토그래퍼의 스크립트와도 호환된다. 따라서 어도비 일

러스트 이터의 버 에 구애받지 않고 웹 환경에서 기

존 스크립토그래퍼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 

랫폼이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에서 HTML5로 옮겨

갔지만 그 덕에 더욱 확장되고 정교한 그래픽 작업이 

수월해졌으며, 동 이거나 상호작용이 필요한 작업도 

가능해졌다. 어도비 일러스트 이터가 주로 그래픽 디

자이 에게 친숙한 작업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웹을 사

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크립토그래퍼의 장 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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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더 개방 이고 향상된 환경에서 작업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크립토그래퍼와 페이퍼의 응용 범 는 타이포그래

피뿐 아니라 디자인과 술, 건축의  역을 아우른

다. 본 연구를 발 삼아 극 으로 새로운 도구와 기

술을 수용하고 활용하여 디자인, 술, 건축 등의 창작 

분야에서 더욱 창의 이고 독창 인 조형 언어가 연구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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