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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the aesthetic value of typography in fashion, within the framework of system for

objective and multilateral research. 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system and typogra-

phy were performed.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from 2000 to 2015.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system and typography in modern fashion in order to set up a

new theoretical standard, we found that the main values of typography in modern fashion concern functio-

nality, hierarchy, stability, independency, and flexibility. Second, by analyzing of aesthetic value of typogra-

phy in fashion within system, we found that main values the functionality of typography as a marketing

tool, the hierarchy of typography as a slogan of subculture, the stability of typography for the increasing of

collective belonging, the independency of typography as a linguistic playfulness, and the flexibility of typo-

graphy as an image. Lastly, each aesthetic value of typography expressed in fashion has similarities and dif-

ferences. It could be considered in the same vein as the system that always has a double-side character of

dependency and independency,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This study has pursued to conduct more res-

earch on fashion within a framework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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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현대 패션에서 디자이

너의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며, 사고와 시각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도구이고, 인간 사고의 본질을 공유할 수 있

도록 상호소통을 목적으로 정보의 시각화 과정을 체계

적으로 정립하고 원활하게 하는 기술(Kim, 2002)이다.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타이포그래피는 패션 분야

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Suh, 2004). 지금까

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를 고찰한 연구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Kwon, 2014), 제품(Kim et al., 2011), 광

고(Yoon, 1996) 등 패션뿐만 아니라 패션 관련 분야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를 고찰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진행

되어왔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타이포그래피의 유

형을 분석한 연구(Lee, 2009), 미적 특성에 대해 고찰한

것(Han, 2012; Kim, 2009; Suh, 2004), 그리고 패션에 나

타난 타이포그래피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로(Huh

& Ro, 2103)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

은 연구자의 주관적 시각에 의해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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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의 유형을 분석하고 미적 특성을 도출함으로 인해

패션 및 패션 관련 대상에 나타나는 타이포그래피의 특

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관점을 이론적 틀로서 활용

하여 고찰대상인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를 더욱 다

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고 연

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스템은 물리학, 사회과학, 생물학, 사이버네틱스 등

거의 모든 학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며, 메타학문

으로서 각각 연구대상들에 대한 설명의 틀을 제공해주

는 존재론 및 방법론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Pi-

ao, 1997). 시스템과 패션 현상과의 연관성은 시스템이

부분들로 구성되어있고 구성하는 부분들은 서로 상호작

용을 통하여 하나의 독립된 개체인 시스템을 형성하고

다시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변화한다(Piao, 1997)는

점이 개인과 사회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고

형성되는 패션 현상의 특성과 비슷하다는데서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 현상과 패션 현상의 유사성

을 토대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를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찰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이며 객관

적으로 현대 패션 타이포그래피의 미적 가치를 도출하

고자 하는 데 있다. 시스템 이론을 접목시켜 패션에 나

타난 현상에 대해 고찰한 선행연구(Suh, 2013)에 의하면

패션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미적 특성을 시스템 관점의

이론적 틀에 의해 분석할 경우, 시스템의 근본적인 성질

과 특성에 따른 분석이 가능하므로 보다 다각적인 측면

에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고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내용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와 시스템 관

점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타이포그래피와 시스템의 연

관성을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

포그래피의 미적 가치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으로, 이론적

연구로는 시스템 이론 및 타이포그래피의 개념과 특성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서적과 선행연구 논문을

통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고, 실증적 연구로는 2000년

이후의 패션 광고, 화보, 신문, 스트리트 패션 사진 및 세

계 4대 컬렉션 중 타이포그래피라는 문구로 제목이나 특

성이 설명된 사례의 사진 총 200장을 선정하여 그 유형

을 분류하고 고찰한 후, 각 특성을 대표하는 18장의 사진

을 선정하여 본문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를 살펴

보는데 있어서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현대 타

이포그래피 패션 현상을 고찰하는 새로운 학문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시스템 관점

1) 시스템의 정의

시스템이란 용어는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어떤 목적

을 위한 질서 있는 조직 체계’, ‘부분들 사이의 관계에서

본질의 특성이 발생하는 통합된 전체’, 혹은 ‘유기체, 조

직된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이념, 모든 원리들의 부합’

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04). 또한 철학사전에 의하면

‘어떠한 원리에 의해 조직된 통일적 전체’라고 정의되

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이 부분이 단순하게 모여서 만들

어진 집합이 아니라 전체는 부분과, 부분은 부분끼리 서

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조직적 구성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Lee, as cited in Suh, 2013). 따라서 시스템은 구성

성분과 이들의 관련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Lee,

2004). 시스템은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통합된 전체이며, 시스템 이론은 대상을 모든

현상의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에 의해 파악하는 것

이다.

2) 시스템 관점의 특성

시스템 사고는 세상의 본질과 운행의 이치를 명확히

개념화하기 위하여 주창된 사고라 할 수 있으며(Kim,

2008), 다양성 안에 나타나는 통일성에 대한 탐구이다.

또한 메타학문으로서 각각 연구대상들에 대한 설명의

틀을 제공해 주는 존재론 및 방법론에 관한 이론이라

고 할 수 있다(Piao, 1997).

시스템은 부분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 각각의 부분들은 상

호작용을 통하여 하나의 독립된 개체인 시스템을 형성

하고,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면

서 스스로 변화한다(Piao, 1997). 전체는 부분들의 단순

한 합이라고 보는 관점이 고전적 과학의 관점이라면 시

스템적 관점은 단순한 합으로부터 부분들로는 알 수 없

는 독특한 속성이 발생함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시스템

은 목적이 있고, 양면성이 있으며, 종속성과 독자성, 보

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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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시스템의 특성은 첫째, 시스템의 부분에는

전체의 특성이 담겨있다. 둘째, 시스템은 상위시스템에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동시에 하위시스템을 통제하고

자신이 속한 상위시스템이 갖고 있는 속성을 공통적으

로 갖는 동시에 자신만의 특수성을 갖는다. 셋째, 시스템

은 외적 환경의 영향에도 어느 한도 내에서는 그 구조 및

특성이 변하지 않는 안정적 특성을 지닌다(Suh, 2005).

넷째, 시스템은 불확정적이며 그 자체로서는 단순히 확

률적인 가능태일 뿐이다. 따라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

과 관련되는가에 따라 가능태에서 실제가 된다. 다섯째,

시스템은 초기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

과가 크게 달라진다(Suh, 2005). 이러한 시스템의 특성

은 첫째, 목적을 위한 기능성, 둘째, 상위시스템이 하위

시스템을 통제하는 위계성, 셋째, 외적 환경의 영향으로

부터 자신을 유지하는 안정성, 넷째, 변화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지니는 통시성, 다섯째, 주어지는 조건에 대해 적

응을 유발하는 변질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2. 타이포그래피

1) 타이포그래피의 정의

타이포그래피란 ‘Typo’라는 그리스말에서 비롯되었

으며, 활자를 이용해서 인쇄하는 활판인쇄술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시대를 거치며 인쇄술과 전달매체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이 확장되어 메시지 전달을 위한 활자사용

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면서 타이포그래피

는 활판인쇄술뿐 아니라 의미전달의 한 수단으로써 ‘활

자를 기능과 미적인 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술이나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2) 타이포그래피의 기능

타이포그래피는 언어를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여 그 내

용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타이포그래피는 심미

적 공감을 주는 동시에 정보전달자의 뜻을 정확히 전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타이포그래피의 기능은 객관

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적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기에

앞서 시각적 형태로 보이는 조형적 기능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이란 문자크기, 문

자체 등 문자적인 것만을 선정해서 레이아웃하는 것으

로서 문자를 전달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여 읽고 이해하

기 쉽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 형태를 통해 전달내

용을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표현함으로써 누구

에게나 공통된 지각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Kim,

1994). 따라서 적절한 글자크기, 단어 사이의 간격, 행의

길이, 행간 등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가독성이 중

요시된다.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이란 타이포그래

피가 언어전달의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뿐 아니라 새롭

고 실험적인 시각전달의 재료로 사용될 때의 기능을 말

한다. 이 경우에는 활자와 타이포그래피 요소들이 자유

롭게 표현되어 심리적, 미적 긴장감을 유도한다(Seok,

1994).

3)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선행연구(Suh, 2004)에서 고찰한 현대 패션에 나타나

는 타이포그래피는 브랜드 로고의 인지도 상승, 사회적

슬로건, 집단 소속감 증대, 상징, 이미지로서의 특성을

지니는데, 이를 앞서 고찰한 시스템 관점에서 재해석하

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마케팅 기능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마케팅 도구로서의 타이포그래피는 타이포그래피를

응용한 브랜드 로고를 개발하여 패션에 활용함으로써 브

랜드 인지도 상승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타

이포그래피를 이용한 브랜드 로고를 패션에 디자인의 한

형태로 배치시킴으로써 로고 노출 빈도를 높여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이때 패션에 나타난 타이

포그래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능성의 특성을 지닌다.

(2) 하위문화 집단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한 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전체 문화라 할 때, 그 문화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독자적 특질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집단의 문화를 하

Table 1. Characteristics of system

Characteristics of system

1. Functionality 2. Hierarchy 3. Stability 4. Diachrony 5. Flexibility

Finality
Dependency

independency

Sociality

belongingness

totality

Variability

independency
Transmu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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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화라고 한다(Hebdige, 1988). 현대 사회에서 하위문

화 스타일 패션은 개인이나 집단의 개성, 문화적 특성,

이념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도 강렬한 도구

라고 할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가 새겨진 옷을 입는 것

은 직접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는

사회의 주류문화와 하위문화를 구분 짓는 위계성의 특

성을 지닌다.

(3) 소속감 표현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관계가 형성

되며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유사하

게 행동을 하며 이러한 동조행위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

해서나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의 방법이다(Corr, 2015). 의복에 어떠한 단체명이나 단

체명의 약자 등을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

현할 경우 단순히 같은 실루엣이나 소재의 의복을 입었

을 경우보다 정체성이나 동조성의 증대를 가져온다(Suh,

2004). 이때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는 전체성과 적

응성을 통한 안정성의 특성을 지닌다.

(4) 언어유희 표현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언어유희는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동음

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방법으로, 말이나 문

자를 소재로 하는 유희를 의미한다. 언어유희란 일차적

으로 저급한 기지(Wit)의 형식으로 낱말놀이의 초기유형

에 든다. 이때 언어유희는 해학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중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칭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사

용된다. 낱말의 소리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토대로 발

생한 언어유희는 차츰 해학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아이

러니의 한 변형으로서 언어유희는 단순한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기지와 날카로운 어조로 풍

자의 형식이 된다(“언어유희 [Calembour]”, 2006). 언어

유희로서의 타이포그래피는 위트와 해학을 표현하는 것

으로, 사회적 슬로건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에 비해 개인

적인 풍자 및 개성 표현의 도구이며, 본래의 언어의 의미

에서 변화, 변질되어 독자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때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는 변화와 독자적 표

현 및 시대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통시성을 지닌다.

(5) 조형적 이미지로서의 타이포그래피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그 의미는 접

어두고, 단어를 구성하는 조형적인 요소들을 각각의 이

미지로 인지하여 자신의 눈에 친숙한 조합을 만들다 보면

그 단어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Suh, 2004).

패션에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할 때 이러한 요소를 강

조하면 타이포그래피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떠나 패

션의 조형성 구축을 위해 활용된다. 이때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통한 언어적 기능보다는 이미지

를 통한 조형적 역할을 하며, 타이포그래피는 투영되는

방법과 대상에 따라 본질이 변하는 변질성을 지닌다.

지금까지 논의한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다섯

가지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의 <Table 2>와 같다.

3. 타이포그래피와 시스템과의 연관성 도출을 위

한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미적 가치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가시적 조형성뿐만 아

니라 속성 및 기능의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분석하기 위

해 시스템 관점을 통해 타이포그래피를 고찰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본 장에서는 타이

포그래피와 시스템과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시스템 관점을 패션 디자인 연구에 도입한 선행

연구(Suh, 2005)를 통해 시스템 관점은 환경 ·제품 디자

인에 있어서의 에코 디자인 연구에 활용되는 이론적 틀

로서, 속성, 기능을 중심으로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

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 장

에서 고찰한 시스템의 특성은 목적을 위한 기능성, 상위

시스템이 하위시스템을 통제하는 위계성, 외적 환경의

영향에서 자신을 유지하려는 안정성, 변화성과 독자성

을 지니는 통시성, 주어지는 조건에 대한 적응과 변형을

유발하는 융통성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한

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기능성을 지니며, 하위문화 그룹의 메시지

를 전달하는 도구이자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개인

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는 안정성을 주는 존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이너 및 착용자의 언어유희를 통한

유머와 위트의 표현의 장이며, 디자이너의 예술의지 표

Table 2. Characteristics of typography in fashion

 Typography in fashion Characteristics

 A tool of marketing  Functionality

 Slogan of subculture  Hierarchy

 Increasing of collective belonging  Stability

 Linguistic playfulness  Diachrony

 Image Transmu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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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도구로서 문자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의 이미

지로 변질되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특성과 패션

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에서 공통적인 점을 찾

아보면, 목적을 위한 기능성,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존

재하는 위계성,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려는 안정성,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사회 구

성원 간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통시성, 주어진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본래의 의미나 존재가 크게 변화하는 변질

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현대 패션 타

이포그래피의 특성의 유사점에 의한 공통점을 정리하

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 의하면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

이포그래피는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패

션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타이포그래피는 목적

을 위한 기능성, 둘째, 하위문화의 이념전달을 위한 타

이포그래피는 사회 계층 내에서의 위계성, 셋째, 개인의

단체 소속감 표현을 위한 타이포그래피는 안정성, 넷째,

언어유희로서의 타이포그래피는 변화와 독자적 표현 및

시대적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통시성, 다섯째, 조형적 이

미지로서의 타이포그래피는 예술의지 표현의 도구로서

문자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의 이미지로 변형되어

존재하는 변질성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의 특성은 시스템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며 그

속성을 같이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

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를 시스템 관점

에 의한 특성인 기능성, 위계성, 안정성, 통시성, 변질성

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분류해 고찰하고자 한다.

1. 기능성(Functionality)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기능성이란 패션 브랜

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 타이포그래피를 응용한 로고를 의복에 배치할 때 나

타나는 특성이다. 이러한 사례의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한

조형적 특성으로서의 존재뿐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성을 지닌다. 이 경우에 타이포그래

피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로

고 개발을 통해 의복에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표현된다.

이 경우 디자이너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의복에 브랜

드 로고를 그대로 부각시킴으로써 브랜드명의 노출 빈

도를 높여 브랜드 및 로고의 인지도 상승효과를 목적으

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다.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브랜

드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타이포그래피는 패

션 브랜드를 연상할 수 있는 시각적 함축물의 형태인 로

고의 배열을 통해 패션에 나타난다.

<Fig. 1>−<Fig. 2>은 각각 로달트(Rodarte)와 구찌(GU-

CCI) 브랜드의 브랜드명을 로고화하여 중앙에 크게 배

치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패션 사례이다. <Fig. 3>은 2013년 겐조(KENZO) 브랜

드의 스웻 셔츠로, 셔츠 정면에 브랜드 로고와 함께 시

각적 효과를 지닌 그래픽 문양을 함께 배치시킴으로써

디자인의 심미성을 높임과 동시에 브랜드 로고를 다시

Table 3. Correlations of characteristics of system and typography in fashion

Characteristics of system  Common denominator Typography in modern fashion

Functionality

finality
Functionality Increasing of brand recognition

Hierarchy

dependency

independency

Hierarchy Slogan of subculture

Stability

sociality

belongingness

totality

Stability Increasing of collective belonging

Diachrony

variability

independency

Diachrony Linguistic playfulness

Flexibility  Transmutability As a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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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소비자에게 노출시킴으로써 브랜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고 자체의 형태가 확실히 보이는 것

이 효과적이므로 브랜드 로고가 심플하게 적용될 수 있

는 캐주얼 브랜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타이포그래피 활

용유형이다.

이처럼 타이포그래피가 패션에 나타날 때 소비자에게

패션 브랜드의 로고 노출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유도하는 경우, 패션에서의 타이포그래피는 목적을 위한

기능적 특성을 지닌다.

2. 위계성(Hierarchy)

패션은 개인이나 집단의 개성, 문화적 특성, 이념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강렬한 도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Suh, 2002) 하위문화 계층에서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의식을 표현하는 도구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다. 이처럼 사회적 슬로건을 패션에 투영함으로

써 디자이너와 착용자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 내의 소수 집단이나 하위문화 스타일의 패션에서

주로 활용하는 타이포그래피 활용방안이다. 패션에 나

타난 타이포그래피의 위계성이란 사회 내에서 다른 계

층이나 문화 간의 사회적 이념을 전달하기 위해 타이포

그래피가 패션에 적용될 때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는 사회의 위계성을 전제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캐서린 햄넷(Katharine Hamnett)은 사회적 슬로건을 디

자인에 응용하여 패션을 메시지 전달의 통로로 활용한

영국 패션 디자이너로, 단순한 형태의 기본 티셔츠 위에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슬로건을 알아보기 쉽도록 단

순하고 가독성 높은 폰트를 이용하여 프린트하는 방식

으로 패션에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하였다. <Fig. 4>는 티

셔츠 전면에 “Save The World”, “No More Fish In The

Sea?” 등의 문구를 넣음으로써 지구촌 부의 불균형을 자

각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거나 환경 오

염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고자 만들어진 타이포그래피

패션 사례이다. <Fig. 5>의 “No More Fashion Victims”은

급변하는 패션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 아직은 활용이

가능한 패션이 의도적으로 폐기되거나, 패션 트랜드에

편승하기 위한 과도한 다이어트 및 패스트 패션(Fast fa-

shion) 현상 등을 비판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으로, 패

션 트랜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 개성을 살리고 환경을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타이포

그래피 문구이다. 이처럼 타이포그래피가 패션에 나타

날 때 사회적 이슈를 언급하며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이

념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 패션에서의 타이

포그래피는 위계적 특성을 지닌다.

3. 안정성(Stability)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안정성이란, 개인이 속

한 단체나 선호하는 단체의 로고가 있는 의복을 입음으

로써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갖도록 디자인된 패션에

서 나타나는 타이포그래피의 미적 가치이다. 인간은 개

인의 가치관이나 이념과 동일한 타인 혹은 개인이 이상

적으로 여기는 타인들과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Suh, 2004). 이때 패션에

활용된 타이포그래피는 착용자 측면에서 전체에 적응하

Fig. 1. Functionality (I).

From J'Aime Rodarte. (2013).

http://glitterandbubbles.com

Fig. 2. Functionality (II).

From Anaelle. (2017).

http://www.theclosetheroes.com

Fig. 3. Functionality (III).

From Kirsten. (2013).

https://settingthebarreb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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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나의 일원으로서의 안정성의 지니게 된다. 이러한

패션 사례는 소속 학교, 선호하는 스포츠 팀, 국가 등의

이름이 타이포그래피로 배치된 옷에서 찾을 수 있으며,

착용자는 이를 입음으로써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

<Fig. 6>은 힐프린트(Hillflint) 브랜드의 상품으로, 대

학의 이름을 넣은 스웨터이다. 이는 본인이 소속된 단체

의 로고가 들어간 의복을 입음으로써 소속감과 일체감

을 느끼며 집단 속의 개인이라는 의식을 통해 타이포그

래피의 안정감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Fig. 7>은 월드컵

응원을 위해 디자인 된 붉은악마 티셔츠로, “다시한번

大~한민국”이라는 문구를 넣어 착용자가 응원하는 나

라의 이름과 응원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음으로써 팀

에 대한 소속감을 높임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

록 디자인된 타이포그래피 패션 사례이다. <Fig. 8>은

레알 마드리드(Real Madrid)의 2014년 유니폼을 착용한

패션 사례로 개인이 응원하는 스포츠 팀 이름과 로고를

넣은 티셔츠를 착용함으로써 본인이 그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소속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경

험하도록 디자인 된 타이포그래피 패션이다.

이처럼 특정 단체의 로고나 심볼을 타이포그래피로

패션에 적용시킨 사례는 착용자가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

감을 갖도록 디자인된 패션에서의 타이포그래피는 안

정적 특성을 지닌다.

4. 통시성(Independency)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통시성이란 타이포그

래피가 유머와 위트의 표현수단으로서 언어유희적 기질

을 지니고 패션에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유머와 위트가

내포된 언어유희적 타이포그래피가 통시성을 지니는 것

Fig. 4. Hierarchy (I).

From Wear Your Heart on Your Sleeve. (2011).

http://www.paulatrendsets.com

Fig. 5. Hierarchy (II).

From KATHARINE HAMNETT:

Fashion Conscience. (2014).

http://www.indigo-clarke.com

Fig. 6. Stability (I).

From Phillips. (2016). http://www.bestproduc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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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머와 위트는 동시대의 사회 구성원들 간에 이해와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 경우, 타이포그

래피에 나타난 단어는 기존 의미에서 변화되거나, 본래

의 로고 모양을 변형시켜 독자적인 의미를 담아 유머와

위트를 표현함으로써 언어유희의 기능을 수행한다.

<Fig. 9>는 2013년 스트릿 패션 사례로, 티셔츠 앞면

에 “Last clean t-shirt”라는 재미있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읽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가 활

용된 사례 및 “No Photo Please”라는 문구를 넣어 타인

에게조차 절제 없이 사용되는 현대 사회의 사진기 남용

에 대한 풍자를 나타내는 패션 사례이다. <Fig. 10>은 단

순한 티셔츠에 “6 Pack Coming Soon”이라는 문구를 프

린트한 디자인 사례로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트 있는

표현을 담은 타이포그래피 활용의 사례이다. 이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 현상을 풍자하는 내용의

타이포그래피를 트랜디한 그래픽 이미지와 함께 배치하

여 디자이너의 의도를 표현한 패션 사례이다. <Fig. 11>

은 알파벳 대문자 “YSL”을 수직으로 배열하여 얼핏 보

면 고가의 브랜드인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의 로

고처럼 보이지만 옆으로 몇 개의 알파벳을 더 배치하여

“You Slut”라는 문구로 만들어서 의외의 해학을 보여주

는 디자인 사례이다. 이는 무조건적인 브랜드 지상주의

의 현대 패션 현상을 풍자하는 패션 사례 중 하나이다.

이렇듯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유희는 타이

포그래피의 다른 특성에 비해 보다 개인적이며 단어의

본래의 뜻에서는 변화, 변질되어서 독자성을 지닌다. 이

처럼 타이포그래피가 언어유희의 내용을 담고 패션에

나타날 때에는 동시대의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공감

을 바탕으로 하는 통시성을 지닌다.

5. 변질성(Flexibility)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변질성이란 타이포그

래피가 하나의 조형 이미지로 활용되어 디자이너의 감

성을 전달하고 패션 전체의 총체적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로 나타날 때의 특성을 말한다. 이때 나타나는 타이

포그래피는 문자로서의 본래 기능은 상실하고 단어의

의미보다는 이미지로서 인식되며, 패션과 결합하여 본

질이 변질되고, 의복과의 결합이라는 상황에 맞게 적응

하여 새로운 시각적 조형성을 지니는 하나의 패턴, 장식,

디테일의 역할을 한다.

<Fig. 12>는 2011년 돌체앤가바나(D&G)의 F/W 컬렉

션으로 타이포그래피를 의복에 산발적으로 배치함으로

써 타이포그래피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일종의 패턴으로

활용된 패션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문자가 디자인의

모티브, 패턴으로 여겨지면서 그 의미나 뜻은 사라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변형된 경우이다. <Fig. 13>은 2015년

돌체앤가바나(Dolce & Gabbana) 컬렉션 사진으로, 타

Fig. 7. Stability (II).

From 따끈따끈한 신상 먼저, 월드컵 붉은 악마 티셔츠

‘다시한번 大~한민국’_아디다스 빛 반사 티셔츠

[New product first, Red devil t-shirts of World Cub

‘Once more Korea’_Illuminated t-shirts by Adidas]. (2010).

http://richwang.tistory.com

Fig. 8. Stability (III).

From Soccer jersey Fashion | Football shirt Design. (2014).

https://www.pinter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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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그래피를 조형적 형태로 변형시켜 배치시킴으로써

그 뜻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형과 색의 아름다움을 통

해 패션의 조형성을 구축하고 디자이너의 조형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14>는 2014년 루이비통(Louis Vui-

tton)의 디자인으로 타이포그래피를 바디 수트에 가득

채움으로써 문자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일종의 패턴으로

이용된 경우이다. 이 패턴은 루이비통의 가방 및 신발 등

의 패션 아이템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 또한

타이포그래피로 이루어진 로고가 디자인의 모티브, 패

턴으로 여겨지면서 그 의미나 뜻은 사라지고 단순한 이

미지로 변형되어 타이포그래피가 반복되고 서로 겹치면

서 그 언어적 의미보다 조형적인 이미지가 시각적으로

먼저 인식되며 하나의 모티브가 되는 타이포그래피의

사례이다. 이때 나타나는 타이포그래피는 기표로서의 의

미는 사라지고 패턴이나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하며 속

성의 변형을 통한 변질성을 지닌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미적 가치를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ig. 9. Independency (I).

From Celebrity Style Slogan Tees. (2013).

http://onehoneyboutique.blogspot.kr

Fig. 10. Independency (II).

From New Novel-Tee 6 Pack Coming 

Soon Mens Slogan T-Shirt Perfect Gift. 

(2017). http://www.ebay.ie

Fig. 11. Independency (III).

From RexLambo. (2017).

https://society6.com

Fig. 12. Flexibility (I).

From Phelps. (2011).

http://www.vogue.com

Fig. 13. Flexibility (II).

From Clinton. (2015).

https://www.glamour.com

Fig. 14. Flexibility (III).

From 2014 S/S Paris Louis Vuittons. (2013).

https://www.sty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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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시스템은 목적이 있고, 양면성이 있으며, 종속성

과 독자성,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갖는데, 그 특성을

정리하면, 목적성을 위한 기능성, 상위시스템이 하위시

스템을 통제하는 위계성, 소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

성, 변화성과 독자성을 지니는 통시성, 적응성을 동반한

변질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는 브랜드 인

지도 상승을 위한 마케팅 도구로서의 기능성, 하위문화

계층의 사회적 이념전달을 위한 위계성, 소속감의 표현

을 통한 안정성, 유머와 위트를 표현한 언어유희로서의

통시성, 조형적 이미지로의 변질을 통한 변질성의 특성

을 지닌다.

셋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를 시스템 관

점에서 고찰한 결과 기능성, 위계성, 안정성, 통시성의

특징이 나타나는 현대 패션의 타이포그래피는 언어적

특성이 조형적 특성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변질성

의 특징이 나타나는 현대 패션 타이포그래피는 조형적

특성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변질성의 특징에서는 타이포그래피가 본래 글자의 의

미는 사라지고 패턴이나 디테일로서의 기능만 남아 조

형적 특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특성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계성

과 통시성은 디자이너나 착용자의 의도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교적 가독성이 높은 폰트를 이용한 문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지니지만 그 내용에 있

어서는 위계성의 특성을 지니는 사회적 슬로건으로서의

타이포그래피는 사회 계몽적 성격 및 문화적 특성을 지

니는 반면, 통시성을 지니는 언어유희로서의 타이포그

래피는 보다 개인적인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때로

는 저속한 위트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기능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타이포그래

피는 브랜드 및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알리고자 하는 것

을 공통 목표로 하는 유사점을 지니지만, 기능성은 기업

이나 브랜드의 마케팅적 측면이 기본인 반면 안정성의

특성은 개인적인 소속감이나 심리적 안정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를 고찰함에 있어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하여 시

스템 이론이라는 틀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

스템 관점에 의해 패션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실체의 부

분과 전체의 상관성, 부분과 부분끼리의 연관성 및 상호

작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

며,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의 미적 가치에 대해 선

행연구에서 살펴본 기능 및 속성에 관련된 가치뿐만 아

니라 조형적 변형을 통한 변질 및 비약의 특성도 도출

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대 패션에 나

타난 타이포그래피의 미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

을 통해 패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는 브랜드 마케팅

을 위한 수단, 패션을 통한 사회 변화 시도, 개인 및 집단

의 심리적 동조, 디자이너의 영감 및 착용자의 의지 표

현을 위한 도구 등으로 다각적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타이포그래피는 패션의 상업성이 중시

된 현 시점에서 사회 및 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에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 패션 표현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며,

영감 및 의지 표현을 통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창조적 매개체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스템 관점에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타이

포그래피의 미적 가치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보다 객관

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근거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 관점을 이론적으로 분

석한 후 패션 현상에 적용시키는 과정은 언어적 특성을

조형적 특성으로 연결 및 변환시키는 작업으로, 그 내

용 및 속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특성 중 내용면에서

의 특성과 패션 현상과의 연관성을 찾아 진행한 것으로,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하는 언어가 가시적인 조형성을

지니는 패션을 묘사하는 조형 언어로 일괄 적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

난 타이포그래피의 사례가 특정한 패션 분야의 사례가

아닌 다양한 패션 분야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사례 간의 목적성이 상이하다는 점이 연구결과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연구

의 한계점은 동일 조건의 사례를 통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물의 속성에 대한

관점인 시스템이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효용성 있

는 이론적 틀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

며, 후속연구에서는 시스템 관점에 의해 패션에 나타나

는 현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각 패션 현상에서 시스템의

특성이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며 적용될 수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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