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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머리에 알림 

16 김형재 · 홍은주 • 

 디자인의 첫 번째 단계 

22 구동희 • 

 부재하는 변명을 만드는 방법 

24 윤원화 • 

  오늘의 책, 책의 오늘: (아직도 혹은 이제야)  

책을 말하는 방법들 

42 박미나 • 

 검정 펜 DB 

52 구동희 • 

 없어진 기억을 찾는 또 다른 방법 

53 이영준 • 

 도둑의 방법 

57 잭슨 홍 • 

 아이디어 발상법 (혹은 얼토당토않은 믿음) 

58 김상길 • 

  Yester Me_Yester You_Yester Day, add#02:  

카트리나와 드미트리히의 대화 

61 구동희 • 

 ‘성공한-작가-되기’를 피하는 방법 

62 Sasa [44] • 

 Platform20071023 

68 박해천 • 

 분산의 다이어그램 혹은 냉전에서 살아남기 

87 최성민 •  

 구체적 사례 1: 어떤 인공 지능적 대화 

88 제이슨 박 • 

 Poz & Pround 

100 임근준 (aka 이정우) • 

 번역의 어떤 원칙 

101 성재혁 • 

 당신은 어떻게 (그래픽) 디자인을 연습하십니까? 

112 잭슨 홍 • 

 의자도 

116 박윤영 •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파란 기둥들 

126 박해천 • 

 메모: 펫 숍 보이즈 카탈로그 

127 최성민 • 

 구체적 사례 2: 디자이너의 음악 

128 이동기 • 

  재회 / 풍력 발전기 / 아이를 찾습니다 /  

세 개의 귀를 가진 쥐 

136 최성민 •  

 구체적 사례 3: 직설적 도그마 

차례 차례



.

7 7

138 이푸로니 •

 비슷하게 바꾸기 (동물 도시를 위한 스케치) 

144 권오상 • 

 The Flat 19 

146 임근준 (aka 이정우) • 

 포스트-미디엄의 문제 

169 참여한 사람들 

176 최성민 • 

 구체적 사례 4: 어떤 그래픽 디자인 방법론 

[ 모든 펼친 면 오른쪽 아래]

 에밀 고 •

 Trailor (Speed)

이 작업은 영화 문화의 관습을 바라보는 비디오 

시리즈의 일부다. 전체 영화를 일반적인 예고편의 

길이인 2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보는 이는 

영화의 3,600프레임만을 보고 듣게 된다. 키아누 

리브스와 샌드라 블록이 출연한 영화 ‹스피드›는, 

단지 작업에 쓰인 가속화 과정과 연관이 있기에 

선택되었다. 이 책에서는, 정해진 지면 

176페이지(88장)에 맞춰, 41프레임 간격으로 다시 

한번 압축된 영상이 소개된다 .

[ 3, 4, 7, 8, 17, 21, 24, 25, 28, 29, 31, 32, 33, 35, 39, 42, 

45, 47, 49, 51, 55, 57 ] 

 이은우 •

  매일매일 더 좋아질 것입니다 (Every day what 

will be getting better and better)

하루 동안 작가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받은 시간을 시, 분, 초 단위로 기록했다. 총 27번 

기록된 자료에서, 27음절로 된 문장이 

만들어졌다. 각 음절을 기록된 시간에 따라 

정해진 지면과 위치에 배치했다 (시간은 가로 

위치, 분은 세로 위치, 초는 페이지).

[ 169–175 ]

 김소라 •

 Howling Words 

[ 앞표지, 앞표지 안쪽 ]

 잭슨 홍 •

 이삿짐 싸기

[ 뒤표지 안쪽 ]

 슬기와 민 •

 이 책의 디자인 (어도비 인디자인 CS2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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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동일성을 추구하는 

성질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사고(思考)는 끊임없이 동일성의 

확립과 재생산의 욕구로 치닫는다. 이를 확대하면 

독아론(獨我論)으로도 공동체론으로도 좀 더 나아가면 

제국주의론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성의 순화나 

지속에 대한 환상은 인간이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동일성의 패러독스는 실은 타와의 긴장 관계와 한없는 

차이성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된다는 얘기이다. 역으로  

말해, 타자성과 차이성이 없으면 동일성은 무화(無化)되어 

버린다. [...]

나는 나 자신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 놓고 제작 방법과 

모티프를 가능한 한 한정시킨다. 그리고 소재와 이데를 

단순화시켜 그것을 신체 행위로 반복하는 동안에 

비동일적인 것이 나타나게 된다. 내적인 것과 외부성의 

다양한 만남과 반복 행위에 의해 제작이 진전되어 

궁극적으로 나도 작품도 양의적인 것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셈이다. [...]

부단히 동일성과 차이성의 양면적인 제작 현장에 

서려고 한다. 현장이란 나와 타와의 교섭의 장면이며, 

그것은 산다고 하는 모순율의 장소에 서 있는 일이기도 

하다.

1  DT 2의 주제는 ‘(현대 디자이너와 미술가를 위한) 

메소드’다. 

2  ‘메소드(method)’라는 단어는 성장 과정에서 다층적 

의 의미를 갖췄다. 고대 그리스어인 ‘메토두스 

(methodus)’에 연원을 두는 이 단어는, 16세기에 

‘이성적인 과정’을 뜻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한 이래, 

‘분류의 체계’, ‘지식의 추구’, ‘조사의 방식’ 따위의 

뜻을 획득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실용적 

예술에 적합한 과정과 법칙의 집합’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3  ‘메소드’라는 단어 대신 ‘방법’이라고 적을 것을 

검토했지만 기각됐다. 사전적 의미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었다.

4  이 책에서 ‘메소드’는 단지 주제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형식이기도 하다. ‘메소드’에 관한 원고도 있고, 

‘메소드’에 대한 작업도 있으며, ‘메소드’를 통한 혹은 

‘메소드’를 취한 작업도 있다. 참가자들은 각각 다른 

차원에서 같은 주제와 형식을 다르게 반복하거나 

변주함으로써 자신만의 특정만 문제 항을 만든다. 

5  DT 2는 그렇게 형성된 계정들을 통해 현재 

디자이너와 미술가가 봉착한 어떤 한계 지점을 

성찰하고자 한다.

6  어떤 원고는 심각한 작업이지만 읽기에 따라 실없는 

농지거리가 된다. 또 어떤 원고는 실없는 농담인데도 

독자를 그지없는 사상의 터무니로 안내한다. 물론 

몇몇 원고는 그냥 이상하다고 간주될 수 있겠다.

7 다음의 글들은 서문을 대신한다. 이우환, ‹동일성과 차이성›, «여백의 예술» (김춘미 

[역], 서울: 현대문학, 2002), pp.26–27에서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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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사전적 정의:

[이름씨 (명사)] 일이나 연구 등을 해 나가는 길이나 수단. 

[보기글] 농사 ~. 실험 ~. 저마다 세상을 살아 가는 ~이 

있다. 새로운 연구 ~. [참고] 방도3. 방식1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1991 <http://nlpweb.kaist.ac.kr/Urimal>.

‘메소드’의 사전적 정의:

책머리에 알림 책머리에 알림



10 10

책머리에 알림 책머리에 알림



11 11

책머리에 알림 책머리에 알림



12 12

책머리에 알림 책머리에 알림



13 13

책머리에 알림 책머리에 알림



14 14

책머리에 알림 책머리에 알림



15 15

John Simpson et al. (eds),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http://dictionary.o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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