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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작업의 프로세스가 궁금하다. 정보 위주로 작업해 나가는지 
혹은 디자인적인 경향을 앞세우는지?
정보 위주로 작업해 나간다. 결국 정보가 안고 있는 문제를 결과물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의 이슈를 들어본 뒤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질문과 대화가 오고 가야 작업 
방향이 설정되고 오해의 여지를 좁힐 수 있다. 전반적인 작업 프로세스는 
1) 스케치 2) 스케치 보완 3) 최종 결과물(도표 참조)의 순서이다. 
프로세스가 이렇게 간단한 이유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섭렵하기 위한 
유연성flexibility으로 보면 된다. 건물이나 단지의 안내도를 의뢰 받으면 
현장에서 직접 스케치하며 실제로 혼잡한 지점들과 복잡한 구역을 미리 
파악한다. 제품 사용 설명서를 디자인할 때에는 실제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설명이 다소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다. 그러나 모든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work process? Is it data-driven 
or more of a visual design process?
It is a data-driven process, as the final design reflects the 
problems presented in the information. Our process begins 
with reviewing client materials and asking user centric 
questions. We can begin the design process once we have 
consensus about the problem to solve. The general process is 
1.Rough Sketch, 2.Revised Sketch, 3.Final Art. (see provided 
visual) 

Our process is flexible to account for different types of 
projects. When we are hired to create maps of a facility, we 
visit the site and observe how the physical space is confusing 

people. When designing instructions for using a product, we 
spend time with the device and understand areas of confusion.

In all projects, our first visual phase, the rough sketch, is 
a collaborative process with our client to begin the process 
of distilling multiple information challenges, the client’s 
priorities and the needs of the end user.

With the iPad and interactive interface applications providing 
multiple layers of information in realtime how does Funnel 
keep their graphics work current or with the zeitgeist while 
still remaining in 2D / print?
We start by determining our client’s objectives and select the 

FUNNEL INCORPORATED

Information Design That Makes The Complex Clear

PO Box 628065

Middleton, Wisconsin

53562 USA

Tel. 608 828 0280

Web. http://www.funnelinc.com

퍼널의 사무실은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 

Wisconsin 주의 미들턴Middleton에 위치 
한다. 보이는 것처럼 사무실 겸 가정집으로 

1, 2층이 나뉘어져 있다.

The Funnel Incorporated office is 
located in Middleton, Wisconsin.

퍼널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시각화한 
다이어그램

Illustration explaining the process 
for each project at Funnel Inc.

퍼널의 대표 린 윌슨 - 프로젝트를 위한 
스케치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Lin Wilson stands on over 300 
sketches created for the advertising 
agency, Crispin Poster + Bogusky for 
the Molson Twin Label project

깔때기는 많은 양의 액체를 작은 용기에 옮겨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필요한 만큼의 내용물을 비교적 정확히 옮겨 담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다. 미국 중부 지방에 위치한 정보 디자인 스튜디오 
퍼널Funnel Inc.은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작업을 해나간다. 
소규모로 작업하는 이 스튜디오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베이스를 지니고 
있어 다양한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작업 외에도 아이콘 
작업, 건물 내 경로 안내 시스템way-finding,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자 
설명서까지 다양한 정보 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퍼널의 대표 린덴 윌슨Linden Wilson과 메일로 스튜디오 및 최근의 

정보 디자인 경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명료한 정보 전달로 승부한다
퍼널 Funnel Inc.

http://www.funnelinc.com
http://www.funnel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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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반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한다면?
퍼널을 시작한 이후로 10년 동안 정보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제 기업들이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다. 시각 디자인은 항상 소비자 혹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고 정보 디자인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분명하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 점에 관심이 많다. 
이 때문에 정보 디자인의 미래는 밝다. 정보가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요즘 뉴스, 마케팅 자료, 데이터 등의 정보는 매일, 매 순간 급격히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정보를 누군가가 정리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는 일이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흔히 쉬워 보이는 일이 보기보다 어렵다는 
통념이 있다. 특히 정보 디자인 분야에서 그러한데, 학교 일선에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가장 선행되는 스케치 단계는 클라이언트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양한 정보의 층위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와 사용자에 대한 고려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려 한다.

아이패드와 기타 휴대 기기의 등장으로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요즘, 퍼널은 어떻게 평면(2D) 작업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최우선시 되는 사항은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파악하는 일이고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적절한 매체나 형태를 찾는 일이 그 다음이다. 포스터, 
엽서, 모니터 혹 스마트폰이라도 각기 다른 매체의 장단점들이 존재하며 
특정 정보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한 알맞은 형태, 크기,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이후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고려한다. 

same value accorded to traditional corporate communication. 
Graphic design has always been about communicating to 
consumers, but information design is about doing it clearly, 
and the business world now sees that as important to 
successfully selling products and services. The future for 
information designers is growing fast. The ability to organize 
and clarify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becomes more 
valuable as we generate massive amounts of news, marketing 
and data everyday. There is a common belief that making 
something simple and easy to understand is harder than it 
looks. That is true in our field and it is important that schools 
add this focus to their design classes.

format that is best suited to achieve those goals since our 
work can be presented in many different formats and devices. 
From poster to postcard and from computer screen to mobile 
phone, there are different priorities and needs of the user and 
how the information will be presented. First and foremost, 
the format will dictate the size of the display or surface. From 
there we think specifically about the audience; the mission 
of the user, where they are, how much time they have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All of these factors play a role the 
aesthetics of the artwork, the balance of text and visuals, how 
many concepts are on a page or screen, the size of the type, 
line weights and even color choices. 

점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재밌는 점은 에드워드 
터프티 같은 선구자들이 몇 백 년 전의 정보 디자인 작업을 보고, 이를테면 
미나르의 <나폴레옹의 행진>(68~69쪽 참조)을 ‘지금껏 가장 훌륭한 
통계적 그래픽’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 시대의 도안사들이 착안한 원칙들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명료성과 정확성 중 어느 것이 작업에서 선행되는가?
프로젝트마다 다르다. 사실 모두 충족시켜야 될 사항이지만 대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했는가에 
달려 있다. 흔히 정확한 도면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가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나 개념을 보여주는 

어디서 이 정보를 접할지, 왜 접하는지, 얼마 동안 습득해야 될 정보인지 
등 이 모든 사항들이 전체 작업의 시각 요소를 정의하는데 한 몫을 한다. 
텍스트와 이미지의 비율, 한 페이지나 스크린의 정보의 양, 서체의 크기나 
무게, 선적인 요소의 두께 및 빈도 그리고 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사용이 편리하고 이해가 빠른 작업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결국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정보 디자인의 매력은 늘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보 디자인의 동향을 보면 단지 지도, 도표,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보 디자인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Speaking of change, it is interesting that many leaders in the 
field, like Edward Tufte, will point to designs from hundreds 
of years old as examples of excellence. He called Charles 
Minard’s 1869 poster of Napoleon’s march on Russia “the best 
statistical graphic ever drawn.” The principles established by 
early chart and map makers are still employed today.

What takes precedent in your work, clarity or accuracy?
It varies by project. They can be equal priorities and your 
measure of success is how well you balance both clarity 
and accuracy. Many times a technically accurate design can 
fail because the information remains confusing. Or perhaps 

We keep our work current by respecting the needs of the 
audience and the way they are consuming the design. The 
beauty of information design is that it’s always changing and 
highly adaptable to any format.

Information design has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 
from maps, charts to coding, and programming to a mix of 
everything! As a designer who’s experienced a good chunk of 
this change, how do you see the future for design, designers 
of information?
Since we started 10 years ago, we have witnessed the field 
mature and corporations now give information design the 

MSP 미니 공항 지도
Quickway of MSP Airport 
미니아폴리스 세인트 폴 국제 공항이 
간단하면서도 보기 쉬운 공항 안내 지도를 
의뢰했다. 목적은 승객들이 목적지를 
빨리 찾고 필요한 서비스를 문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끔 하는 것이다. 각 층의 
구분을 보여주기 위해 입체적인 도법이 
채택되었고 이는 각 층의 구분 및 혼잡한 
구역을 표시하기에 유용했다.

왼쪽 Left)
작업 스케치

각 층의 구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프로젝트의 관건이었다.

Initial sketches were created to 
explore the various levels of 
the airport.

아래 Below)

퍼널의 대표 린 윌슨(오른쪽)이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공간의 구성 및 
안내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Creative Director of Funnel Inc., 
Lin Wilson (right), is shown the 
airport and various wayfinding 
issues by the client.

A “quickmap” was commissioned 
by the Minneapolis St. Paul 
International Airport to hand out to 
the public and provide clearity and 
navigation and assist travelers to 
find needed services and airport 
destinations.

Design concept/Inspiration: A 
three dimensional approach was 
used to properly illustrate how floors 
are arranged and clarify popular 
destinations and areas of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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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Dirt Internet Service (2009)
이 정보 그래픽은 음식 배달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농장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그래픽의 주안점은 이 온라인 거래의 
주요 참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The Local Dirt infographic explains a 
new idea in local food delivery. 
The web site allows customers to 
easily access and purchase local food 
directly from growers and farmers. 
The goal was to show the two main 
participants in the process, buyers 
and sellers.

The Cardiac Care infographic 
explains various services at 
a hospital system. 
Design concept/inspiration: 
The goal was to illustrate services in 
a sequential continuum and visualize 
healthcare options. 

Cardiac Care (2009)
이 정보 그래픽은 병원 내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여줄 뿐 아니라 원활하게 
서비스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목표였다. 그에 덧붙여 점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다양한 옵션들을 은연 중에 보여주려는 
목표도 있었다.

The Malaria Taxes and 
Tariffs Adovocacy Project (2010)
말라리아 세금 및 관세 진흥 프로젝트는 
빌 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다.
모기망이나 기타 말라리아 방지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세금은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이 정보 
그래픽은 다섯 개의 작업 중 하나로 전 세계의 
말라리아 관련 세금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의 취지는 세금 철폐를 유도하기 위해 
실태를 보여주고 말레리아 퇴치 필수품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것이었다.

The Malaria Texes and Tariffs Adovocacy 
Project is a research and advocacy 
program funded by the Bill&Melinda 
Gates Foundation. Import tariffs and 
domestic taxes on essential commodities 
like bednets are a barrier to access 
to those suffering from Malaria. This 
infographic is one of 5 visualizations of 
the current (2010) tax status of various 
countries on these. The strategic goal 
was to promote change and reduce or 
eliminate tariffs and taxes on essential 
Malaria fighting 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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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세부적인 디테일을 제외시킴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제외했기 때문에 부정확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의미 
혹은 있지도 않은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서술, 정확한 정보 
전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EAA Airventure 프로젝트에서 정확한 나무 수의 표현이 전체적인 
이해도에 도움을 주는가? 이 경우 전체 지도를 이해하는 게 주요 과제였기 
때문에, 실제 나무의 수를 줄인 반면 전체 지도의 분포도를 유지했다. 만약 
농업 관련 프로젝트였거나 농부들이 보는 지도였다면, 과학적 사실을 
위해서라도 나무 하나하나를 표현해야 했을 것이다. 정확도의 변형에 
대한 예로 Gates Foundation의 말라리아 지도는 각 나라의 크기를 
치료책에 대한 세액 정도와 비례시켜 보여줬다. 지리적 분포와 무관하기 
때문에 각국의 세액 정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ou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With so much information at our literal fingertips, how do we 
distill/ edit it while maintaining ‘objectivity’?
If a project requires information design, then a clear outline of 
what is to be clarified is essential. This will create objectivity 
in the process. If a designer has decided on how to draw 
the picture before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then they 
have lost objectivity. There are many examples of this poor 
approach in data visualization. New to the field, many of these 
designers think their style or format is the solution and it 
leads them to create beautiful but confusing work. Some of it 

should be considered fine art, and not communication design.
With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a designer needs to 

establish initial challenges and goals at the beginning of 
a project. One of my favorite quotes from school was “the 
quality of the solution depends entirely on how well you state 
the problem.” This is very true in information design.

the assignment is to communicate a large overall idea, so 
we can remove specific details that are not adding to this 
understanding. Is that inaccurate? Perhaps by omission, but 
we propose that if it is not misleading to the reader, it is still 
an accurate portrayal of the story or information. 
With our map project for EAA Airventure, was it important 
to show the actual number of trees on the land or make it 
easy to read? In this case, the readability was the priority and 
we reduced the number of actual trees, but did show their 
relationship to the open land. If the map was for a farmer to 
understand the tree population, then an argument is made to 
show every tree for scientific accuracy.

정보는 객관적인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정보는 객관적이다. 하지만 정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따라 주관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 이런 경우 관찰observation과 현장 조사field 
research가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필수 조건이다.

손 끝에 이토록 막대한  양의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보만을 여과할 수 있는가?
특정 프로젝트가 정보 디자인을 요할 때, 정보의 명료화 작업이 요구된다. 
이 과정 자체가 객관성을 창출한다. 만약 디자이너가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먼저 그림이나 비주얼에 집중한다면 객관성이 떨어진다. 
공교롭게도 이런 경우가 요즘 자주 나타난다. 새로 시작하는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스타일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시각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어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작업은 순수 미술로 보는 편이 더 맞는 것 같다.
언급한 것처럼 엄청난 정보에 직면한 우리에게 디자이너들은 

프로젝트의 시작점에서 명확한 목표 및 발생할 수 있는 장애들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다닐 적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은 “훌륭한 해결책은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규명하는지에 달려 있다”였다. 정보 디자인만큼 
이 명제가 완벽하게 성립되는 분야는 보기 드물다.

There is place for intentionally altering accuracy. For a series 
of infographics for the Gates Foundation about malaria, we 
altered the size of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ir tax rates on 
remedies. Since the tax rates do not relate to the geographic 
size, it provided quick comparisons and quickly allowed one to 
see high taxing governments. 

Is information objective? If not, what is it?
Information is objective, but it can be very subjective based on 
how it is presented or the quality of the source. With many of 
our assignments, such as mapping and instructions, we use 
direct observation and field research to support or challenge 

Webcrafters is a book manufacturer 
in Madison, Wisconsin. This info-
graphic was used in their capabilities 
brochure to explain to new and 
existing customers how their 
process works.

An overview of the actual factory 
with each production process 
explained with detailed call-outs.

How Books Are Made (2011)
매디슨, 위스콘신Madison, Wisconsin의 
웹크래프터Webcrafters 인쇄소 홍보 
브로슈어에 사용된 그래픽으로 이 
인쇄소의 역량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작업 시설을 견학하고 각 공정의 
설명을 들은 후 얼핏 보기에는 복잡하지만 
귀엽기까지 한 아이콘들과 말풍선으로 
설명을 곁들여 꽤 성공적인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http://www.funnelin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