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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매싱 북 2 : 로스트 파일The Lost Files  *

처음에는 더 많은 내용을 실을 계획이었다.

1.	웹	디자인	비즈니스의	골칫거리와	대응법	-	스파이더	슈나이더Speider	Schneider

2.	웹	디자인	커뮤니티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폴	스크리븐스Paul	Scrivens	

3.	궁극의	웹	디자인	질문지와	체크리스트	-	캣	네빌Kat	Neville

4.	유명	디자이너들의	전문적	조언(인터뷰)	-	스티븐	스넬Steven	Snell

그러나 분량의 한계로 이 글을 책에 다 싣지 못했다. 대신 《 스매싱 북 2》를 

구매하는 모든 독자들께 무료 보너스 전자도서로 ‘로스트 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리뷰, 댓글, 이메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드리며, 그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

한 가치임을 말하고 싶다.

비탈리 프리드먼Vitaly Friedman, 

스벤 렌나르츠Sven Lennartz 및 스매싱 패밀리

		*	 ‘로스트	파일’은	웹액츄얼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books.webactually.com

솔직히 말해서 《 스매싱 북 1》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다. 하지

만 우리는 처음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운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제본의 품

질도 낮았던 점 등 치명적인 실수들을 겪었다. 그러나 한 가지, 책의 수준 높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긍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겪으며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소중한 독자 여러분께 빚을 졌기에 《 스매싱 북 2》는 역시 

높은 수준의 콘텐츠로, 출판 과정의 오류 없이 제공해드려야겠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 스매싱 북 2》를 《 스매싱 북 1》보다 모든 면에서 더 훌륭하게 만들

고 싶었다. 더 흥미로운 주제를 더 많은 분량으로 다루었으며, 하드커버와 사철

제본, 더 개선된 타이포그래피, 멋진 가름끈을 쓰고 싶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 스매싱 북 1》과 같은 가격으로 제공하고 싶었다. 마침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냈다.

《 스매싱 북 2》의 각 장을 장식하고 있는 환상적인 삽화들은 호주의 화가인 

이잉 루Yiying Lu의 작품이다. 그녀는 트위터에서 서비스 장애 시 나타나는 고래fail 

whale 그림의 작가로, 매우 창의적이고 높이 평가되는 일러스트레이터이다.

이 책에 언급된 모든 참고문헌과 자료는 온라인에 정리해놓은 링크를 통해1)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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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매싱 매거진>의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웹 디자

인 각 분야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프로그래머・디자이너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킹

을 통해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끌어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웹이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자의 행동을 제안합니다. 웹 디자인을 이끄는 

미디어로서 주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웹 디자인은 이제 시각적,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

이션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사용자의 감성을 표현하는 ‘미디어’의 역할

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코드만 많이 익히거나, 의미 없이 부여된 사진・일러

스트・타이포그래피로는 사용자의 기대치를 따라가기 벅찬 시기가 온 것입니다. 

웹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준비 자세는 ‘사용자/인간’을 이해

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 스매싱 북 2》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 하나로 끝까지 출판을 기다려준 독일의 <스매싱 매거진>팀에 가장 깊은 감

사를 드립니다.

웹액츄얼리의 출판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웹 디자인 작업과 실무에 

조금이나마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좀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만드는 웹 디자인을 위해! 파이팅입니다. 

웹액츄얼리 북스팀   

웹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온라인 매거진으로 평가받는 <스매싱 매

거진>. 온라인 심층기사 중 독자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가치 있는 내용만 모아 책

으로 펴낸 것이 《 스매싱 북》입니다. 《 스매싱 북 1》 출간 후, 이 책을 우리말로 만

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좋은 평을 주신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웹액츄얼리의 첫 작업이었던지라 쏟았던 애정에 비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 스매싱 북 2》. 출간이 늦어진 만큼 모든 면에서 한층 업

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독자를 찾아갑니다. 《 스매싱 북 1》은 그동안 아무도 제대

로 정의해 주지 않았던 모던 웹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루었습니다. 《 스

매싱 북 2》는 이에 나아가 디자인 일반, 인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출발한 웹 디자인 원리를 더욱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개념을 필두로 와이어프레임과 프로토타입

에 대한 정의와 비교, 게임이론을 적용한 UX 디자인의 원리, 사용자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생생한 분석 사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제작 전반에 걸친 지식을 모두 10개의 장에 담아낸 《 스매싱 북 2》

는 (감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모음을 읽는 듯합니다. 각 장의 주제는 명확

하게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항상 다루는 웹의 요소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더 깊게 생각하도록 사고의 폭을 넓혀줍니다. 일시적인 유행에 편승한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 원칙에 기반한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을 장

착시켜 줍니다.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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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관계적인 미니멀리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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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그래픽 디자인의 원칙 

 CHAPTER 1 

매트 워드 + 알렉산더 차차 



   

1
CHAPTER 우리가	웹	디자이너로서	하는	일에	대해	퍼져	있는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진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웹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분야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영역에서는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각각	고유의	장점과	이론을	

바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두	분야	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를	닉	

하스Nick	Haas는	자신의	블로그	도입부에서	매우	명쾌하게	설명했다.1)	

그에	따르면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디자이너는 인쇄 매체와 웹 미디어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지만  

이 두 분야는 별개이며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픽 디자이너와  

웹 디자이너의 뚜렷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디자인하는 접근 

방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분야의	차이점에	대한	하스의	견해는	분명히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그는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훌륭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인쇄물과	웹의	암묵적	차이점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부분도	

없지	않다.	어쨌든	우리가	웹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	많은	

부분은	그보다	훨씬	역사가	긴	그래픽	디자인에서	유래한	것이다.	

여백white	space,	대비contrast,	색채	이론color	theory,	그리드grid	등	

인쇄의	세계에	기원를	두고	있는	이	개념들은	오늘날	전	세계	웹	

디자이너들의	언어가	되어	인쇄와	웹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현대적인	웹	디자인과	관련된	그래픽	디자인의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디자인	행위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중요	요소와	방법론을	살펴보고,	나아가	

단순히	좋은	디자인과	진정으로	위대한	디자인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	구분은	때로	애매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prologue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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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도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프

로세스에 매우 신중하고 적절한 그래픽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점은 

출판 디자인에서도 그렇듯이 웹 디자인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그래픽’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이니

까. 그러나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웹 디자인의 전 영역, 즉 사용자 인터페이

스UI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디자인과 같은 면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

리는 알고 있다. 디자인의 이런 국면들은 분명히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각각 다

른 기능을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UI와 UX는 시스템 디자인의 기능에 보다 가까우며 사용성 및 반응에 초점

을 둔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가? 사용자가 경로를 찾아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을 신속하고 쉽게 해낼 수 있는가? 시

스템이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가? 이 문제들은 그래픽 디자인 자

체보다 UI와 UX에 더 적용되는 질문들이다.

그래픽 디자인은 분명히 UI, UX 디자인 분야에 기여하며 이후 논의할 많은 

기법을 통해 그 분야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웹 디자인에서 그

래픽 디자인의 역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디자인(의미의 시각적 

전달 장치)을 그 자체로 고찰해야 한다. 나아가 그래픽 디자인의 풍요롭고 흥미

로운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웹 디자인을 더 정확하게 파

악할 수 있다.

1
그래픽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What is Graphic Design?

웹 디자인 세계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래픽 디

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픽 디자인의 정의를 먼저 내린 후

에야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이라 부르는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캐서

린 매코이Katherine McCoy는 “그래픽 디자인은 예술인가? 과학인가? 비즈니스인가? 

수공예인가? 아니면 언어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픽 디자인이 지닌 다면

적 특성을 언급했다. 그녀는 확실하게 답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픽 디자인이 

탄생한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그래픽 디자인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래픽 디자인은 산업혁명 이후 커뮤니케이션 요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으로서, 대량생산의 산물을 당시 팽창하고 있던 소비사회에 판매할 목적으로 

고안되었다.2) 이런 관점에서 그래픽 디자인은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창조적 행위

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완벽한 정의는 아니지만 모든 그래픽 디자인에 적용되

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픽 디자인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궁극적으로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이것은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형태, 색상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실

현된다. 그러나 보는 이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때로는 즉각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커뮤니케이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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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래픽 디자인의 범위를 더 넓게 접할수록, 그리고 시각적 언어에 대한 우

리의 이해가 더욱 정교할수록 이런 본능은 진화한다. 문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역사에는 즐기고 연구하며 배울 수 있는 고전이 많다.

그리드를 생각해보자. 디자인에서 그리드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연

구와 노력이 있어왔다. 그리드는 디자인의 구조를 잡는 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시처럼 간결하고 때로는 오페라처럼 웅장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단지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줄 맞추면서 노크노크 조크  * 같

은 저차원적 수준의 세련도에 만족하며 작업하고 있다. 디자인의 역사를 이해하

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수준 낮은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역사와 이론의 중요성

디자인을 볼 때면 우리는 언제나 각각 다르게 표현된 디자인 언어를 읽게 된다. 

그리고 여러 이론과 철학의 산물인 어휘가 콘텐츠에 구조를 부여하는 방식에 점

점 더 익숙해진다. 디자이너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의 흐름을 거쳐서 

흘러와 남은 모든 족적, 모든 이론을 지니고 있는 “뛰어난 혈통의 계승자” 3)다.

이 분야의 위대한 실천가들은 이 언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과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고유한 유

산을 통해(책으로든 다른 형식으로든) 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어떻게 정당화

했는지 배울 수 있다. 한 디자이너의 작품 중 예제를 충분히 분석하고, 동시대인

들과 그 영향 관계를 탐구해보면 다른 것과 구별되는 분명한 사고의 패턴을 발

		*		 knockknock joke	:	knock,	knock로	시작하는	문답식	말장난.

2
디자인의 언어

The Language of Design

디자인은 페이지 위에 그려진 선, 형태, 이미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 안에는 

풍부한 시각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 역사를 깊이 탐구해볼수록 선

대의 사람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시각적 산문에 어떻게 기여했고 정의를 내리고 

깊이를 더했는지 알 수 있다. 디자인의 본질과 응용에 관한 이론들이 발전함에 

따라 그것이 설명하고 있는 시각적 언어도 함께 진화했다. 오늘날 이 언어는 이 

분야 거장들의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실험, 기록과 수정, 입증과 해석을 통한 풍부

한 이론들 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잘 파악하면 할수록 그래픽 디자인의 사례를 더 잘 평가하

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본능적으로 더욱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그리드의	발전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디자인	표현을	이끌어냈다.	첫	번째는	‘반데그라프	규칙(Van	de	

Graaf	canon)’에	기초한	형태.	두	번째는	단순한	모듈형	그리드.	세	번째는	기하학적	기반의	실험적	구성.	



20   20      21

고 주어진 공간 내에 정렬할 수 있어야 한다. 매체가 무엇이든 그들의 아이디어를 

길잡이 삼아 우리만의 이야기를 위한 시각적 문법을 만들어야 한다.

디자인의 역사와 이론을 연구하다 보면 자신의 통찰력을 디자인 언어에 기꺼

이 나누어준 수많은 위대한 거장들과 만나게 된다. 요셉 뮐러-브로크만Josef Mu
‥

ller-Brockmann(그리드 관련), 얀 치홀트Jan Tschichold(구성 관련), 볼프강 바인가르트

Wolfgang Weingart(타이포그래피 관련)가 남긴 저작들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

다. 이 연구들은 어떤 디자인을 보았을 때 시각적인 매력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더 깊게 관통해서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좋은good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역사를 외우고 있어 누가 언제 어떤 기념비적

인 업적을 세웠는지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위대한great 디자이너는 그런 기념비적

인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이해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시대

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인 폴 랜드Paul Rand는 

누구와도 구별되는 독특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글을 대충만 읽어봐도 

라슬로 모홀리나기La′szlo′  Moholy-Nagy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라

슬로 모홀리나기의 한마디 말은 폴 랜드로 하여금 “책과 에세이, 특히 미학 관련 

서적을 탐독하도록 했다. 그는 라슬로 모홀리나기의 《 새로운 시각The New Vision》

과 존 듀이John Dewey의 《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에서 영감을 받아 자

신만의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었다.”4) 

폴 랜드로부터 퍼져 나가는 이 대략적 관계도는 맥락을 보여주고, 한 점에서 

출발해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줄기가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런 식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어떤 디자이너들을 연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들 간의 연관성과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들은 학습을 추진

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폴 랜드의 작품뿐만 아니

라 모홀리나기의 《 새로운 시각》과 존 듀이의 《 경험으로서의 예술》도 알아야 한

다. 이런 책들이 폴 랜드처럼 위대한 디자이너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면, 이

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풍족한 선물을 받고 그 역사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문제

와 무관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언어가 가장 탁월하게 구사되는 

것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언어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디자인은 

내용과 형식의 편집이다”5)라고 한다면, 어떤 디자인을 보거나 어떤 디자인 철학

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시대를 막론하고 시각적 언어가 어떻게 각기 다른 요구

들에 맞게 적응해왔는지 살펴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위대한 거장들의 디자인을 연구하고 그들의 정신을 들여다

본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그들이 선택한 활자, 이미지, 모양을 단순히 흉내 내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그보다는 각 요소들(및 요소들의 관계)을 진정으로 이해하

		폴	랜드로부터	퍼져	나가는	이	대략적	관계도는	한	점을	시작으로	역사적,	철학적	줄기가	어떻게	뻗어	나

가는지	맥락을	보여준다.	그들	간의	연관성	및	새롭게	발견되는	사실들은	우리의	학습을	더욱	추진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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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Desig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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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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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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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대를 초월한 사고

Timeless Thinking

시대 초월성timelessness에 대해 평가할 때에는 언제나 취향, 탐색 능력, 품질 등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고찰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 디자인(또는 그 디자인의 요

소들)이 10년, 20년, 50년 후에 어떻게 보일지 예견할 수 있다. 일시적인 유행에 영

합하는 요소들은 점차 사라지지만 근본적으로 견실한 요소들은 그 예리함을 

계속 유지해나간다.

이런 훈련을 통해 디자이너는 주어진 솔루션이 진정으로 콘텐츠에 어울리는

지, 또는 그것이 매우 보편적이어서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이런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 보이는 작업과 

품질이 유지되는 작업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다.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

은 일시적 효과를 위한 눈속임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좋은 아이디어 전

달에 전적으로 집중한다.

일시적 디자인 vs.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시대에 구애받지 않는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 그 반대편, 즉 일시적 디자인에 대

해 생각해보자. 특정 그룹에 어필하기 위해 혹은 유행하는 분위기에 편승하기 

를 뛰어넘는 디자인, 미니멀리즘, 이미지, 타이포그래피, 시각적 목소리 등의 개념

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이것이 그래픽 디자인 예술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에 대

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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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그 언어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을 들어보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것이다.

타이포그래피와 구성

도서명 저자 국내 출간

The	Elements	of	Typographic	Style Robert	Bringhurst

Thinking	With	Type Ellen	Lupton 엘렌	럽튼	《타이포그래피	

들여다보기》	비즈앤비즈,	2013

Making	and	Breaking	the	Grid:	A	

Graphic	Design	Layout	Workshop

Timothy	Samara 티모시	사마라	《그리드를	넘어서》	

안그라픽스,	2006

Grid	Systems	in	Graphic	Design	

(Rastersysteme	fur	die	visuelle	

Gestaltung)

Josef	Müller-Brockmann 요셉	뮐러	브로크만		

《그리드	시스템》	동일출판사,	1989

Wolfgang	Weingart:	My	Way	to	

Typography

Wolfgang	Weingart

The	New	Typography Jan	Tschichold 얀	치홀트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안그라픽스,	2006

Typographie:	A	Manual	of	Design Emil	Ruder 에밀	루더	《타이포그래피》	

안그라픽스,	2001

The	Graphic	Artist	and	His	Design	

Problems

Josef	Müller-Brockmann

Graphic	Design	Manual:	Principles		

and	Practice

Armin	Hofmann

Geometry	of	Design:	Studies	in	

Proportion	and	Composition

Kimberly	Elam 킴벌리	일램	《디자인	기하학》	

비즈앤비즈,	2005

Grid	System:	Principles		

of	Organizing	Type

Kimberly	Elam

Typographic	Systems	of	Design	 Kimberly	Elam 킴벌리	일램	《그리드	디자인	

어드밴스》	비즈앤비즈,	2008

역사

도서명 저자 국내 출간

Meggs’	History	of	Graphic	Design Philip	B.	Meggs	and	Alston	

W.	Purvis

필립	B.	멕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2011

Graphic	Design:	A	Concise	History Richard	Hollis 리처드	홀리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시공아트,	2000

The	Story	of	Graphic	Design:	From	

the	Invention	of	Writing	to	the	Birth	of	

Digital	Design

Patrick	Cramsie

Graphic	Design	History Steven	Heller	and	Georgette	

Ballance

Swiss	Graphic	Design:	The	Origins	

and	Growth	of	an	International	Style,	

1920–1965

Richard	Hollis 리처드	홀리스	《스위스	그래픽》	

세미콜론,	2007

인물 

도서명 저자 국내 출간

Paul	Rand Steven	Heller

Paul	Rand:	Conversations	with	

Students

Michael	Kroeger 마이클	크뢰거	《폴	랜드와의	대화》	

워크룸,	2009

Active	Literature:	Jan	Tschichold	and	

New	Typography

Christopher	Burke 크리스토퍼	버크	《능동적	도서-얀	

치홀트와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워크룸,	2013

Make	It	Bigger Paula	Scher

Vignelli	From	A	to	Z Massimo	Vignelli

Josef	Mu‥ller-Brockmann:	Pioneer	of	

Swiss	Graphic	Design

Lars	Mü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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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 워드 Matt Ward, 1981

        디자인이란 무언가를 예뻐 보이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일이다. 시각적 문제에 관해  

목적에 맞고 의도한 해결책을 공들여 제작하는 일이다. 

매트	워드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학으로	시각	디자이너의	

꿈을	이룬	매트는	꽤	많은	백엔드	작업과	프론트엔드	코딩을	결합해서	작업한다.	그는	4년간	

출판업에	종사했고,	10년간	온라인에서	경력을	쌓았다.	가장	좋아하는	색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색이다.	아내와	딸을	즐겁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	자유시간에는	독서,	기타	연주,	

비디오	게임을	즐긴다.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 절대,	절대로	배움을	멈추지	말라.	배움은	당신이	더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원하는	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제보다	좋아졌다면	

그것이	발전이다.	계속해서	나아가라.

알렉산더 차차 Alexander Charchar, 1985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최종 결과는 수백 번의 작은 결정과 아이디어가  

만들어내는 완성품이다.   

이것을 잘 묶어낼수록 결과는더 좋아진다. 

알렉산더	차차는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으며,	스윈번	대학을	졸업한	후	지속적인	연구와	

집필을	통해	꾸준히	지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디자인계에서	10년간	경력을	쌓았고,	

타이포그래피와	아이디어	위주의	디자인에	주력하고	있다.	업무	시간	외에는	아내와	함께	

한가롭게	시간을	보낸다.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고,	영화와	음악,	독서에	열광적이다.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 당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있다면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자에 대해 

이론·견해·사상

도서명 저자 국내 출간

The	Essential	Principles	of	Graphic	

Design

Debbie	Millman

Art	as	Experience John	Dewey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How	to	Be	a	Graphic	Designer	Without	

Losing	Your	Soul

Adrian	Shaughnessy 아드리안	쇼네시	《영혼을	잃지	않는	

디자이너	되기》	세미콜론,	2007

Paul	Rand:	A	Designer’s	Art Paul	Rand 폴	랜드	《그래픽	디자인	예술	:	폴	

랜드》	안그라픽스,	1998

Looking	Closer	(Books	1–5) various	contributing	authors,	

edited	by	Michael	Beirut,	

Steven	Heller,	William	

Drenttel,	DK	Holland,	and	

others

It’s	Not	How	Good	You	Are,	It’s	How	

Good	You	Want	to	Be:	The	World’s	

Best	Selling	Book

Paul	Arden

Whatever	You	Think,	Think	the	

Opposite

Paul	Arden 폴	아덴	《생각을	뒤집어라》	

김앤김북스,	2007

On	Book	Design Richard	Hendel 리처드	헨델	《북디자인	이야기》	

국민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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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웹사이트 만들기 시리즈➎ 

감성 디자인
애런	월터

아름다운 웹사이트 만들기 시리즈➍ 

반응형 웹디자인
이단	마콧

아름다운 웹사이트 만들기 시리즈➌ 

웹사이트를 위한 

콘텐츠 전략
에린	키산

아름다운 웹사이트 만들기 시리즈➋ 

웹디자이너를 위한 

CSS3
댄	시더홈

아름다운 웹사이트 만들기 시리즈➊ 

웹디자이너를 위한 

HTML5
제레미	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