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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graphythonik

간단한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인터내셔널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시각 커뮤니케이션, 그래픽 아이덴티티, 
인터랙션 및 모션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문화 부문, 비영리 단체, 정부 
및 기업 부문의 클라이언트들과 협력하고 
있고요. 

토닉은 1993년 니키 
고니센(Nikki Gonnissen)과 토마스 
비더쇼펜(Thomas Widdershoven)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능력 
있는 디자이너와 수년 동안 일하면서 
‘토닉 패밀리’를 이루었죠.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스튜디오입니다만 아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저희 
작품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디자인, 이라고 하는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분야에
어떻게 뛰어들게 되셨는지요?

우리가 스튜디오를 막 시작했을 
때, 세상에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사회와의 연관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DEMOCRACY NEEDS 
TO BE REVITALIZED 
TO STAY RELEVANT AND 
DESIGN HAS A ROLE 
TO PLAY IN THIS. 

Socialist
Party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찾았습니다. 그래픽,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아이덴티티 디자인 
같은 분야는 협력과 실험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위한 플랫폼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에 무척 익숙하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나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 
‘그래픽’과 ‘포토그래픽’에는 이미지와 
테크닉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프셋 
인쇄에서는 ‘라인(line)’ 프린팅과 
‘래스터라이즈(rasterized)’ 프린팅의 
차이가 있지요. 저희가 그래픽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그래픽 이미지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그래픽 이미지가 더 강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이미지의 ‘플랫함’은 
그 이미지의 컨텍스트와 주변 환경 
사이에 대비를 만듭니다. 우린 언제나 
교통 표지와 우리가 ‘플랫 광고’라고 
부르는 깔끔하고 컬러풀하면서 뚜렷한 
레이어가 없는 광고들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언어와 
이미지가 하나가 되는 독특한 형태의 
그래픽 이미지이죠.

특히 사회당(SP), 홀란드
페스티벌, 제11회 베니스
국제건축비엔날레, 보이에만스
판 부닝언 미술관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작업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명해
주신다면요?

작업을 막 시작하던 90년대 당시 
우리의 디자인은 개념적이었습니다. 
아이디어가 형태를 결정했죠. 솔 
르윗(Sol LeWitt)이 1969년에 쓴 
‘개념미술에 대한 명제’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형태는 개념을 
따른다.’라는 명제에 따라 저희는 형태, 
색상, 종이, 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결정 
없이 작업했습니다. 희석되지 않은 
색상(팬톤 잉크와 CMYK 잉크)을 쓰고 
폰트는 아베니어(Avenir) 하나만 쓰고 
A 사이즈 종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지만, 

어떠한 스타일을 의도하였던 건 결코 
아니었어요. 

90년대 이후부터는 더 다양한 
그래픽 도구들을 활용했습니다. 
사회와의 상호작용 또한 저희에게 더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정당(사회당)의 
작업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과 의회 
사이에 불신이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민주주의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사회와의 
연관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홀란드 페스티벌과 보이에만스 
판 부닝언 미술관,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프로젝트에서는 풍부한 그래픽 언어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이러한 문화 기관들을 사회와 
연결해줍니다. 가시성(visibility)에 
아이덴티티와 브랜딩에 대한 실험을 
결합시키죠. 

베니스 비엔날레의 경우 테마는 
건물을 넘어선 건축이었습니다. 세계 
위에 세워진 집의 상징을 갖고 작업을 
시작했지요. 이 이미지를 반복하니 
하나의 패턴이 되었어요. 이 패턴에서 
베니스의 화려한 건축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이 그래픽 

혼란스러운 세상에 
뚜렷한 메시지를 던지다
네덜란드 디자인 스튜디오 
토닉(thonik)

토닉(thonik)은 니키 
고니센(Nikki Gonnissen)과 
토마스 비더쇼펜(Thomas 
Widdershoven)이라는 부부 
디자이너가 설립한 네덜란드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그들의 디자인을 
처음 접했을 때,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랄까. 아이덴티티 작업물을 

주로 보았는데, 아름답고도 일관된 
그래픽 이미지와 그에 꼭 맞는 서체 
디자인이 순식간에 각인되었다. 
명징하고 바른 좌표와도 같은 그들의 
작업은 콘텐츠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적 
특징을 ‘뚜렷함’이라고 표현하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토닉의 디자인을 
보고 사람들이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그들.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토닉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THROWING CLEAR MESSAGE 
TO CONFUSED WORLD
DUTCH DESIGN STUDIO 
THONIK

THONIK IS A DUTCH DESIGN 
STUDIO FOUNDED BY THE 
MARRIED DESIGNER COUPLE, 
NIKKI GONNISSEN AND 
THOMAS WIDDERSHOVEN. 
THEIR DESIGN WAS AN EYE-
OPENER TO ME RIGHT AT 
FIRST SIGHT. MOST OF THEIR 
WORKS BEING IDENTITY 
DESIGN. THE BEAUTIFUL AND 

CONSISTENT GRAPHIC IMAGES 
AND THE VERY FITTING TYPE-
FACE MADE AN IMPRINT ON MY 
MIND. THEIR WORKS, CLEAR AND 
PRECISE, ARE BASED ON THE 
NOTION OF COMMUNICATION. 
THONIK SAYS THEIR OWN TRAIT 
IN DESIGN IS CLARITY AND THEY 
WANT PEOPLE TO NAVIGATE 
THROUGH THE ABUNDANCE 
OF THE INFORMATION AGE. 
WE LISTENED TO THE STORY OF 
THONIK, WHICH IS INTERESTED 
IN CONNECTING SOCIETY, 
CULTURE, AN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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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introduce yourself.

We are an international 
design studio based in 
Amsterdam. We specialize in visual 
communication, graphic identity, 
interaction and motion design. 
We collaborate with creatives and 
clients in the cultural, non-profit, 
government and business field. 

Thonik was founded by 
Nikki Gonnissen and Thomas 
Widdershoven in 1993. We work 
with talented des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over the 
years this has led to a remarkable 
Thonik family. Although based 
in Amsterdam you will find our 
work in Asia, South-America and 
throughout Europe. 

What brought you all in this
lovely and hard field, which
is called DESIGN?

From the very first day that 
we started our studio, we have 
been inspired and motivated 
to bring strong communication 
design into the world. And as 
we ourselves are socially and 

culturally engaged people, we 
look for projects and initiatives 
that are too. The design field, both 
the graphic, typographic and also 
identity design field are a platform 
for collaboration, experiment and 
social engagement. We found 
ourselves at home in this field and 
never left it.  

What are the reasons why
you came to b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ypography?

In communication design 
there is a difference, in image and 
technique, between ‘graphic’ and 
‘photographic’. In offset printing 
it is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line’ printing and ‘rasterized’ 
printing. Our choice for graphic 
was due to our fascination for 
the graphic image and due to the 
fact that we were (and still are) 
convinced that graphic images are 
stronger when it comes to public 
space. Their ‘flatness’ creates a 
contrast between their context and 
surrounding. We have always been 
inspired by traffic signs and what 
we would call ‘flat advertisement’: 

clear, colorful and without much 
obvious layers to it. Typography is 
a specific form of graphic imagery: 
language and image can become 
one.  

Your works are remarkable.
Especially identity design
works such as SP (Socialist
Party), Holland Festival, 11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biennale Venice,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If there is only Thonik’s
working process, can you
elaborate on that?

In the beginning, in 
the nineties, our design was 
conceptual: the idea determines 
the form. This was based on Sol Le 
Witt’s ‘sentences on conceptual 
art’ from 1969. Next to ‘form 
follows concept’ we worked with 
default decisions on form, color, 
paper, and size. We used undiluted 
colors (pantone inks and full 
color process inks), we used one 
typeface, Avenir, and we used 
A-size paper. All this gave our work 
a distinctive look, but it was never 

meant as a style. 
From the nineties onwards 

we broadened our approach to a 
richer palette of graphic means. 
Also the interaction with society 
became more important to us. We 
started working for a political party, 
the SP(socialist party) because of a 
growing distrust between citizens 
and parliament. Democracy needs 
to be revitalized to stay relevant 
and design has a role to play in this. 

In the projects for the 
Holland Festival, the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and the 
architecture biennale Venice you 
can see a rich graphic language. 
Our communication connects 
these cultural institutes with 
society. Visibility is paired to 
experiments with identity and 
branding.  

For the Venice Biennale the 
theme was architecture beyond 
building. We started with the 
symbol of a house standing on 
top of the world. We repeated this 
image and so it became a pattern. 
In that pattern you can see a 
reaction to the ornate architecture 
of Venice. The typography jumps 

구조에 뛰어들고 다시 나오면서 그래픽 
언어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죠. 이탈리아 
파빌리온의 정면에는 거대한 그래픽 
이미지가 파빌리온의 파시스트적 건축을 
파열시킵니다. 밧줄 장식과 운하를 
따라 세워진 구형의 벽면이 큐레이터 
아론 베츠키(Aaron Betsky)의 언어를 
비엔날레에 소개하죠.

홀란드 페스티벌 작업의 
폰트는 아이덴티티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폰트를 
만드는 편인가요? 이 작업에 대해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홀란드 페스티벌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홀란드 페스티벌의 풀네임과 
이니셜 HF를 통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스티벌에 
익숙한 사람들은 HF라는 이니셜을 금방 
인식했지만 새로운 관객들은 정보가 더 
필요했지요. 특별한 폰트를 만듦으로써 
로고와 풀네임, 그리고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 폰트는 합자(ligature)와 

스텐실 테크닉을 결합한 것입니다. 
합자란 두 글자를 하나로 합치는 걸 
말하는데 80년대의 페스티벌 디자인에서 
안톤 베이케(Anthon Beeke)가 
모음을 제거하고 글자를 합친 것과 
모린 무렌(Maureen Mooren)과 
다니엘 판 데 펠텐(Daniel van der 
Velden)이 HF를 하나의 로고로 
연결한 이전 디자인을 차용한 것입니다. 
저희는 로고를 더 압축시켰고 로고를 
식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스텐실 
레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하여 볼드 먼데이(Bold Monday)의 
폴 판 데 란(Paul van der Laan)과의 
협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폰트를 
개발했습니다.

방금 질문의 연장선에 있는 
질문인데요, 폰트를 만든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도 토닉은 꾸준히
새로운 폰트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폰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폰트는 항상 특정 클라이언트의 특정한 
아이덴티티와 연결되어 있죠. 폰트는 
우리에게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아이덴티티와 연결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왼쪽 끄트머리에 있는 서명 
정도에 불과한 아이덴티티는 지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덴티티는 
그냥 브랜딩이나 소유자 표시 차원에 
그치게 됩니다. 아이덴티티는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데 
말이죠.

토닉은 분명 독특합니다.
토닉만의 특징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나요?

우리는 뚜렷함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참 혼란스럽잖아요. 우리의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이 혼란한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근에 몰두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현재 아시아의 프로젝트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하이의 
당대미술박물관(PSA)과 심천 도시/건축 
바이시티 비엔날레(UABB)입니다. 

당대미술박물관의 
아이덴티티에서 저희는 영문자와 
중문자를 동등한 파트너 입장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해에 
대한 희구(즐거움과 두려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균형 잡힌 두 언어로 이루어진 
타이포그래피가 새로운 다극화 세계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6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언어와 
5,000~10,000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언어를 합치는 건 상당히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형태의 차이뿐만 아니라 
양자의 타이포그래피 전통이 상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중국 디자이너를 찾아가 
배우기도 했고 스튜디오에도 홍콩의 
심슨 체(Simpson Tse)와 같은 중국 
디자이너들을 영입했습니다.

2015 심천 비엔날레의 테마는 
‘도시에 다시-살기(re-living the 
city)’입니다. 대규모의 하향식 도시 
디자인은 이제 시효가 지났죠. 도시는 
이제 소규모의 개입과 기존 구조물의 

타이포그래피는 이 그래픽 
구조에 뛰어들고 다시 나오면서 
그래픽 언어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죠.

저희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이러한 문화 기관들을 사회와 
연결해줍니다. 가시성에 
아이덴티티와 브랜딩에 대한 
실험을 결합시키죠. 

THE TYPOGRAPHY 
JUMPS IN AND OUT OF 
THIS GRAPHIC STRUCTURE, 
WHICH GIVES A GRAPHIC 
LANGUAGE TO THE 
IDENTITY.

OUR COMMUNICATION 
CONNECTS THESE 
CULTURAL INSTITUTES 
WITH SOCIETY. 
VISIBILITY IS PAIRED TO 
EXPERIMENTS WITH 
IDENTITY AND BRANDING.  

11th Intl. 
Architecture 
Biennale 
Venice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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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드 페스티벌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홀란드 페스티벌의 풀네임과 
이니셜 HF를 통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뚜렷함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참 혼란스럽잖아요. 
우리의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이 혼란한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THE HF IDENTITY 
STARTED WITH THE 
QUESTION ON HOW 
WE COULD INTEGRATE 
THE ABBREVIATION 
‘HF’ AND THE FULL NAME 
OF HOLLAND FESTIVAL.

WE ENJOY CLARITY. 
THE WORLD IS QUITE 
CONFUSING. OUR DESIGNS 
HELP PEOPLE NAVIGATE 
THROUGH THE ABUNDANCE 
OF THE INFORMATION 
AGE.

Holland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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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도시인은 수렵채집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렵채집인의 
상징으로 가방을 갖고 작업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직물로 짜인 가방은 
도시를 이루는 네트워크화 된 직물의 
표현이지요. 직조법으로 독특한 폰트도 
만들 수 있었죠. 가방에는 재사용(re-
using)에서처럼 RE라고 쓰여있습니다. 
우리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도시 심천의 
거리에서 가방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입니다. 직조법으로 짜인 폰트는 
지그문드 랍사(Zigmunds Lapsa)와 
협력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직조된 커다란 
현수막으로 제작해 행사 곳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토닉만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작업 
방식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디자인에서 명징함을 찾는 
우리의 작업은 명료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복잡한 일입니다. 형태는 메시지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것이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때때로 그들이 더 
명징해지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럼 그들의 청중 또한 메시지를 
인식하고 잘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이 
진실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분석 또한 
작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실험하고 탐험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디자인을 
탐색의 방식과 비교해 보면 틀림없이 
표면에 뚜렷한 계획이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죠.

물론 하나만 고르기란 어렵겠지만 
가장 인상적인 작품과 그 이유를
꼽으신다면요? 

현재로써는 브라질의 국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니키가 
올해 초에 ‘JA!’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피이케 베리만(Pieke Bergmans)과 
함께 브라질에서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민주주의와 사회 역량 강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지난 6년간 우리는 브라질을 

in and out of this graphic structure, 
which gives a graphic language 
to the identity. On the façade of 
the Italian pavilion a huge graphic 
image fractures the fascistic 
architecture of the building. Inside 
the corderia and along the canal 
Grande, ball-type walls introduce 
the language of curator Aaron 
Betsky to the exhibition. 

‘Holland Festival’ work
caught my eyes. The font fits 
perfectly the identity. When
it comes to identity design
works, do you usually tend
to make fonts at firsthand?
Please, explain more about
‘Holland Festival’ work.

The HF identity started 
with the question on how we 
could integrate the abbreviation 
‘HF’ and the full name of Holland 
Festival. People who were familiar 
with the festival recognized the 
HF, while a new audience would 
need more information. By making 
a very specific type we were able 
to connect the logo, the full name 
and the program. The typeface 

combines ligatures and stencil 
techniques. The ligature, which 
is a merge of two letters into one, 
is a reference to the previous 
designs by Anton Beeke in the 
eighties; who left out the vowels, 
and the design by Maureen Mooren 
and Daniel van der Velden; who 
connected the H&F into one logo. 
We compressed their logo even 
further and discovered that we 
needed to make it stencil letters to 
make it legible. So we compressed 
it and took away even more. From 
there we developed a whole new 
typeface, in collaboration with Paul 
van der Laan from Bold Monday.

This is an extension of a
previous question. As you
no doubt guessed, making
font is one of hard works.
Nevertheless, Thonik has
been doing it constantly.
I want to know the motivator.

We don’t make fonts in 
the classical sense. Our fonts are 
always connected to a specific 
identity for a specific client. We like 
to make fonts because it enables us 

to connect the content or program 
to the identity. Because an identity 
that is no more than a signature 
on the left corner of an image is 
something that we think is boring. 
Identity than becomes ownership, 
or mere branding, while identity 
should be about content and 
communication. 

Thonik is unique, indeed.
What do you say about
Thonik’s own trait? A sense
of beauty? An emotional
expression? What else?

We enjoy clarity. The world 
is quite confusing. Our designs 
help people navigate through the 
abundance of the information age.

Please tell us your story
about your art works that
you are working on these
days.

Two projects in Asia that we 
are currently working on are the 
Power Station of Art in Shanghai 
(PSA) and the Shenzhen Bi-City 
Biennale of Urbanism/Architecture 

(UABB). 
In the identity of the Power 

Station of Art we try to balance 
English and Chinese text as equal 
partners, expressing a hope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We see a balanced bilingual 
typography as an expression of a 
new multipolar world. Integrating 
the two language systems, one 
with 26 letters, the other with 
five to ten thousand characters 
is quite complex, not only 
because of formal differences, 
but also because of differences 
in typographic tradition. We 
connected to many Chinese 
designers to learn from them and 
we have Chinese designers at the 
studio, like Simpson Tse from Hong 
Kong, to work on the project. 

The theme of the 2015 
Shenzhen Biennale is ‘re-living the 
city’. Urbanism as a large-scale 
top-down design of the city is 
outdated. Cities should be bettered 
with small scale interventions and 
re-use of existing structures. The 
new urbanist has a ‘hunters and 
gatheres’ mentalitiy. That is why 
we started with a bag, as a symbol 

do trial and error. Often we feel 
that we are experimenting and 
pioneering. If you compare our 
designs to ways of finding, than 
there must be a clear plan on the 
surface, otherwise we will lead 
towards the wrong direction.

(Of course it will be difficult
to choose one, but) The
most impressive piece of
work and reason?

Right now we would say: 
the flags project in Brazil. Nikki 
did a project in Brazil earlier this 
year, called “JÁ!”, together with 
Pieke Bergmans. The project 
was about democracy and social 
empowerment. We have been 
coming to Brazil over the last 
six years, and we were always 
intrigued by the beautiful house 
facades. The architecture of the 
houses is very individualistic and 
characteristic in colors and forms, 
completely different than the 
houses in the Netherlands. 

JÁ! finds its inspiration 
from the Novembrada-protest in 
1979. That was the first large-scale 

of the hunter gatherer. The bag 
is woven, as an expression of the 
networked fabric that makes a city. 
The weaving allowed for a specific 
typeface. On the bag it says RE, 
as in re-using. We photographed 
the bag in Shenzhen, in the street, 
in the informal city. Those photos 
are the basis of all communication. 
The woven typeface,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Zigmunds Lapsa, 
is used throughout the exhibition, 
in large woven banners.

What are your design
process and way of working?

Our search for clarity in 
design seems clear and simple, 
but it is quite a complex. The form 
has to be “spot on”: convening the 
message both internal and external. 
Clients have to recognize that 
this is who they are and that often 
means that they have to change 
their way of communication to 
become clear. Then their audience 
has to recognize and appreciate 
the message and see that it is 
authentic. Analysis also plays a 
major role in the process, but so 

균형 잡힌 두 언어로 이루어진 
타이포그래피가 새로운 
다극화 세계의 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WE SEE A BALANCED 
BILINGUAL TYPOGRAPHY 
AS AN EXPRESSION OF 
A NEW MULTIPOLAR 
WORLD. 

Power 
Station of 
Art in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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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give some advice to
design students.

This is a special time for 
designers. Enjoy it! Small initiatives 
can have a global impact. 
Designers are agents of change.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좋은 형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요.

토닉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나라와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이 되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날은 디자이너들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즐기세요! 작은 시작도 
전 세계적인 임팩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란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토닉 홈페이지
www.thonik.com

진행: 황소영 / 번역: 김수빈

자주 방문했는데 항상 브라질의 
아름다운 주택 파사드를 보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브라질 주택의 건축 양식은 
색상과 형태가 매우 개인주의적이면서 
특징적입니다. 네덜란드의 주택들과는 
전혀 달라요. ‘JA!’는 1979년의 
시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브라질의 
군부 정권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시위였어요. 최근 네덜란드 비엔날레가 
열렸던 크루스에소우자(Cruz 
e Souza) 궁전 바로 앞에 있는 
플로이아노폴리스(Florianópolis)의 
중심에서 벌어진 시위였지요. 20년이 
지난 지금 브라질 사람들은 민주주의 
형성의 근간이 된 이 중요한 행사를 
기념하지 않아요. 그래서 브라질 개별 
주택의 모습에 기반을 둔 국기 디자인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현지인들을 
방문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부활했죠. 이것은 개인의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가진 
사회적 관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하려면 시민들이 
몇 번이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디자인이 여기에 한몫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 영감을 얻는지
궁금합니다.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에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보이에만스 판 
부닝언 미술관을 예로 들면, 이곳의 
아이덴티티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디자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스 
와이먼(Lance Wyman)의 1968년 
멕시코 올림픽 프로젝트에 대한 
헌사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보이에만스 
미술관 아이덴티티의 연관을 이전의 
디자이너들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와이먼에게 연락하여 저희가 이를 
차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매우 열정적이어서 
운이 좋았죠. 그리하여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에게 좋은 디자인이란 
실험적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사회적, 기술적 혁신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demonstration against the military 
regime in Brazil. It took place in the 
bustling center of Florianópolis, 
right in front of the museum Palácio 
Cruz e Souza where the Dutch 
Biennale presentation took place. 
Twenty years later the Brazilian 
people do not commemorate to this 
important event of the making of 
democracy. By making flag designs 
that were based on the individual 
houses of the Brazilians, and by 
visiting the locals with the flags, 
the discussion about democracy 
was revived and immediately 
personalized as well. 

This project is an example 
of how we would like to be socially 
engaged. Citizens need to be 
empowered time and again, to 
keep democracy alive and we aim 
for our design to play a role in this. 

I wonder where your idea or
inspiration comes from.

One of our inspirations is 
the history of graphic design. As 
example, the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identity is a tribute 
to one of the most beautiful design 

projects ever made: the Mexico 
Olympics in 1968 designed by 
Lance Wyman. We inherited the 
link between this project and the 
Boijmans identity from the previous 
designers. So we contacted 
Wyman to hear how he felt about 
our appropriation. We were very 
lucky that he was enthusiastic and 
we went on to work in his spirit.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good design?
(What is good design?)

To us, good design is 
experimental design. Design is able 
to shape and transform soc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Good 
design has two meanings: it is not 
only about a good form, it is also 
about a better world. 

What is your goal (both in
your work and life)?

Through our work we 
want to empower citizens in their 
relationship to their country and 
we want to empower clients in their 
contact with the world.

직물로 짜인 가방은 도시를 
이루는 네트워크화 된 직물의 
표현이지요.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하려면 
시민들이 몇 번이고 깨어나야 
합니다.

THE BAG IS WOVEN, 
AS AN EXPRESSION OF 
THE NETWORKED FABRIC 
THAT MAKES A CITY. 

CITIZENS NEED TO 
BE EMPOWERED TIME 
AND AGAIN, TO KEEP 
DEMOCRACY ALIVE.

RE-living 
the city, 
Shenzhen Bi-
City Biennale 
of Urbanism/
Architecture

JA!, 
Florianopolis 
Design 
Biennale 
Fla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