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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그래픽 디자인의 다양한 스토리텔링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서 일상의 

기억 속 (중대한) 순간들, 즉 Moment(ou)s에 대한 그래픽 디자인 작품 논문이

다. 연구자는 본인의 자작 스토리를 바탕으로 작가 주도형 메시지가 있는 콘텐

츠 디자인을 제작하려고 주력하였고 또한 기존의 설명적인 삽화 형식이 아닌 암

시와 상징을 사용한 방식과 전략을 통해 실험적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기 위해 콘텐츠의 개념과 문제 해결만이 아닌 가

치 창출의 의미를 가진 콘텐츠 디자인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콘텐츠 중에서도 

이야기는 인간의 호모나랜스적인 근원적인 욕구에서 발생하는 창조적인 소통 

행위이다. 

 이야기하기를 의미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매

체 전환성, 현장성, 상호작용성 및 문화 콘텐츠와의 관련성 등을 강조하는 측면

에서 스토리텔링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서사학에 의하면 스토리란 연속성을 가

진 사건들을 의미하며, 텔링은 그 스토리를 매체 등으로 표현하는 담화이다. 스

토리텔링의 역사는 구전 방식으로 시작하여 문자언어로 계승되었고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SNS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체 

전환적인 특성이 강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은 액

션, 감정, 감각을 통해서 스토리를 소통하며, 시각 기호는 비선조성(非線條性)

이고 동시다발적인 듯하지만 그 시각적 구조 안에 시간성과 변화를 표현함으로

써 서사성을 내포한다. 또한 정지된 이미지의 파편적인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점은 인지서사학의 스크립트(Script)를 이용하는 스토리 인지 과정으

로 보완이 된다. 

 매체에 있어서는 한 스토리를 여러 가지 매체로 텔링하는 것을 매체 전

환이라고 하며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는 은유적 압축의 메커니즘이, 트

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는 환유적 전위의 메커니즘이 이용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 창작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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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모델을 성립하였다. 이 프로세스는 발상에서 시작하여, 매체 전환 메

커니즘, 표현 대상•소재 선택, 표현 방법 선택, 시각적 장치 적용, 최종 디자인의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본 논문의 콘텐츠는 연구자 본인의 자전적 스토리 세 편으로, 서울에서 

뉴욕으로 놀러 온 조카가 새벽 3시에 ‘나’의 부츠를 신고 노는 순간, 뉴욕 동네 

약국에서 스치는 낯선 남자의 외투 끝자락을 보고 서울에 계신 아버지 생각을 

하는 순간, 뉴욕에서 어느 봄눈이 오는 밤, 눈 속에서 잃어버렸던 병뚜껑을 찾는 

순간의 스토리이다. 

 이 스토리들의 공통 키워드는 일상의 기억 속 (중대한) 순간들이며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인문학적 문헌 연구를 통하여, 세르토의 일상의 이론에서 재

조합의 원리를, 베르그손의 기억과 시간의 이론에서 확대, 동시성, 중첩 그리고 

지속의 원리를, 바슐라르의 순간의 이론에서 동시성과 주관적 시간의 원리를 

도출한 뒤 디자인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최종 디자인 결과로는 기억의 회상, 순간의 시작을 알리는 트레이싱지

의 중첩 포스터 시리즈, 확대된 파편들을 연재하여 보는 이에게 궁금증을 유발

하는 인스타그램 연재, 순간의 확장이 극적으로 확대되어 반복되는 영상 무빙 

포스터, 스토리의 디테일과 인과관계가 드디어 펼쳐져 공개되는 북 디자인, 각

자의 파편들이 모두 모여 종합적인 복합체를 형성하는 전시의 그래픽 디자인 스

토리텔링으로 디자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첫째, 다양한 상징적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하여 보는 이의 스토리 경험을 상승시키고, 둘째, 콘텐츠와 디자인을 

통하여 일상의 상승과 순간의 확장으로 초월적 희망의 메시지를 소통하며, 셋

째, 미래의 콘텐츠 디자이너와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러들에게 실용적인 디자

인 지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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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콘텐츠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 다중 매체,  

일상, 기억, 순간

 학번: 2007-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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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9년은 가히 스토리텔링의 시대01, 콘텐츠 혁명의 시대02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문학평론가인 정재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는 길을 이야

기와 상상력03이라고 하였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국콘텐츠진흥원도 4

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을 뉴콘텐츠 육성04이라고 하였다. 베스트셀러 『사피엔

스(Sapiens)』05를 쓴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는 2015년 TED 연설

에서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에게만 있는 스토리를 믿는 능력06이

라고 하였다. 우리는 스토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정리하며, 또 기억하고 소통하

고 교감한다.  

 디자인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국립 디자인 뮤지

엄 쿠퍼 휴윗(Cooper Hewitt Design Museum)의 수석 큐레이터 엘렌 럽튼

(Ellen Lupton)은 2017년 출간된 그녀의 저서 『Design Is Storytelling』에서  

“감성적인 스토리는 액션을 서술하고 궁금증을 자극한다”06고 했다. “그래서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의 스토리텔링은 사용자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그들이 디

자이너가 의도한 메시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08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 쿠퍼 휴윗 박물관에서 열린 ‘뷰티(Beauty)’라는 

제목의 디자인 트라이에니얼(Design Triennial)08에서는 7개의 소제목 중 하

나가 ‘변형하는 힘이 있는’(Transformative)로서, 오브제와 이미지가 스토리

를 이야기하고 시간에 따라 펼쳐지는10 디자인들이 소개되었다. 

01. 이민용, 『스토리텔링 치료 』, 학지사, 2017, p13
02. 배기형, 『콘텐츠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클라우드 나인, 2019, p6
03.  선소미, ‘4차 산업혁명, ‘스토리텔링’이 대응법?,’ 매일일보, 2017.10.23.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52146
04.  한국콘텐츠진흥원, ‘미션 및 비전’,  

http://www.kocca.kr/cop/contents.do?menuNo=200786
05. Yuval Noah Harari, 『Sapiens』, 2015, Harpers
06.  Yuval Noah Harari, ‘What Explains the Rise of Humans?,’ TED, 

https://www.ted.com/talks/yuval_noah_harari_what_explains_the_rise_of_hu-
mans?language=en

07. Ellen Lupton, 『Design is Storytelling』, Cooper Hewitt, 2017, p11
08. Ellen Lupton, 앞의 책,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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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스토리텔링과 디자인의 미래에 관련해서는 또다시 인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콘텐츠학자 김기덕 교수는 “문화콘텐츠의 제작

에 있어서는 스토리텔링이 핵심인데, 이러한 과정은 전적으로 인문학적 소양

과 지식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11 

 이에 더해, 디자이너이자 디자인이론가인 최경원 교수는 그의 저서  

『디자인 인문학』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만들려면 디자이너에게는 마케팅

이나 기호학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보편적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단언한다.12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시대에 지속적으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일상이다. 우리의 일상은 4차 산업혁명

을 통해 사물인터넷13으로 많은 기술적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또한 최근 ‘소확

행(小確幸)’14의 유행으로 새로운 아날로그의 바람이 불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의 일상 중 일부로 최근 시대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

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순간의 개념이 변하고 있

어서이다. 현대 사회와 기술의 속도는 점점 빨라져 이제 1초에 KTX 기차가

09.  2019년으로 6회를 맞이한 Cooper Hewitt Design Triennial은 이 박물관의 대표 전시 시
리즈로, 매 전시마다 당시 디자인 트렌드에 가장 중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대 디자
인을 전시한다. (https://www.cooperhewitt.org/events/current-exhibitions/ 
beauty-cooper-hewitt-design-triennial/)

10. Andrea Lipps, Ellen Lupton, 『Beauty』, Cooper Hewitt, 2016, p62
11. 김기덕, ‘4차 산업혁명시대 콘텐츠와 문화콘텐츠’, 인문콘텐츠, 제52호, 2019, p16
12.  최경원, 『디자인 인문학』, 허밍버드, 2014, p26 
13.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정보 사회를위한 글로벌 인프라. 기존 및 진화에 기반한  

(물리적 및 가상) 사물 상호 연결을 통한 고급 서비스 상호 운용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Of ITU, ‘Overview of the Internet of 
things,’ Fact Shee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6, Web)

14.  소확행(小確幸):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개념의 기원은 1986년에 발표한 무라카미 하루키
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다.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겨울밤 부스럭 소
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등이 바로 행복이라는 메시지다. 우리 사회에
선 지난해 김난도 교수 등이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소개하여 널리 알려졌다.” 김호기,  
‘소확행의 문화사회학,’ 2018.05.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5082117005#c-
sidx40c7bf0cabef17899cb7e7e31c0d7c8



4

83m를 달릴 수 있고15, 5G 기술은 1초에 20Gb의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한다.16 

현재 1초에 6.66시간의 유튜브(Youtube.com) 콘텐츠가 업로드되며17 2016년 

통계에 따르면 1초에 1100개의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진이 포스트 

(post) 되었다.18 그러나 이와 같이 순간의 초월적인 가능성은 철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이미 1939년에 시적인 순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순간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수직으로 솟아오른다.”19 

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콘텐츠 디자인으

로서의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연구를  통해 기억 속 일상의 중대한 순간

들, 즉 ‘Moment(ou)s’를 다중적 매체로 시각화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근본적인 목적은 최종 디자인 결과물을 통해 보는 이

의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북돋우며, 서사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일상의 상

승, 순간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실용적인 관점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외부의 의도와 메시지의 전달을 목표로 한 문제 해결적 그래픽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 콘텐츠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인 디자인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그 프로세스 모델을 정립한다.  

15.  임은희, ‘국내 고속철 시속 420km 돌파…세계 4위 기록,’ 2019.01.04, HelloDD, https://
hellodd.com/?md=news&mt=view&pid=41262

16.  John Edwards, ‘5G와 4G, 성능과 지연 속도, 애플리케이션 지원의 차이점 비교,’ 
ITWORLD, 2019.01.09,  
http://www.itworld.co.kr/news/114543#csidxe2d36d1024dd86ba932d25b6e7c6331

17.  Omnicore, ‘YouTube by the Numbers: Stats, Demographics & Fun Facts,’ 
2019.01.06, https://www.omnicoreagency.com/youtube-statistics/

18.  Kit Smith, ‘49 Incredible Instagram Statistics,’ Brandwatch, 2019.05.07, https://
www.brandwatch.com/blog/instagram-stats/

19.  Gaston Bachelard, “The Poetic Moment and the Metaphysical Moment,” 『The 
Right to Dream』 translated by J.A. Underwood, Dallas Institute Publications, 1988. 
p173(Richard Kearney, Bachelard and the Epiphanic Instant. Philosophy Today 52 
(Supplement), 2008, p3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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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흔히 ‘내러티브 디자인,’이나 ‘비주얼 스토리텔링,’ ‘비주얼 내러티

브,’ 등으로 불리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용어와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이 방면의 다양한 기법과 매체의 실험을 시도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과정 

연구의 범위는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콘텐츠와 콘텐츠 디자인의 용어와 그에 

대한 이론적 유래와 흐름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의 이론을 문헌 연구하고, 스토리텔링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그 후에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고,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특징과 그중 중요 개념인 시간성에 대

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서사적인 전달력과 관련

이 있는 인지 서사학의 이론들을 살펴본다. 

 이론적 배경의 세 번째 부분은 매체에 관해서다. 먼저 다중적 매체와 

매체 전환의 정의를 살펴보고,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의 예로 크로스미디어 스

토리텔링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연구한다. 이어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다중적 매체의 예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는 매체전환 스토리텔링의 이론을 

확장시켜 그래픽디자인의 다중적 매체전환에도 적용시키기로 한다. 

 제 2장은 소결에서 이론적 배경을 종합하여 다중적 매체를 통한 그래

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과정 모델을 도식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된다.   

 콘텐츠 연구는 연구자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의 선택, 수정에서부터 시

작된다. 콘텐츠의 소재가 된 스토리는 연구 초기에는 서울을 배경으로 6편, 뉴

욕을 배경으로 6편에서 시작하여 서울 배경의 스토리가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3편으로 집중된다. 

 이는  콘텐츠를 분석하고 그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콘텐츠의 편집인데, 이 때 스토리들의 키워드인 일상, 기억, 순간 등에 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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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연구가 텍스트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 후 앞서 언급한  일상, 기억, 순간 등의 키워드에 관련하여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 그리고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이론을 문헌 연구하고, 다중매체로 전환되는 

당위성을 다진 뒤, 디자인 방법론(기법)을 도출한다. 

 그 후 제4장에서는 일상의 콘텐츠 디자인의 사례 연구로서 카렐 마르

턴스(Karel Martens), 앤서니 버릴(Anthony Burrill), 매리언 반테즈(Mari-

an Bantjes)의 디자이너 3명의 작품세계를 분석한다. 

 이어서 제5장에서는 선행 연구 작품을 제시한다. 2016년 발표한 

ephemeral eternal/eternal ephemeral는 선형적인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

텔링으로 개인전 내용이다.  2018년 발표한 Silence & Else 2인전의 작품들은 

다양한 매체들이 모여 종합적인 큰 그림을 형성한다. 

 

 제6장 작품 연구 과정에는 연구의 발전 전개 과정을 도큐멘테이션 하

기 위해 2017년 2학기부터 시작된 연구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미지 중에는 

자취가 완전히 사라진 요소도 있고, 변형되어 남아있는 요소도 있으며, 텍스트 

콘텐츠로만 변하여 남아있는 요소도 있다. 

 제7장 최종 디자인 결과물은 중첩 포스터, 인스타그램, 영상 무빙 포스

터, 책, 그리고 최종 전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는 제2장의 그래픽 디

자인 스토리텔링 디자인 프로세스 도식으로 적용•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이 결

과물들은 전시장에 모두 모여 복합적인 큰 그림을 이루어 낸다. 

 제8장 결론에서는 전체 연구 과정을 정리한 후, 본 연구의 의의와 향후 

응용 가능성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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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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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콘텐츠와 콘텐츠 디자인

	 2.1.1.	콘텐츠 

콘텐츠란 쉽게 말해서 매체에 담긴 내용물을 의미하며, 문학이나 예술 등에서 

그 개념은 언제나 존재해 왔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같은 콘텐츠

란 단어가 또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김기덕 교수는 21세기 초 제3의 혁명이라 불리면서 발달한 디지털 기

술과 매체의 내용물을 위한 신조어가 바로 이 콘텐츠라고 설명한다.20 이렇게 콘

텐츠란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매체의 콘텐

츠란 의미가 강했었다. 

 한편 변민주 교수는  기술적으로는 좀 더 광범위한 시점에서 콘텐츠를 

정의하며 그 상품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콘텐츠란 부호,  문자, 음

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집합체로서 담는 

그릇(미디어)을 전제로 한 내용물을 의미한다. 형식에 따라 만화,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등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물에 해당하는 콘텐

츠는 원저작자가 있는 미디어 상품이다.21

 나아가 2017년 출간된 『새로운 문화콘텐츠학』에서  유제상 박사는  

이제 콘텐츠 담론에서 디지털인가, 디지털이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내용물인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어 말한다.  

이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외형보다는 내용물에 집중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 

한다는 것22이다. 
 2019년 출판된 배기형의 저서 ‘콘텐츠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에서

는 콘텐츠의 개념이 더욱더 확장된다. 그는 콘텐츠란 인간의 생활을 총괄하는 

모든 경험의 산물이며 즉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모든 경험 혹은 그 결과

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콘텐츠는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

20. 김기덕,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창간호, 2003, p8
21. 변민주, 『콘텐츠 디자인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표지
22.  유제상, ‘문화콘텐츠는 변화하는 학문이다,’ 『새로운 문화콘텐츠학』,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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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기체적으로 변신하면서 질과 속성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23 

 여기서 유심히 살펴볼 만한 것은 우리나라에 디지털의 새로운 붐이 일

어났을 때 일종의 유행어로 콘텐츠는 내용물이라는 의미 대신 어떤 기술 의존적

인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고, 그 기술이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되자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보편적인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콘텐츠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콘텐츠의 상품성에 대해 한 가지 깨

우침이 남겨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문학작품, 별개의 영화, 

독립적인 웹툰이 아니라 모두 그 이상의, 매체 표현을 초월하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1.2. 콘텐츠 디자인 

과거에는 흔히 디자인과 콘텐츠가 분리된 가치로 실행되어 왔다. 한때는 형태

는 기능을 따라야 했고 (Form follows function)24  이에 상응되게 그래픽 디

자인에서는 “타이포그래피는 황금 잔처럼 화려한 외양으로 내용물을 감추어

서는 안 되고, 유리잔처럼 투명하게 내용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 비아트리스 

워드(Beatrice Warde 1900-1969)의 크리스탈 술잔 에세이25가 인용되었다. 

실무환경에서도 아트디렉터는 카피라이터와 함께 일하며, 흔히 콘텐츠의 컨셉

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디자이너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지도 않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2019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를 설명하려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콘텐츠의 영역에서 활성화된 콘텐츠 디자인의 개념은 아이디어

23. 배기형, 앞의 책, p5
24.  이 원리•명언의 원문은 “Form ever follows function.”으로 1896년 미국의 저명한 건축가 

루이 설리번(Louis Sullivan)이 Lippincott's Magazine에 쓴 말이다. (Chip Kidd, 『Go』, 
Workman Publishing Company, 2013),  
이 원리는 곧 빌딩이나 제품의 형태는 첫째로 의도된 기능과 목적을 따라야한다는 20세기 모
더니즘 건축과 제품디자인의 원리이다.  ‘Form follows function,’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ndex.php?title=Form_follows_func-
tion&oldid=886354625 

25.  Beatrice Warde, ‘The Crystal Goblet, or Why Printing Should Be Invisible,’ Helen 
Armstrong, 『Graphic Design Theor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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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상하고 스토리를 기획하며, 매체에 맞게 시각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 내

려진다26.  즉, 과거에는 디자인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었기에 

‘해결’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 행위를 기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업으로 보았

다면 이제는 더 생성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학자 변민주 교수는 그의 저서 콘텐츠 디자인의 이해에서 

콘텐츠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을 문제 해결이기보다는 가치 창출로 보는 것이 타당

하며, 따라서 그 디자인 과정도 원작의 창작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

는 또한 그렇다면 콘텐츠 디자인 과정은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사업화를 구상 기

획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매체에 맞는 시각화 및 형식화를 거쳐 내용을 현실적으

로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27. 

 변민주 교수는 콘텐츠 디자인이란 단순히 그래픽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 상상력, 창의력을 디자인한다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며 디자인 개념의 확장을 선언한다. 그래서 이는 결국 스토리텔링의 창작을 

통해서 감동, 상상력, 예술성, 가치관, 생활양식 등 감성적 가치를 담아내는 과정

을 의미한다고 한다28. 

 둘째, 그래픽 디자인 영역에서의 흐름을 살펴보면 ‘디자인의 저자성’ 이론

의 맥락이 본 논의와 연결이 된다. ‘디자인의 저자성’의 이론은 1990년대 초·중반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시작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많은 에세이, 전시, 프

로젝트, 대안적 제안들이 이 주제를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 ‘디자

이너, 주인이 되어라’의 저자 스티븐 매카시는 이 흐름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일종

의 그래픽 디자인의 양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내용과 형태의 통

합이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에서 ‘어떤 메시지를 왜 전달하려고 하는가’

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29 

 디자인의 저자성 논의는 최근까지 이어진다. 2013년 미국에서 발행된 ‘디

자이너, 주인이 되어라’에서 맥카시는 디자인 비평가인 릭 포이너(Rick Poyner)

26. 변민주, 앞의 책, p.2
27. 앞의 책, xii 
28. 앞의 책, xvi
29. Steven McCarthy, 김경원 옮김, 『디자이너, 주인이 되어라!』, 비즈앤비즈, 2014, 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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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터뷰한다. 릭 포이너는 현재의 많은 중견 디자이너들이 90년대에 교육을 받

았고 현재 필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10년대 현재, 디

자이너가 콘텐츠에 관여할 수 있거나 관여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합일점에 도달했

다고 한다.30 

 따라서 2019년은 디자이너로서 콘텐츠 디자인을 연구하기에 적기이며 

그것이 이 연구의 의도이다. 본 연구는 디자이너 본인이 콘텐츠 텍스트의 원작

자로서 발상, 내용 구성, 문헌 연구 등의 콘텐츠적 과정 및 시각화 과정 모두를 

그 연구의 과정에 포함하였다.

30. Steven McCarthy, 앞의 책,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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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토리텔링

	 2.2.1.	스토리텔링

최근 들어 콘텐츠 중에서도 스토리텔링이 급부상 하고 있는 듯하다. 스토리텔

링은 현 시대를 정의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31  미래를 준비하는 생존대책

으로 제안되기도 하며,32  심지어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성공적인 기

원을 결정지어준 이유로33 증명되어지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

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미디어로, SNS로, 제품으

로, 이야기를 창조하고 유통하며 소비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로 둘러

쌓여 있지만 이야기에 대한 욕구는 그치지 않으며, 꿈에서까지 이야기를 창작

해낸다. 

 그래서 호모 나랜스(Homo Narrans)라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는 끊임

없이 이야기를 향유하고 창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를 통한 세계의 조

화의 이루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변

화에 의해 아무리 다양한 양식으로 변화해 가더라도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인

간에게 호응 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34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자면, 이야기란, 인물과 

사건, 시간, 공간, 시점, 관점 등을 요소로 하는 짜임새 있는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37  이야기는 크게 허구와 실제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러티브라

고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내러티브는 또한 역사가 깊은 학문인 서사학의 대상

이 되는데 그 서사학에서 정의하는 내러티브의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

보기로 한다. 

31. “스토리텔링 시대,” 이민용, 앞의 책 p13
32.  선소미, 앞의 기사
33.  Yuval Noah Harari, 앞의 웹사이트
34.  Justine Cassell, David McNeil,  ‘Gesture and the Poetics of Prose,’  Edited by 

Marie-Laure Ryan, 『Narrative Across Medi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4, 
p110

35. 이민용, 앞의 책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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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민용, 앞의 책, p19
37.  H. Potter Abbott,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0, p35
38. 앞의 책, p451
39.  Gerald Prince, 『A Dictionary of Narratolog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7, p58, (Potter, 앞의 책, p39에서 재인용)

 스토리텔링이란 용어의 어원은 원래 구전적인 뉘앙스가 강하며 1970

년대에 미국에서 지금은 National Storytelling Network (NSN)로 이름을 바

꾼,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erpetuation and Preservation of Sto-

rytelling (NAPPS)과 또 다른 협회인 the International Storytelling Cen-

ter (ISC)가 설립된 내력이 있는 등 그 연구의 역사가 길다. 그러나, 이 논문에

서 사용하는 스토리텔링의 정의는 문화콘텐츠 사업이 크게 발흥하던 1990년

대 중반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내러티브보다 활동적이고 넓은 개념으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을 아주 다른 개념

으로 보지는 않고 서로 연결된 용어로 사용하지만, 특히 스토리텔링이라는 용

어는 내러티브를 매체 전환성, 현장성, 상호작용성 및 문화 콘텐츠와의 관련성 

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용하기로 한다.36

 2.2.2. 내러티브와 서사학

서사학자 H. 포터 애벗에 의하면, 서사란 아주 기본적으로 사건의 재현, 혹은 

사건의 연속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이 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사건

(event)’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자는 ‘행위(action)’라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한다.37 이어서 그는 서사는 스토리와 서사담화(discourse)라

는 중요한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38 

 그는 또 제럴드 프랭스(Gerald Prince)의 『서사학 사전』을 인용한다. 

“서사는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제 또는 허구의 ‘사건들’이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드러나 있거나 숨겨진) ‘서술자’에 의해서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의(드러

나 있거나 숨겨진) ‘피서술자’에게 전달되는 재진술을 뜻한다.39 

 그러나 포터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는 서술자가 없이도 서사가 

성립되기 때문에 서술자가 서사의 정의에 필수인 요소는 아니40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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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H. Potter Abbott, 앞의 책, p451
41. Mieke Bal, 『Narratolog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9, p5
42.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 Cornell University, 1978, p26

  또 다른 서사학자 미케 발(Mieke Bal)은 내러티브 텍스트와 스토리를 

구분하여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내러티브 텍스트란, 어떤 행위자나 주체가 언

어, 이미지, 소리, 건축물 혹은 앞의 조합으로 수신자에게 어떤 스토리를 전달, 

표현하는 것이다. 그는 스토리의 내러티브 텍스트와 구분하여 내러티브 텍스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스토리 자체를 ‘파뷸라’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정의 내린다. 

여기서 “파뷸라란, 행위자들이 일으키거나 그들이 경험하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연관된 사건들이다.” 41

 이와 같이 학자마다 내리는 내러티브의 정의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공통인 점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의 진행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 시간

성•연속성과, 또한 그 사건이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2차성을 생각할 수 있다. 

 시모어 채트먼은 내러티브의 1차 요소인 스토리와 2차 요소인 담화를 

구분하여 위와 같이 정리한다. 이러한 요소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연

구하는 것이 바로 서사학이다. 

[표1] 채트먼의 스토리와 담화42

서사물 
(내러티브)

스토리

사건들

행위

인물들

우발적 사건들 
내용의 형식

내용의 실체

표현의 형식

표현의 실체 

배경
존재하는 것들

작가의 문화적 코드

서사의 전달 구조

현시

언어

영화

발레

기타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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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대영, 『스토리텔링의 역사』, 2018, 커뮤니케이션 북스, p21
44. 이대영, 앞의 책, p51
45. 김혜영,  ‘현대회화에서 보는 것과 읽는 것의 경계와 서사 ,’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015, p16

 이 논문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택한 것도 여기서 논한 서사학

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액션의 근원인 파불라 즉 스토리

와, 그의 담화(discourse) 즉 텔링을 포함한 용어이다. 

 이 논문의 연구 과정은 표에서의 내용 실체의 인문학적 연구를 바탕으

로 하여 담화 표현의 실체인 디자인의 방법론으로 진행이 되어 나간다. 

 2.2.3. 스토리텔링의 역사

통념적으로 스토리라고 하면 언어적인 매개체와 기록법을 떠올린다. 이대영 

교수에 의하면 스토리텔링의 역사는  구비전승 시대에서부터 인간이 생존을 

위해 이야기를 배우고 소통하고 서로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문자 이전의 인간들은 어떤 단어와 표현을 창조해 냈다면 머릿속에 각인하기 

위하여 계속 몇 시간이고 중얼거렸으며 이때 대화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원시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의 대부분이 대화체로 구성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한다.43 

 문자의 발명 이후에는 스토리텔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한다. 

크게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도 이야기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리스 연

극, 종교극, 셰익스피어 등 여러 유명한 전통이 있는 연극도 스토리텔링의 형

태이다. 그리고 유럽의 활자 발명(1439)인 구텐베르그 이후 인쇄술의 발달과 

출판업의 활성화는 ‘듣는 이야기 시대’를 ‘읽는 이야기 시대’로 변화시켰다.44

 그러나 한편 말이나 문자의 언어가 아닌 시각적인 언어의 역사에서도 

서사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미술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서사가 미술의 시작과 함께임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이나 전설, 신화, 역사적 

사건 등을 기념하거나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동굴의 벽면, 건축물의 

일부나 캔버스 화면에 시각화하는 신화화, 역사화, 이야기책의 삽화가 그 예이

다. 미술에 있어 서사적 요소는 19세기까지 서구 미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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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자언어와 시각언어로 나누어져 있던 스토리텔링의 역사는 

1895년 뤼미에르 형제(Les frères Luimières)가 영화를 발명하면서 다시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후 영화는 소설과 연극의 스토리를 흡수하는 한

편 독자적인 스토리텔링을 구가하며 영상매체의 시대를 이끈다. 특히 영상 

기술을 활용해 소설이나 연극 이 보여 줄 수 없는 미래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문하기 시작한다.46

 전파 매체는 우리나라에서 1927년 처음 경성 방송국의 개국으로 라디

오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1961년 한국방송공사(1961)가 개국을 하면서 텔레비

젼 방송이 시작된다. 텔레비젼은 대중의 안방에서의 스토리 영상 스토리 감상

을 가능하게 했으며 텔레비젼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인 드라마 시리즈물이  

급속도로 번성하게 된다. 현재 2010년대 말에는 IPTV와 VOD의 발달로 더  

이상 시리즈물을 기다려서 시청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여러 에피소드의 

시리즈물을 단시간에 걸처 한꺼번에 시청하는 binge watching이라는 용어도 

탄생하게 되었다. 

46. 이대영, 앞의 책, p71

[그림2—1] Benozzo Gozzoli, 살로메의 춤과 요한의 처형 (1461-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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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첫 애플컴퓨터가 출시되고, 1990년 인터넷이 발명되면서47 20

세기 말부터 진행된 인터넷 혁명을 통해 “컴퓨터는 인터넷과 맞물리면서 책과 

신문, 방송 등 모든 콘텐츠 등을 흡수했다”48고 이대영 교수는 말한다. 인터넷이 

초연결성을 실현하면서 매체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창작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더 활발히 했음은 사실이다. 이제는 1인 미디어의 시대, 크리에이

터의 시대로 예전의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창작하여 Youtube, Facebook, 

Instagram 등의 소셜미디어 매체로 자신들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다. 스토리

의 제작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고 상호적이 되어 가고 있다. 2016년 Instgram

에 추가된 스토리(Stories) 기능은 10초짜리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이며49, 24시

간이 지나면 삭제된다.  

 2.2.4.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

현재 2010년대 말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어떤 서사적인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

달의 방식에 있어서 서사성을 띤 디자인은 ‘내러티브 디자인’이나 ‘비주얼 내러

티브,’ ‘비주얼 스토리텔링’ 등으로 혼용되어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때에 

따라서 아주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매체와 방식이 함께 포함되는가 하면, 또한 

내러티브를 아주 설명적으로 묘사하는 데에서부터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데까

지 그 서사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러티브 디자인’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디자인’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내러티브 디자인’은 컴퓨터 게임 산업에서는 게임에 필요한 스토리 

세계를 구축하고 게임 플레이의 구조에 따라 필요한 스토리의 플롯을 집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50 반면 권수경 연구자의 논문 ‘내러티브 디자인을 적용한 상호

작용적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디자인’이 좀 더 시각•공간적인 

디자인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녀는 내러티브 디자인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47. Chip Kidd, 앞의 책, p19
48. 이대영, 앞의 책, p83
49.  ‘Introducing Instagram Stories,’ 2016.08.02.  

https://instagram-press.com/blog/2016/08/02/introducing-instagram-stories/
50.  Jennifer Culp, 『Using Computer Science in Digital Gaming Careers』, Rosen 

Publishing Group, 2017,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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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사용자가 공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

며, 이에 따른 행위의 결과가 이야기로 재구성되면서 주관적이고 감성적이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51이라고 한다. 이렇게 ‘내러티브 디자인’이란 

명칭에는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내러티브 디자인’이란 용어를 

피하기로 하였다.

  ‘비주얼 내러티브’는 ‘비주얼 스토리텔링’과 쉽게 혼용되기도 하는데, 

위키피디아에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영상, 텔레비전, 만화52 등이 대표 매체

로 설명이 되어 있다. ‘비주얼 내러티브’란 용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예를 찾아

보면 2008년 출간된 ‘Graphic Storytelling and Visual Narrative53’와 2016

년 출간된 ‘The Visual Narrative Reader’54에서 만화를 논의하는 연속적인 시

리지 이미지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1984년 리처드 브릴리언트(Rich-

ard Brilliant)의 ‘Visual Narratives: Storytelling in Etruscan and Roman 

Art’55 에서도 비주얼 내러티브는 인과적이고 시간적으로 연결된 그림으로 정의 

되면서 고전적인 순차성에 바탕을 두었다. 미국 뉴욕 School of Visual Arts의 

Visual Narrative전공은 디자인 보다는 좀 더 설명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미지 메이킹에 기반을 둔 연구를 하고 있다.56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인 시리

즈의 이미지 메이킹보다는 좀 더 디자인에 초점을 둘 예정이기에 ‘비주얼 내러

티브’란 용어도 피하기로 하였다.

 ‘비주얼 스토리텔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주얼 내러티브’와 혼용되

기도 하지만, ‘내러티브’ 대신에 ‘스토리텔링’이 쓰였기 때문에 p13에서 논한 것 

처럼 매체 전환성, 현장성, 상호작용성 및 문화 콘텐츠와의 관련성이 더해진 

51.  권수경•김주연•이종세, ‘내러티브 디자인을 적용한 상호작용적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3권 2호 통권 6호, 2008, p110

52. ‘Visual narrative,’ 2019.04.23, https://en.wikipedia.org/wiki/Visual_narrative
53.   『Graphic Storytelling and Visual Narrative』, Will Eisner, W. W. Norton &  

Company, 2008
54. 『The Visual Narrative Reader』, Neil Cohn, Bloomsbury, 2016 
55.  Richard Brilliant, 『Visual narratives : storytelling in Etruscan and Roman art』,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56.  ‘The Visual Storytelling Program For Creative Writing And Visual Arts,’  

https://mfavisualnarrative.sva.edu/



19

57.  Andrew Losowsky, ‘Introduction,’ 『Visual Storytelling』, Gestalten, 2011, p4
58.  Debbie Millman, ‘Visual Storytelling,’  

http://www.debbiemillman.com/visual-storytelling/
59. Ellen Lupton, 앞의 책
60. Ellen Lupton, 앞의 책, p12-13
61. Aaris Sherin, 『Introduction to Graphic Design』, Bloomsbury Visual Arts, 2017, p10
62.  ‘그래픽 디자인’ 2018.10.05, https://ko.wikipedia.org/wiki/그래픽_디자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근 디자인계의 동향을 보자면 ‘비주얼 내러티브’ 보다

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란 용어가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출

간된 ‘Visual Storytelling’이란 책은 사실 정보디자인 화집으로 ‘비주얼 스토

리텔링’을 감성적인 반응과 서사적인 정보의 조합이라고 정의하며 그 기법에 색

채, 타이포그래피, 스타일, 균형, 이미지의 판형을 포함하였다.57 미국의 저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데비 밀먼(Debbie Millman)은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내러

티브의 텍스트와 창의적인 요소들을 조합하면서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상승시킨다고 단언하며 디자인 워크샵58을 진행한다.  

 한편, 미국 국립 디자인 뮤지엄 쿠퍼 휴윗(Cooper Hewitt Design 

Museum)의 수석 큐레이터 엘렌 럽튼(Ellen Lupton)도 2017년 출간된 그녀

의 저서 ‘Design Is Storytelling’59에서 ‘디자인 스토리텔링’이 좀 더 구체적이

면서도 디자인의 소통성을 위한 더 많은 맥락의 응용 가능성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디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러티브 곡선이나 영웅의 여정, 시나리오 기획, 디자인 

픽션 등을 내포한 액션(행위)을 표현하는 디자인, 둘째는 사용자 참여로 교감

을 형성하고, 감정과, 무드와, 연상작용을 이용하는 감정의 디자인, 그리고 

셋째는 시선이나 게슈탈트, 어포던스(affordance), 공감각을 이용하는 감각의 

디자인이다.60

 이 논문은 이렇게 해서 좁혀진 ‘디자인 스토리텔링’에서 또 더욱 초점을 

좁혀서 텍스트와 이미지 등의 시각적인 요소의 조합으로 메시지를 소통하거나 

관람객에게 경험을 제공61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디자인인 ‘그래픽 디자인 스토

리텔링’을 연구하기로 한다. 이는 즉, 인쇄물, 웹사이트, 영상 등의 커뮤니케이

션 매체62들을 통해, 점•선•면, 형태, 색채, 이미지, 타이포그라피, 일러스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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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레이아웃 등을 이용하여 서사성을 액션, 감정, 그리고 감각으로 표현하는 매

체 전환성, 현장성, 상호작용성 및 문화 콘텐츠와의 관련성을 가진 소통의 디

자인인 것이다 .

  2.2.5.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특성과 시간성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특성에 관하여, 특히 시간성에 관련하여 더 자세

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술 전반의 이론을 참고한다면, 1767년 고트홀드 레싱(Gotthold 

Lessing)은 그의 저서 라오콘(Laocoon)에서 텍스트는 시간의 예술에 적합한 

것으로, 그리고 이미지는 공간의 예술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63 이에 

따른다면 전통적으로 내러티브는 텍스트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현대의 여러 정지된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정지된 이미지들에서도 시간성을 느낄 수 있

으며, 서사적인 형태를 취하거나 연속의 느낌을 나타내고, 그림과 스토리가 함

께 표현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64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가 자주 함께 쓰

이는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정지된 이미지의 서사적 표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볼 수 있다. 

 이수곤 교수는 그의 논문 ‘시각디자인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에서 시각 기호의 비선조성(非線條性)과 그에 대한 동시다발

적인 직관적인 인식을 ‘난관’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는 또 이에 대한 해결책

도 제시한다. “시각 기호는 두 가지 이상의 사건 혹은 상황, 인물 등을 이미지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제시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요소)가 ‘변화’를 나타

내고 혹은 ‘변화’로 읽혀진다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제시된 이

미지를 통해 인식한 ‘변화’가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면 이야기를 담으려던 디

63.  Gotthold Ephraim Lessing, 『Laocoon』, 1968, Noonday Press(Karen Parna, ‘Nar-
rative, Time, and the Fixed Image,’ edited by Mireille Ribiere and Jan Baetens, 

『Time, Narrative, and the Fixed Image』, Rodopi, 1994, p.29에서 재인용)
64. Karen Parna, 앞의 책, 29p
65.  이수곤, ‘시각디자인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조형미디어학, 

Vol.21 No.3 , 2018, p2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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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김나무, ‘비주얼 내러티브 창작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3 No.2 통권 제34호, 2015, p230

67.  서연화, ‘비주얼내러티브의 유형별 특성 사례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3호, 2016, 
p194

68.  Tzvetan Todorov, 『Genres in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30

자인의 의도는 십분 표상된 것이라 여겨진다.”65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의 작품을 ‘비주얼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영역에

서 비주얼 내러티브’라고 표현한 김나무교수는 그 특성을 일련의 연속적 사건,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 각 요소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 각 부분을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66이라고 논한다. 

 한편, 서연화 교수는 시각 기호의 동시다발적인 특성에서 또 다른 장점

을 끌어 낸다. “시각언어는 문자언어와 달리 비선형적으로 인지되고 동시다발

적이다. 따라서 시각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비주얼내러티브는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전달하며 수신자 역시 총합적인 이미지로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며 수신자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이야기가 해석되어지며 구축된다 

… 즉 내러티브 환경 하에서는 수신자는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능동적 주체이

며 이 과정을 통해 몰입의 과정에 이르게 된다.”67

 이를 종합해 본다면 시각적인 기호를 매체로 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토

리텔링의 특성은 어떤 시간성을 내포한 변화의 표현과, 그 변화의 가능성을 내

포한, 부분과 전체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또다시 핵심적으

로 서사학과 연결이 된다.  츠베탄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내러티브의 

기본 원리를 연속과 변화라고 하였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연결되

어 하나의 종합적인 전체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했다.68  

 캐런 파르나(Karen Parna)는 여기서 시간성을 조금 더 강조한다. “토

도로프의 연속과 변화의 원리(전통적인 서사학의 핵심이 되어온 원리)에서는 

수용자가 그 두 요소를 본인 자신의 고정관념 속 시간, 변화, 연속의 개념과 연

결할 수 있을 때만이 의미가 있다. 어떤 이야기의 요소들이 어떤 순서도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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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어떤 시간의 흐름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사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내러티브의 정의 그 자체가 바로 시간성에 의존하기 

때문이다.”69 

 이렇게 도출된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특성인 1)시간성 2)변화, 

그리고 3)종합적인 전체의 관점에서 앞서 내린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엘렌 럽튼이 제시한 액션, 감정, 감각을 차례

로 검토했을 때,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이 어떤 액션을 나타낸다면 당연히 그 

모습에 시간성과 변화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감정이 보는 이의 마음에 영향을 줌으로써 변화가 있을 것이며 감

각에 호소하는 것도 사용자의 마음에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또한 그래픽 디자

인의 점•선•면, 형태, 색채, 이미지, 타이포그라피,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아웃  

등 여러 부분적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관계를 이루는 모습은 토도로프가 언급한 

종합적인 전체를 이루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각적인 그래

픽 디자인은 1) 시간성과 2) 변화를 내포하고, 3) 종합적인 전체를 이룸으로써 

스토리텔링을 구현해낸다. 

 2.2.6.	인지서사학

여기서 그래픽 디자인의 부분이 모여 종합적인 전체를 이룸으로써 스토리텔

링을 구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서사학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인지

서사학은 스토리텔링의 인지심리학적 요소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대표학자 

데이비드 헤르만(David Herman 1962~ )은 그의 논문 Scripts, Sequences, 

and Stories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스토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지

에 관해 설명한다. 

 그가 인용한 Dennis Mercadal를 재인용하자면, 스크립트(Script)란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 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대한 묘사70라고 한다.  

69.  Karen Parna, 앞의 책, p.30
70.  Dennis Mercadal,  『A Dictionary ofArtificial Intelligence』, Van Nostrand, 1990, 

p255 (David Herman, ‘Scripts, Sequences, and Stories,’ PMLA, Vol. 112, No. 5, 
Oct., 1997, p10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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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Dennis Mercadal, 앞의 책, p254 (David Herman, 앞의 논문, p1047에서 재인용)
72. David Herman, 앞의 논문, p1048 
73. 앞의 논문, p1048
74. Roger C. Schank, 『Tell Me a Story』,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95, p7-12
75. David Herman, 앞의 논문, p1051
76. Karen Parna, 앞의 책, p31-32

반면 스키마(Schema)란 인간이 현재의 정적인 경험을 해석할 때 쓰이는 기

억의 구조이다.71이들이 모두 모여 인간의 ‘경험의 레퍼토리’가 되어 그때 그때

의 인식을 해석할 때 쓰이게 된다. 그래서 헤르만에 의하면, 서사는 어떤 정보가 

수신자의 머릿속에서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을 작동시키는지에 달려있다고 한

다.72 즉, 수신자•사용자•관람객이 읽거나, 듣거나, 보고 있는 정보가 예전에  

경험한 스크립트의 기억을 상기시킨다면, 그것은 서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두 가지 서사성에 대해 논하는데, 첫째 서사성, Narrativehood는 

일단 서사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의 용어이고, 둘째 서사성, Narrativity는 서

사성이 강한지 약한지의 정도의 용어이다. 그래서 그는 Narrativity를  바로 인

간이 스크립트를 작동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73 

 이 스크립트는 단순히 순차적인 정보만 포함한 것이 아니다. 스크립트

는 또한 특정 맥락에서 사건들의 적절한 순서를 설명하는 구조이다. 스크립트

는 빈자리들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필수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조

는 서로 연결된 복합체이다.74 이런 과정으로 알 수 있듯이 바로 모든 이야기하

기의 행위는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자신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작동시키는, 즉 공동으로 창조하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75  

 즉 인간은 어떤 부분과 전체의 맥락으로 서사를 이해하며, 꼭 어떤 외부

의 정보가 직접적으로 서사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그 정보가 보는 사람 자신의 

경험 속의 시간적인 기억을 작동시킨다면 그것은 서사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다.76 결론적으로, 인지 서사학의 새로운 점은 전통적인 서사학의 한계를 넘어

서서 예전에는 반내러티브적이라고 생각되어지던 텍스트에서조차 내러티브적 

구조를 찾아내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편적이었던 ‘생각 연습’들, 분명한 

시작과 끝이 없는 이야기들, 갑작스러운 시점이나 시간의 변화가 있는 이야기

들이 내러티브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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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다중적 매체로의 매체 전환
앞서 스토리텔링의 용어를 정리할 때 매체 전환성을 언급했다. 또한 서사학의 

기본을 살펴볼 때 내러티브에는 근원 스토리와 그를 표현한 담화가 있으며 그 

담화는 여러 가지 매체로 발현 가능함을 설명했다. 그리고 앞 페이지의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스토리텔링과 인지서사학을 논하면서는 인간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머릿속에서 형성하면서 서사를 이해한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다양한 매체로의 시각화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3.1. 다중적 매체(multiple media)

본 연구는 그래픽 디자인의 다양한 스토리텔링 가능성을 포스터, 영상(무빙 포

스터), 소셜미디어, 출판인쇄물(책) 등의 다양한 매체로 실험•표현한다.  여러 

가지의 매체를 가리키는 말로 멀티미디어(시청각을 모두 이용), 멀티플랫폼(다

양한 컴퓨터 운용 시스템을 이용), 크로스미디어(다양한 광고 매체 이용), 트랜

스미디어(매체의 초월) 등 다른 말들이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장 중립적인 

다중적 매체란(multiple media) 용어를 쓰기로 결정하였다.  

 2.3.2.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

  2.3.2.1. 매체 전환의 개념과 특징

스토리를 한 가지 매체에서 다른 매체, 혹은 여러 가지 매체로 바꾸어 텔링하

는 데에 있어서는 활발한 ‘매체 전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궁

극적인 목적은 이야기의 다양한 시각화로서의 텔링이지만, 콘텐츠의 텔링에 있

어서는 어떠한 원리들을 참고로 할 수 있는지, 그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간단하게 서술한다면, ‘매체 전환’이란 하나의 같은 스토리•서사를 여

러 가지 매체의 형식으로 표현해 재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 각색이란 

용어를 대신해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이유는, 조길예가 볼프강 가스트의 

책을 옮기면서 말했던 것처럼, 각색의 현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77 각색의 경우 문학 텍스트 중심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변환의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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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볼프강 가스트는 전환을 “상이한 매체, 혹은 기호 체계간의 고유성

을 인정하면서도 무궁무진한 상호 전환/변형 가능성을 열어주는 용어”라고 함

으로써 변화된 양상을 수렴하고 전혀 다른 기호체계로의 전이를 포괄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였다.78

 서성은 교수는 허구적 스토리세계가 다른 스토리세계와 관계 맺는 방

식을 논함에 있어 모두 여섯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본다. 즉, 매체 전환 스토리

텔링에서 스토리세계가 다른 스토리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①반복(repeti-

tion)79, ②연장(extension)80, ③확장(expansion)81, ④수정(modification)82, 

⑤치환(transposition)83, ⑥인용(quotation)84의 여섯 가지의 스펙트럼으로 

보고 그 현상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한다.

77. Wolfgang Gast, 조길예 역, 『영화-영화와 문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p126
78. 앞의 책, p126
79. 반복: 원작의 스토리 세계에 대한 생략과 압축, 충실한 각색
80. 연장: 원작의 스토리 세계가 다루는 시간을 연장하는 방식
81. 확장:  원작의 스토리 세계에 새로운 존재들을 추가하거나 주인공들이 새로운 세계를 방문하

거나 조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전환시키는 방식
82. 수정:  원작의 스토리세계를 본질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원작과 병치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 많음
83. 치환:  원작 스토리세계의 설정 및 메인 스토리를 유지하되 완전히 다른 시공간적 매경으로 

위치전환하는 방식
84. 인용: 원작의 스토리 세계에서 특정 스토리 요소를 단순 인용하는 것 
85. 서성은,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p15

연장
extension

수정
modification

반복
repetition

치환
transposition

인용
quotation

확장
expansion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 
스펙트럼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그림 2–2]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 스펙트럼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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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작품의 성질에 따라 물론 일반적 의미에서 크로스미디어 스토

리텔링은 위의 다섯 가지 방식을 모두 취할 수 있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은 반복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 확장, 수정, 치환, 인용의 방식을 자유롭게 다층

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매체 전환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변형의 강도에 따라 왼

쪽 끝에 원작 각색 스토리텔링이 위치하고, 오른쪽 끝에는 트랜스미디어 스토

리텔링이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86

 

	 	 2.3.1.2.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서성은 교수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 서술된 ‘압축’의 원리를 인용한다. 프로이드는 꿈-사고(dream-

thoughts)를 외현적인 꿈-내용(dream-thoughts)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꿈-작

업(dream-work)이라 명명하고 꿈-작업의 한 유형으로 압축(condensation)

에 주목한다.87

 그에 의하면 압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첫째

는 생략과 선택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생략과 선택은 다의성, 또는 중층결정, 

즉, 여러 원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많은 요인이 서로 인과관계로 영향을 

맺고 있음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는 집합형상(collective figure)과 혼합형상

(composite figure)으로 다시 구분되는 새로운 통합체의 형성이다. 집합형상

은 둘 이상의 형상이 공통점을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어느 하나를 대리자로 내

세우는 경우이며, 혼합형상은 두 개 이상의 다른 형상이 공통 특징을 중심으로 

결합하되 서로 공통되지 않은 특징들이 생략되지 않고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다. 셋째는 두 개 이상의 형상이 공통점(교차점) 위주로 결합하고 나머지는 모

두 생략되는 경우인 공통형상(common figure)이다.88

 이 프로이드의 압축 개념은 자크 라캉(Jacque Lacan)에 의해 언어학

적 용어인 은유라는 개념으로 재해석되며, 어떤 유사성을 지니는 두 개의 잠재

86. 서성은, 앞의 논문, p15
87. 서성은,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p18
88. 앞의 책, p18-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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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가 은유적 압축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은유적 형상을 발생시키는 언

어적인 기표의 대체 과정과 유사하다고 설명된다.89

 서성은 교수는 그녀의 연구를 통해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 은

유적으로 압축되는 것은 구조와 캐릭터라고 말한다. 그리고 공통형상은 집합

형상이나 혼합형상의 결합에서 생성되는 공통 특질을 인물화(characteriza-

tion) 또는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한다.90   

  2.3.1.3.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서성은 교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설명하면서 또 프로이드의 이론을  

토대로 한다. 꿈-사고(dream-thoughts, 잠재몽)의 여러 요소 중 단 하나만이 

부당하게 확대되어 꿈-내용(dream-content, 현재몽)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 전위(displacement)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기본 원리로 인용

된다.91  전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암시에 의한 대체’와 ‘심리적 강세의 

전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중요한 것이 사소한 것으로 대체되어 나

타나는 축소지향적인 것이고, 후자는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재현되어 나

타나는 확대지향적인 것이다.92

 프로이드를 재해석한 자크 라캉은 프로이드의 전위 메커니즘이 언어

학의 환유 개념과 동일한 질서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이러한 전위나 

단어에서 단어로의 환유는 대상에 대한 재료의 관계나, 내용물에 대한 그릇의 

관계나,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나, 원인에 대한 결과의 관계 등 두 용어의 결

합을 위한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환유적 구조에서 기의는 생략되고 

명백하게 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라캉은 환유를 ‘생략’과 ‘결여’와 ‘욕망’의 중

심으로 설명한다.93

89. 앞의 책, p25-26
90. 앞의 책, p28-32
91. 서성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p20
92. 앞의 책, p23
93. 앞의 책, 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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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환유적 전위의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

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 개발자는 스토리 세계를 만들어 ‘세계 구축

(world building)’을 한 후 그 세계를 파편화(fragmentation)하여 매체별로 

분산시킨다. 이 시스템에서 독자·관객은  ‘진입 서사(entry narrative)’를 통해 

스토리 세계를 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파편화’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결

핍을 채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연결 서사(connection narrative)’를 거쳐 ‘원

천 서사(original narrative)’를 찾으려 여정을 계속한다. 이 과정에서 ‘암시에 

의한 대체’ 과정은 개발자 스토리텔링의 방향성과 유사하고 ‘심리적 강세의 전

이는’ 사용자 스토리텔링의 향유의 방향성과 유사하다.94

  2.3.3.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다중적 매체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다중적 매체 사용의 예는 옥외 빌보드 광고판, 포스터, 

현수막 등의 옥외 광고, 신문, 잡지, 전단지 등의 인쇄 광고, TV 광고, 모바일 

광고 등의 영상물, 배너, 리치미디어(Rich Media) 등의 온라인 광고, 소셜미디

어 등의 SNS 광고 등을 골고루 이용하는 크로스미디어 캠페인에서 가장 흔히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토리텔링적인 성격을 가진 예는 영화나 텔레비

전 쇼 등의 내러티브적인 프로모션 캠페인이나 서사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진 

광고 캠페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광고캠페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문헌으로 공개되어 있는데, 

칸 국제광고상, ADFEST상 등을 수상한 일본의 광고기획사 덴츠에 의하면 크

로스미디어의 대표적인 전략은 동종포맷으로 베리에이션하는 파워 베리에이

션 시나리오(Power Variation Scenario), 시계열로 메시지를 변화 시키는 타

임라인 시나리오(Timeline Scenarion), 초기 관심을 유발하고 나머지는 다른 

미디어에서 전개하는 미디어 스플릿 시나리오(Media Split Scenario) 등이 

있다고 한다.95

 그러나 이러한 문헌들에서 시각화로의 매체 전환에 대한 연구는 아직 

94. 앞의 책, p30-34
95.  덴츠 크로스미디어 개발 프로젝트 팀,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마케팅플래닝본부 역, 『크로스

위치』, 나남신서, 2009, 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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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콘텐츠 전달이 궁극적인 목적인 콘텐츠 디자인 문

헌들에서도 여러 다른 시각적 그래픽 디자인 매체로의 전환과 그것이 콘텐츠

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문헌은 드물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에서는 최근 콘텐츠 영역

에서 활발해진 새로운 유형의 스토리텔링의 매체 전환적인 특징을 적용하려 

한다. 왜냐하면 첫째로 텍스트 원문으로 쓰여진 콘텐츠를 시각화하는 것이 일

단 기본적으로 매체 전환적이기 때문이며, 또한 둘째로 기술과 매체가 점점 발

달하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간이 파편적인 정보를 더 큰 맥락의 일부로 

받아들여 머릿속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 또한 궁극적으로 매체 전환적인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은 매체 전환의 과정을 거

쳐 다중적 매체를 통한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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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소결:  다중적 매체를 통한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

이 장의 이론적 배경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적 매체를 통한 그래픽 디자

인 스토리 텔리 창작 프로세스 모델을 정리 하였다. 

 디자이너는 우선 원작 콘텐츠인 스토리 세계를 구축하고 이를 포스터, 

영상, SNS, 북 디자인, 등의 시각 매체 콘텐츠로 전환하면서 은유적 압축, 환유

적 전위 등의 매체 전환 메커니즘을 거치게 한다. 이 메커니즘을 거친 시각 매체 

콘텐츠는 액션, 또는 감정, 또는 감각의 소재로 선택 되어진 후, 시각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 시각화 과정이란 디자이너가 점•선•면, 형태, 색채, 이미지, 

타이포그라피,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아웃 등의 표현방법을 선택하여 그것에 재

조합, 확대, 중첩, 반복 등의 시각적 장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결과적

으로, 시간성과 변화를 표현하는 최종 디자인 창작이 되는 것이다.

 과정 모델을 도식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31

[그림 2–3] 다중적 매체를 통한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 창작 프로세스 모델

시간성과 변화의 표현

스토리 세계 구축발상

표현 대상,
소재

매체 전환
메커니즘

표현 방법
선택

시각적 장치 
(디자인 방법론) 적용

최종 디자인

(콘텐츠의) 은유적 압축,  환유적 전위

시각화
(디자인)

원작
콘텐츠

시각매체
콘텐츠

재조합,
확대,
중첩,
반복,

등

점•선•면, 형태, 색채,  

이미지, 타이포그라피,  

일러스트레이션, 레이아웃

액션 감정 감각또는 또는

매체 전환 방향 설정 
(포스터, 영상, SNS, 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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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콘텐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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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콘텐츠
콘텐츠의 본문은 연구자 본인이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2013년에서 2015

년 사이의 경험과 그 시절의 메모를 토대로 집필하였다. 당시에 영어로 집필한 

본문은 논문 연구와 함께 재집필•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디자인 과정에서 번역

되었다. 

 3.1.1.콘텐츠 본문 요약

  3.1.1.1. 기억 속 속삭인 순간(Whispering Moment(ous))

어느 10월에 뉴욕에 살고 있는 ‘나’에게 5살 조카가 ‘나’의 어머니와 함께 서울

에서부터 놀러 온다. 그러던 어느 밤, 조카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새벽 세 시

에 ‘나’를 깨워 놀아달라고 조른다. 마지못해 놀아주던 ‘나’는 갑자기 ‘나’의 롱

부츠를 신고 카우보이 놀이를 하는 조카를 보며 순간적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열반적 희열의 지속을 느낀다. 

  3.1.1.2. 기억 속 스치는 순간(Fleeting Moment(ous))

어느 늦겨울 감기에 걸린 ‘나’는 깜깜한 뉴욕 저녁에 감기약을 사러 동네 약국

에 홀로 외로이 간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빠’를 닮은 낯선 남자의 외투 뒷자락

을 보게 되고 갑자기 아버지와의 온갖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그

사이에는 ‘현재’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다. 순간을 초월하는 기억의 

시간여행을 다녀온 ‘나’는 결국 현재와 기억의 중첩 속에서 ‘수퍼히어로’ 영웅 

아버지의 신화적 전설을 창조해내며 순간의 지속을 체험한다.  

  3.1.1.3. 기억 속 비밀의 순간(Secret Moment(ous))

뉴욕의 어느 이른 봄 겨우 감기 회복을 한 ‘나’는 아름다운 봄눈을 맞으며 홀로 

버스를 기다리다가 생수 병뚜껑을 눈 속에 떨어뜨린다. 그러나 깜깜한 밤 하얀 

눈 속에 병뚜껑은 기적적으로 똑바로 떨어져 깨끗하게 앉아있다. 우산을 치우

자 그 병뚜껑의 자국은 생겨날 때 만큼이나 고요하게 사라져 버리고 만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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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순간 우주와 비밀리에 소통하는 초월적 순간을 느낀다. 

 (이 이야기는 2016년 개인전에서 선형적인 내러티브의 표현으로 발표

된 적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비선형적인 재해석으로, 그리고 본 논문의 뉴

욕 3부작의 일부로 다시 사용된다)

 3.1.2. 콘텐츠 본문의 공통점과 키워드

콘텐츠 본문은 모두 자전적인 내러티브로 일상의 기억 속 중대한 순간을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작품 제목을 중대한이란 뜻의 Momentous

라고도 읽힐 수 있고, 순간들이란 뜻의  Moments라고도 읽힐 수 있는  

Moment(ou)s로 결정했다. 

중대한         

 순간

기억

일상

스토리텔링

[그림 3–1] 콘텐츠의 키워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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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콘텐츠 문헌 연구

	 3.2.1.일상

우리는 누구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씻고, 청소

하고,  소통하는 등 날마다 순환, 반복되는 평상시의 생활이 바로 일상이다. 일

상은 사건의 배경이며 스펙터클의 반대이다. 일상은 이렇게 사소하고 조용하

게 우리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무시되거나 잊

혀지기 쉽다. 심지어는 일상은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져 등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의 물건이나 행위들에는 무한한 특별함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조

금만 주의를 기울여 일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가장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 잠재된 미학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 는 마르크시즘

에 바탕을 두고 일상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일상이란 물질주의

적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 경제적인 소외 속 바로 극복의 대상이었다.96 이러

한 관점은 일상의 연구가 단순히 미시적•단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개인과 사

회 전체의 거시적인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였다. 그에 반해 또 다른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Michel Maffesoli 1944–)

는 지적 상대주의에 기반하여 대중에게 신뢰를 느끼며 현재와 주기적인 시간 

구조에 관심을 가진다.  마페졸리는 일상의 구체성이 논증되는 활동이나 상황

들은 그러한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려는 어떤 인과관계나 종국적인 목적론으

로는 전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97 그래서 그는 일상의 다양성과 구체

성을 강조한다. 그의 대중에의 신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중이야말로 일상 속에 실존하며 일상을 실제로 실행하는 이들이며, 역

사를 이어오면서 지혜를 쌓아 온 주인공들이다. 

96.  H. Lefevre, 『Critique de la Vie Quotidienne』, L'Arche Editeur, 1961, p17 (Michel 
Maffesoli외,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2010(1994) p.32에서 재인용)

97.  M.Maffesoli, 『La conquete du present, Paris: P.U.F.』, 1979, p.15. (앞의 책 p.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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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철학가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1925–1986) 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을 살고 있는 대중에게서 보다 큰 주체성을 발견한다. 

그는 우선  대중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실행(Practice)에 옮기는 지에 주목하였

다.  그는 일상이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논리의 영향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원리에 의한 천편일률적인 상품들로 가득하지만 개개인이 이에 어떻게  창의

적으로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일상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은 따분하고 소외된 일상의 피해자가 아닌 일상의 창조자인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주어진 상황들과 소비재들을 창의적으로 이용하여 개개

인의 일상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일반 대중의 독창성(Inventiveness)의 

증거로 본다. “창의성(Creativity)은 서로 다른 재료를 재사용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이다.” 98

 드 세르토의 일상의 시학은 일상에서 어떤 일반적인 규칙들을 끌어내

려는 총체적인 학술적 목표와 하루하루 세부적인 항목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미시적인 학술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일상

의 개념에 대해서 광범위한 일률적인 정의나 선언을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일상에서 도출하는 보편성은 바로 일상의 수 없는 다양성, 그 자체이다. 

그는 일상을 잘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연구 방법들이 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9 이 연구 방법들은 일상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또 자체로서 일상 속

에 살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세르토는 마치 배경처럼 숨어 있던 일상에 주의

를 기울여 그것을 전경화(foregrounding)100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2.2.기억

프랑스 19세기 후반의 철학가 베르그손(Bergson)은 기억을 정신의 본질이라 보

았다. 그는 의식이 곧 기억이라고도 했는데, 의식은 연속되는 흐름으로 우리의 

98.  de Certeau, Michel (1997) 『Culture in the Plural』 [1974] translated by Tom Conle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49 (Ben Highmore 『Everyday Life and Cultural 
Theory』,  Routledge, 2002, p. 148에서 재인용)

99. Ben Highmore, 앞의 책, p171
100. Ben Highmore, 앞의 책,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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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험 전체를 의미하므로 의식 상태의 지속이 바로 기억이라 설명했다.101

 그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순수기억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과거 경험이 습관에 의해 기계적인 신체의  

운동 작용으로 기억되어 자동 재생, 반복 되는 것을 습관기억(le souvenir- 

harbitude)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에 반해 과거의 경험이 고유의 개별성을 

갖고 반복적 노력없이 이미지의 형태로 비신체적으로 보존되며, 행동이  

아닌 이미지로 표상되는 기억을 이미지 기억(l’image-souvenir)102 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는 원뿔 도식을 이용하여 잠재된 순수기억에서 현재화된 이미지 기

억으로 기억의 조각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의 콘

텐츠가 원뿔의 레이어들 사이에서 운동을 하면서 수축과 팽창의 과정을 거친

다고 하였다. 들뢰즈는 베르그손에 대한 연구에서 그 지속의 이론이 연속보다

는 공존으로 더 잘 설명된다고 했다. 과거의 기억과 현대의 지각, 그 사이의 연

속성은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침투에 의한 동시적 공존이라는 것이다.103 

 이 작품 논문의 시각화 과정은 순수기억이 이미지기억으로 현실화되는 

과정들이었다. 그러한 기억의 운동을 유도하는 출발점들은 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부츠, 외투 옷자락, 병뚜껑, 등의 사물들이다. 그 출발점들은 뜻깊은 기

억과 추억들을 팽창 시켜 현재화하며, 현재화된 기억들은 현재의 아련하고 애 

틋한 감성과 중첩하여 공존한다.  

101.  황수영,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그린비, 2012,  
p91-95

102. 김재희, “베르그손의 기억 개념과 시간의 역설에 대하여”, 『철학연구』, 63, 2003, p.160
103. 앞의 논문, p173
104. 앞의 논문, p162

[그림 3–2] 베르그손의 원뿔도식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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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시간	

앞서 내러티브의 정의를 논하면서 연구자는 시간성을 자주 언급해왔다. 텍스

트는 시간의 예술이며 내러티브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고 시퀀스 내의 이전

과 이후의 변화가 존재하고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흐른다.  

 20세기초 프랑스 철학가 앙리 베르그손(Henri Bergson 1859-1941) 

은 현대의 시간 논의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다. 그 이유는 첫째 그의 매우 적절

한 시간의 정의 때문이며, 둘째, 그가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와 

같은 이 주제의 현대 전문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105 

 그는 우리가 시분초로, 나누어 놓은 시간을 매우 인위적이고 공간적인 

이해라고 보고 이를 비판하였다. 그는 시간을 하나의 큰 연속적인 흐름으로서, 

여러 상태의 이어짐으로 보았다. 이 연속의 의미는 바로 하나하나가 다음 것을 

끌어와 선언하고, 다음의 것이 그 앞에 것을 마치 기억을 하고 있는 듯 포함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수 운동의 흐름을 묘사하지만, 그 흐름을 마치 내러티브의 요소

들과 같이 서로를 따라가는 상태들로 나눈다. 하나의 플롯의 일부로서 그 요소

들은 모두 서로와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와 미래 모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106  이렇게 해서 시간은 임의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

라 수많은 정보와 인과관계를 안고 존재하며 꽉 채워진 상태로 서로를 따라가

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베르그손은 또한 지속(la Durée)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지속은 주관

적인 경험의 시간으로서, 시계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지 않은 회고적인 시간의 

개념이다. 한 중요한 순간이 마음 속에 마치 몇 십분처럼 느껴질 때와 같이 로

맨틱하고 순환적인 시간 개념이다. 이는 베르그손이 수치적, 규율적이라 부르

는 기존의 시간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다.

 시간의 질적, 주관적인 경험을 되찾기 위해서 베르그손은 이 유명한  

‘순수 지속’이라는 개념을 개발해냈다. 그는 이 ‘순수 지속’이 ‘다름이 아니라 서

105. Karen Parna, 앞의 책, p32
106. 앞의 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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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녹아들어 가고 투과되는 질적인 변화의 연속이며 정확한 테두리를 가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베르그손의 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가 시간을 

정량화하거나 공간적인 메타포를 쓰지 않고 설명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

의 목표는 시간을 선이나 연쇄, 혹은 이어지는 시분초의 연결로 보지 않고 ‘순

수 이종성’107 으로 보는 것이었다. 많은 현대 문학가들에게 이 논점은 그들이 

기존의 선형적 시간성의 플롯 구조를 탈피하여 베르그손의 ‘의식의 직접적인 

데이터’를 더욱 깊이 탐구할 자유를 주게 된다. 1919년 마치 선언문과 같은 에

세이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아무리 일관성이 없고 서로 이질적이더라도 우리

의 의식에 나타나는 사건과 광경 모두, 우리의 정신 속으로 떨어지는 원자들을 

그 순서대로 기록합시다. 그 흔적을 스케치합시다.108 베르그손의 이론은 현대

문학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3.2.4.	순간	

베르그손이 기억과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연속성을 강조했다면 가스통 바슐

라르는 시적인 순간의 수직성에 대해 영향력 있는 연구를 남겼다. 바슐라르는 

그의 에세이 ‘시적인 순간과 형이상학적인 순간(Instant poetique et instant 

metaphysique)’에서 ‘시적인 순간’을 산재되고 분열된 존재가 통일과 화합을 

이루는 순간109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

고 수직으로 솟아오른다110 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시적인 순간’을 상반된 개

념들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111 이라고 설명하며 연속성에 반해 동시성

을 강조한다.

107.  Henri Bergson, trans. by F L Pogson, 『Time and Free Will』,  1910, George Allen 
and Unwin, p. 104. (Matthew Taunton, ‘Modernism, time and consciousness: 
the influence of Henri Bergson and Marcel Proust’, May 2016, https://www.
bl.uk/20th-century-literature/articles/modernism-time-and-consciousness-the-in-
fluence-of-henri-bergson-and-marcel-proust에서 재인용)

108.  Virginia Woolf, ‘Modern Fiction’, in 『Selected Essays』, ed. by David Bradsh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10. (위의 기사에서 재인용)

109.  Gaston Bachelard, “The Poetic Moment and the Metaphysical Moment,” 『The 
Right to Dream』translated by J.A. Underwood, Dallas Institute Publications, 
1988. P173(Richard Kearney, 앞의 논문 p38. 에서 재인용)

110. 앞의 책, p175 (앞의 논문 p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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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앞의 책, p174 (앞의 논문 p38에서 재인용)
112. 앞의 책, p175 (앞의 논문 p38에서 재인용)
113.  앞의 논문 p38
114. 앞의 논문, p39-41

 이와 함께, 바슐라르는 몇 가지 역설적인 논리를 펼친다. 첫째, 서로 모

순되는 사건들의 복수성을 한 순간에 수용한다. 둘째, 수평적인 시간을 살고 있

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고 또한 수평적인 시간에 갇혀있는 깊은 곳

의 나를 해방시켜야 한다. 셋째 자신의 과거를 ‘특정한 미소 머금은 후회’로 회

상한다.112  이는 모두 역설적이지만 앞서 언급된 상반된 개념이 조화로운 일체

를 이루는 신비한 순간을 말함에 있어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Bachelard and the Epiphanic Moment’의 저자 리처드 키어니

(Richard Kearny)는 이러한 ‘시적인 순간’의 예를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 프루스트(Proust)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Rememberance of Times Past)’, 도스도예브스키(Dostoyevsky)의 ‘백치

(The Idiot)’ 등의 소설 장르에서도 발견한다. 그 순간은 모두 어느 초월적인 

순간에 보통의 순차적 시간이 거꾸로 뒤집히고 과거와 미래가 새로 쓰여지는 

순간을 말한다.113   

 바슐라르는 이 ‘시적인 순간’을 통해 사물의 실제적 존재를 대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적인 순간은 단순히 언어적인 순간이 아니

라 존재론적인 순간이다. 그는 이 ‘순간’을 갑작스러운 강한 주목 상태를 일으

키는 갑작스러운 의식의 분출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순간’을 통해 존재는 

완전한 통합 상태를 이룬다고 말한다.114 

 한편, 베르그손과 바슐라르는 마치 상반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듯하지

만 사실은 매우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베르그손은  

연결되어 흐르는 시간이 주관적으로 인식되어 수치로 측정할 수 없게 순간이 

지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즉, 순간의 깊이, 중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한편, 바슐라르 역시 어느 순간이 특히 의미 깊은 순간이 되어 ‘시인’ 

에게, 즉 경험자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는,  

수직적인, 깊이 있고, 또 높은, 그러한 순간의 시간적 특성에 대하여 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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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3.2.5.	콘텐츠의 메시지

이러한 순간의 확장성, 확장 가능성이 본 작품 논문의 주요 메시지이다. 바로 

이 작은 것에서 거대한 것으로의 확장의 극적인 변화가 내러티브에 있어서 드

라마의 주요 플롯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momentous) 순

간들(moments)은 하찮게 느껴지는 일상 속, 일상의 기억 속에서 출발한다. 

 연구자의 작품에 있어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은 바로 베르그손이 말하

는 형이상학적인 지속의 발단이며 바슐라르가 말하는 상반되는 개념이 동시

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마술적인 무한의 시발점이다. 그리고 부츠, 외투, 병뚜

껑 등의 일상의 사물들은 중첩된 기억 속 수축과 팽창의 운동을 자극하는 매개

체이다. 이러한 일상의 작고 하찮음이 거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내러티브적인 드라마의 플롯에 비유할 수 있다. 순간의 확장, 일상의 상승, 이

러한 드라마틱한 확대의 가능성의 메시지가 바로 본 작품 논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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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다중적 매체로의 전환

콘텐츠의 이야기들의 여러 가지 매체로의 전환은 첫째로 그래픽 디자인 스토

리텔링이 가지는 여러 가지 시간성에 대한 고찰이다. 시간성은 앞의 이론적 고

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스토리텔링의 핵심개념이다. 포스터, 영상 무빙 포스

터, 책, 인스타그램 등 그래픽 디자인의 여러 매체에서는 시간성이 각자 다르

게 발현된다. 포스터는 정지된 이미지이고, 무빙 포스터는 움직이는 그러나 반

복되는 이미지이며, 또한 책은 연속되는 이미지의 종합체이고, 인스타그램은 

여러 가지 시간성을 동시적으로 가지면서 가장 즉시적인 매체이다. 

 두 번째는 여러 매체에 적합한 스토리 콘텐츠 자체의 주제들의 시간성

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다. 기억은 순수 기억으로 이미 형성되어 정지되어 있

는 듯하지만 끊임없는 팽창과 수축의 운동을 하며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지각

과 중첩되는 재조합의 과정을 거친다(포스터). 일상의 기억 속 순간은 주관적

인 시간의 지각 속에서 지속(La Durée)적인 경험이 되며 이 깨달음의 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수직으로 솟아올라 확장되어 머릿 속에서 무한히 반복•유

지된다(무빙 포스터). 물론 이 순간들이 극적이고 흥미진진하긴 하지만 그 앞

뒤를 설명하는 인과관계의 연속이 있기 마련이며(책•북 디자인) 이 모든 디자

인 결과물을 작업하는 과정의 액자 서사와 그것을 기다리는 궁금함이 또 존재

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또한 세 번째로 여러 매체로의 전환은 여러 그래픽 디자인 매체의 다

양한 물질성과 관람거리를 이용하여 보는 이의 다층적인 감각을 작동 시켜 스

토리 감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정지된 대형 평면 이미지

인 포스터는 관람자에게 최소한 2–3m의 관람 거리를 필요로 하며 재료의 물

질성을 띤다. 포스터의 디테일은 관람자가 더 가까이 다가오게 유도를 하는데, 

이러한 크기와 거리의 변화가 매우 원초적인 상호성을 성립하며 가까이서 보

았을 때 느껴지는 재료의 질감은 관람객의 가상의 촉각을 자극한다. 대형 영상 

무빙 포스터의 설치는 비물질성의 매체로서 역동적인 움직임의 노출을 통해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과 같이 스케일로써  관람객에게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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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책은 독자가 손에 쥐고 만져보고 펼쳐보고 넘겨 볼 수 있는 가장 물질적

이고  촉각적인 매체라고 할 수있다. 그리고 책을 손에 들었을 때 가까운 개인

적인 거리에서 읽는 경험을 제공하는 내밀하고 친밀한 경험의 매체이다. 인스

타그램은 모바일 비물질적인 형태로 가장 많이 공유되는 매체로서 또 다른 형

태의 내밀하고 친밀한 경험의 매체이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즉시적으로 경험의 

공유가 가능한 매우 공공적인 매체이다. 

 네 번째는 여러 매체를 이용한 파편적인 이야기의 부분들이 모여 큰 그

림의 종합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실험이다. 이 부분은 데이비드 헤르만의 인지

서사학에서 인간이 서사성을 인지할 때 내러티브 조각들을 머릿속의 스크립트

(Script)를 참고로 큰 그림을 이룬다는 주장과 어느 ‘시적인 순간’ 또는 깨달음

의 순간에 상반된 개념들이 모두 결합하여 갑자기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극적인 

양면성과 동시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실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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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S3
S2

중첩하다

재조합하다

액자 서사

암시하다

공유하다

확장하다

반복하다

연속하다
종합하다

포스터
(Reminiscence)

책
(Synthesis)

SNS
(Access)

영상
(Spectacle)

정지된 이미지,
평면(표면),재료 

파편, 연재, 
동시적,즉시적,
비물질

역동적, 시간성,
비물질, 스케일

연속성,물질, 
촉각적,시퀀스 

[그림3–3] ‘Moment(ou)s’ 다중적 매체 스토리텔링 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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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디자인 방법론 도출

 3.4.1. 재조합

세르토의 일상에 관한 이론 중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상의 요소들의 

창의적이 재조합이 필요하다” 115 라는 논의에서 시각적인 재조합의 기법을 

도출하였다. 

115.  Michel de Certeau, 앞의 책, p.49 (Ben Highmore, 앞의 책 p. 148에서 재인용)

[그림3–4] 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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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4.2. 확대, 확장

베르그손의 기억에 관한 이론 중에서 순수기억이 이미지 기억으로 발현 되면

서 수축, 팽창, 운동을 한다는 논점, 특히 그의 원뿔 도식에서 시각적인 확장, 

확대의 기법을 도출하였다. 

[그림3–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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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중첩

베르그손의 기억에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지각이 동시적으로 공존 

한다는 논점에서 시각적인 중첩의 기법을 도출하였다. 

[그림3–6]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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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동시성

베르그손의 기억에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지각이 동시적으로 공존 

한다는 논점과 순수 지속의 동시성, 그리고 바슐라르의 순간의 이론에서 시각

적인 동시성(시리즈) 기법을 도출하였다. 

 [그림3–7] 동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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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주관적 시간

베르그손의 시간에 관한 이론 중 순수 지속의 영원성, 그리고 바슐라르의 순간

의 이론에서 시각적으로 주관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또는 시간성을 반복적으

로 표현하는 기법을 도출하였다. 

[그림3–8] 주관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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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파편성

데이비드 헤르만의 인지서사학의 이론에서 파편적인 이야기 조각도 인간이  

내러티브로 인지한다는 점에서 염감을 받아 시각적인 파편성의 기법을  

도출하였다.  

[그림3–9] 파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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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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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콘텐츠 디자인

일상의 콘텐츠 디자인을 통해 대중적, 상업적 성공을 이룬 디자이너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곳에 소개하는 사례들의 경우 주로 디자이너의 

개인적인 작품의 콘텐츠와 기획에서 시작하여 그 결과가 널리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4.1.  카렐 마르턴즈(Karel Martens, b.1939, 네덜란드 )

카렐 마르턴스는 전통적인 인쇄 기반의 그래픽 디자인에서부터, 영상과 인터

랙티브가 가미된 디지털 미디어 작업까지 다루는 그래픽 디자인계의 세계적인 

거장이다.116 수집한 매개체를 이용한 레터프레스 모노프린트와 네덜란드의 동

전, 우표와 전화카드를 디자인 한 것으로 유명하며, 출판사 SUN 과 건축잡지 

오아서 OASE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여왔다. 베르크만 상(H.N. Werk-

man Prize), 하이네켄 예술상(Dr A.H. Heineken Prize for Art), 로테르담 

디자인 상(Rotterdam Design Awards)의 명예상 등 각종 명예로운 디자인 

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그는 1998년 네덜란드 아른험에 베르크플라츠 티포흐

라피(Werkplaats Typografie)를 설립하여 교육자로서 잘 알려져 있다. 

 카럴 마르턴스의 개인적인 콘텐츠 디자인 작품으로 잘 알려진 것은 그

의 모노프린트(Monoprint) 작품들이다. 그는 버려진 자동차의 부품이나, 손

자의 장난감 블럭 등 일상의 오브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

용과 의미를 ‘단순하면서도 풍성하게 자신만의 스타일’117로 표현해낸다. 

  그는 쓰레기를 모으는 노스탤지어의 디자이너이다. 그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버리는 카탈로그 문서들을 수집해서 모노프린트의 재료로이자 콘

텐츠로 이용한다.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문서가 자신의 아버

지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118  바로 이러한 모더니즘에 대한 노스탤지어119

를 수공의 모노 프린트 과정을 통해 생생한 색채로 재조합을 해서 나타내는 것

116.  플랫폼 엘, ‘카럴 마르턴스: 스틸 무빙’, 2018,  
https://platform-l.org/exhibition/detail?exhibitionNo=289

117. 앞의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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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그의 콘텐츠이자 콘셉트이다. 물론 그는 전통적인 콘텐츠의 정의대로 

텍스트를 쓰지는 않지만 디자인적 조형이 바로 그의 콘텐츠이다. 재조합의 상

징과 감성이 바로 그의 콘텐츠이다.  

 마르턴즈의 일상의 재조합의 원작 콘텐츠는 모노프린트로 시각화되어 

디자인 작품으로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전시의 콘텐츠가 되고 또 다시 전시

를 도큐멘테이션한 책의 콘텐츠가 되어서 제품화 된다. 또한 그의 개인 작업에

서 사용되었던 컬러 팔레트나, 조합의 기법은 그의 클라이언트 작업에서도 모

습을 드러낸다. 그는 자기 개인 작업과 클라이언트 작업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120 고 말한다.

118.  ‘Karel Martens, the Dutch Master’,  https://www.nytimes.com/slide-
show/2016/09/07/t-magazine/karel-martens-the-dutch-master/s/07tmag-karel-
slide-8W88.html#

119. Nick Currie, ‘The Office And The Orgasm,’ Mousse Magazine 57, 2017, p177
120. 전상언 외, 점명화 번역, 『Karel Martens: Still Moving』, 태진문화재단, 2019, p95

[그림4–1] Karel Martens, Untitled, 2016, letterpress monoprint on foun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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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Karel Martens, Untitled, 2016, letterpress monoprint on found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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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Karel Martens, ‘Still Moving’ 전시 전경 1, 2018 

[그림4–4] Karel Martens, ‘Still Moving’ 전시 전경 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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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앤서니 버릴(Anthony Burrill, b.1970, 영국 )

앤서니 버릴은 영국 켄트(Kent)의 옥스니(Oxney)에 거주하며 작업을 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Littleborough, Lancashire에서 태어난 버릴은 리드 

폴리테크닉(Leeds Polytechnic)과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Royal College  

of Art)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의 클라이언트 작업으로는 The  

Economist 잡지, 영국 도서관, 런던 지하철, The Design Museum,  

London 및 Colette, Paris의 광고 캠페인 및 포스터가 포함되어 있다. 그의 

작품은 Breda, Kemistry Gallery, London, Victoria & Albert Museum, 

London 및 Walker Art Center, Minneapolis의 그래픽 디자인 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121

  “인쇄, 설치 및 동영상 작업에서 버릴의 작품은 대담한 유형과 밝은 색

상으로 설정된 재치 있고 평범한 슬로건을 자주 사용한다. 목제 블록 인쇄, 활

판 인쇄 및 스크린 인쇄와 같은 전통적인 판화 기법은 버릴의 디자인 과정과 

미학의 필수적인 부분이다.”122 그의 “Oil & Water Do Not Mix”는  미국 멕

시코만에서의 BP 원유 유출 사건을 비판하기 위하여 유출 지점의 원유 성분

을 잉크에 혼합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히트가 된 

“Work Hard & Be Nice to People”은 그가 일상을 살아가는 좌우명이라고 한

다. “그는 자신의 작품의 메시지를 매우 중시하며 그 메시지대로 생활하려고 노

력한다”123고 한다.

 그는 2017년 “Make It Now”란 책을 집필, 출간한다. 이 책은 그의 디

자인 프로세스의 뒤 이야기들과 함께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유용하고 사려깊은  

조언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투적

인 표현과 케케묵은 어법을 피해라. 생각지 못 했던 시학과 의미를 일상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한다.124 

121.  ‘Anthony Burrill’, https://collection.cooperhewitt.org/people/35456075/bio
122. 앞의 웹사이트 
123. ‘ Anthony Burrill: To the Letter,’ 2016,  

https://www.tate.org.uk/art/art-terms/p/pop-art/anthony-burrill-letter
124. Anthony Burrill, 『Make it Now』, Virgin Books, 2017,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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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앤서니 버릴의 콘텐츠는 그의 디자인만큼이나 유명하며 그의 작업

은 그의 콘텐츠 디자인 전체로 의뢰가 들어온다. 최근 영국 Harewood Bien-

nale에서 그의 작품은 4m 타워로 전시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바로 그 ‘누구’이다. 우리는 우리

가 만드는 바로 그 ‘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바로 그 ‘어떻게’이다.” 

 앤서니 버릴의 작품은 디자이너가 카피까지 집필하는 콘텐츠 디자인의 

성공적인 예이기도 하면서 또한 일상의 확대의 기법의  좋은 예이다.
 

[그림4–5] Anthony Burrill, ‘Oil & Water Do Not Mix,’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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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Anthony Burrill, ‘Work Hard & Be Nice to People,’ 200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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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Anthony Burrill, ‘Make It Now!’ 2017

[그림4–8] Anthony Burrill, ‘Look & Se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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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Anthony Burrill, ‘We Are What We Make,’ 2019, Harewood Bien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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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매리언 반티즈(Marian Bantjes, b.1962, 캐나다 )

매리언 반테즈는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퍼,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로, 그녀

의 커리어 초반을 타입세터(Typesetter)로 보냈다. 그녀는 1994년 디자인 스

튜디오에 합류하기 위해 서적 인쇄술 분야를 떠났다. 그녀가 그래픽 디자이너

로 일했던 Digitopolis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번영했으나 2003년 그녀

는 자신의 관심사와 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해 퇴사한다. 그 후 그녀는 홀로 자

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하여 Pentagram, Stefan Sagmeister, AIGA, 

The Guardian 및 The New York Times 등의 클라이언트와 일하면서 국제

적인 명성을 떨치게 된다.125  

 반테즈 원작의 콘텐츠 디자인 개인적 작품들은 그녀의 클라이언트 작

품들만큼이나 유명하다. 그녀의 장식적인 일러스트레이션, 패턴과 타이포그래

피로 가장 유명한데, 디자인 비평가 릭 포이너에 의하면 “그녀는 철저한 소통

의 지능을 유지하면서도 조형의 축제를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

고도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파

편성과 부조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90년대 이후로 이러한 열정과 기교로 복잡

성을 수용한 디자인은 반테즈를 통하여 처음 접한다. 반테즈의 디자인은 화려

하고, 구불구불하게 선적이며, 조화롭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126  

 그녀가 카피라이팅(copywriting)을 한 개인적인 작업들은 감성과 재

치로 가득하다. 2004년 작의 ‘Restraint’는 그녀가 디자인한 폰트의 샘플 일러

스트인데, 장식적인 곡선이 가득한 일러스트와 반어적인 카피로 제목이 ‘자제

력’이다. 2006년 ‘Indestructable,’에서 설탕으로 반어적인 ‘불멸’의 타이포그

래피 형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통념적으로 단명하는(ephemera) 수공의 작업

으로 영원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이 불멸의 작품은 이 변화를 보여주고, 단맛

의 미각과 가루 촉각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좋은 예

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예인 와이너리 이름으로 이루어진 포스터는 클라이언

트 의뢰 작품이긴 하지만,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시점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좋은 스토리텔링의 예이다. 

125.  ‘Marian Bantjes’, http://www.designishistory.com/2000/marian-bantjes/
126. Rick Poyer, ‘Forward,’ Marian Bantjes, 『Pretty Pictures』, Metropolis Book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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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0] Marian Bantjes, ‘Restrain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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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Marian Bantjes, ‘Indestructabl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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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Marian Bantjes, ‘Grapes Post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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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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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phemeral eternal/eternal ephemeral

2016년 12월에 공개된 개인전이다. 자전적 콘텐츠의 내러티브 디자인을 본격

적으로 연구한 첫 전시이다. 이때는 어느 눈 오는 봄날 밤, 눈 속에서 잃어버

렸다 찾은 병뚜껑 이야기를 선형적으로 해석하여 시각화하였다. 사진, 일러스

트, 타이포그래피가 모두 이용되었다. 명상적인 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묵

의 색채를 이용하였고, 도시의 거대함과 그 몰입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하여 

120cm X 170cm의 대형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이 때는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 

플롯에 집중을 하였기 때문에 ‘보물찾기’의 테마를 선택했다. 각 포스터는 관람

자가 넓은 표면 내에 숨겨진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 전시에서는 이야기 자체를 선형적으로 서술하는 데에 집중하여서, 

17개의 포스터를 순서대로 설치하고, 입구에서 배포하는 글을 관람자가 읽으

면서 포스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를 계획하였다. 이야기의 의미에 있어서

는 그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포스터 디자인에는 확대 기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커다란 눈 결정

체, 커다란 타이포그래피, 커다란 병뚜껑 등 일상의 확대에 대한 관심이 많았

다. 몇몇 포스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은 디테일이 숨겨져 있어서 시

점의 변화로 또한 스케일의 스토리텔링을 시도한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눈 패턴의 반복이다. 

눈 결정체의 형태는 여러 가지 원리로 반복이 되어서 패턴으로 시퀀스의 중간

중간에 표현되었다. 이는 그 잃어버림과-발견의 순간에 끊임없이 눈이 오고 있

는 일종의 주관적인 시간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 전시 때에도 하나의 스타일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기법과 형태

로 스토리를 표현함으로써 작은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종합적인 전체를 이루

어내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 같은 스토리는 본 연구에서 순간의 이야기로 재해석 되어 새롭게 시

각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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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ephemeral eternal/eternal ephemeral’ 전시 전경 1, 2016

[그림5–2] ‘ephemeral eternal/eternal ephemeral’ 전시 전경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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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ephemeral eternal/eternal ephemeral’ 전시 전경 3, 2016

[그림5–4] ‘ephemeral eternal/eternal ephemeral’ 디테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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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ilence & Else  

2018년 8월에 전시된 2인전의 작품들이다. Silence를 주제의 시작으로 연상하

여 명상에 대해 작품들을 발전시켰다. 다양한 매체에 대한 실험을 시도하였다. 

 고요함과 명상에 관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그 무언가 성취하기 

어려운 도달하기 아슬아슬한 기준점, 한계점(threshold)의 순간의 성질이다. 

캔버스 프린트 작품인 ‘Mandala, Tomorrow(2018)’는 해가 수면 위로 떠오

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나타낸다. 이를 배경으로 가까이서 보면 Tomorrow 

morrow row row가 반복되고 멀리서는 화려한 패턴으로 보이는 만다라가 떠

오른다. Tomorrow morrow row row 만트라를 반복하면서 잠시 머리비움의 

명상의 순간으로의 도달을 유도한다. 

 사진 설치 작품인 ‘A Breath of Solace, Despite the Storm (2018)’

은 연구자가 선호하는 몰입형 공간 작품으로 설치되었다. 잡아 먹힐 듯 어두운 

구름이지만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가면 비밀의 메시지가 관람객을 기다리

고 있다. 은빛 글씨, 모든 어두운 구름에는 은빛 테두리가 있다. (Every dark 

cloud has a silver lining) A Breath of Solace, Despite the Storm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한숨의 위안을). 

 ‘‘Funeral in My Brain’ in a ‘Bell Jar,’ Sprinkled with Hope (2018)’

은 종과 같은 유리병 속에 숨어 있는 보일 듯 말 듯 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검

은색의 슬픔의 시 구절 더미 속에 은빛 네 글자가 숨어 있다. h.o.p.e. 

 ‘숨’ (2018)은 영상 설치 작품으로 4채널 영상이 sync 되어 무한 반복으

로 숨을 쉰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며 폐가 확장하고, 내쉬며 폐가 줄어들

고, 들이쉬며 산소가 동맥으로 퍼지고, 내쉬며 이산화탄소가 정맥으로 퍼지며, 

들이쉬며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내쉬며 바닷물이 쓸려 내려가며, 들이쉬며 

내가 공기로 가득차 내쉬며 하늘로 날아 오른다. 선형적이지 않지만 서로 다른 

매체가 명상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에 집중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

려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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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Mandala, Tomorrow,’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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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Mandal, Tomorrow,’ ‘A Breath of Solace, Despite the Storm,’ 2018

[그림5–7] ‘Silence & Else’ 전시 전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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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A Breath of Solace, Despite the Storm’ 디테일 1, 2018

[그림5–9] ‘A Breath of Solace, Despite the Storm’ 디테일 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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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 ‘‘Funeral in My Brain’ in a ‘Bell Jar,’ Sprinkled with Hope,’ 2018

[그림5–11] ‘‘Funeral in My Brain’ in a ‘Bell Jar,’ Sprinkled with Hope’ 디테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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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2] ‘‘Funeral in My Brain’ in a ‘Bell Jar,’ Sprinkled with Hope’ 디테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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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3] ‘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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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디자인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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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확대된 단일과 분리된 섬들
 연구의 초반에는 이야기의 시각화 중에서도 도시 주제의 이야기 시각

화에 초점이 치중되어 있었으며 그 기반이 되는 문헌 연구를 하던 중 발견한 

세르토의 ‘확대된 단일과 분리된 섬들’127이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야

기의 주요 요소들을 확대해서 나타내면서 그 분리된 섬들이 모여 이야기 그룹

을 만들어 내는 데 관심이 많았다. 이 시기에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6편

과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6편으로 총 12편의 이야기를 목표로 했었다. 

 포스터 형태의 디자인 스케치 단계로 진행된 이야기는 1) 외할아버지

께서 돌아가신 아침 원남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창 밖의 찬란한 봄

을 발견하고 아이러니한 찬란한 아픈 마음을 느끼는 순간 2) 20년지기 친구 선

희를 만나러 광화문을 가면서 지난 추억의 아련함을 느끼는 순간 3) 뉴욕에 살

던 아파트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흘리고 간 머리카락을 가만히 손에 쥐어 보면

서 설레는 마음을 달래는 순간 4) 감기약을 사러 간 뉴욕 약국에서 스치는 낯선 

사람의 외투 자락을 보고 서울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순간  5) 뉴욕에 놀

러 온 조카가 시차에 걸려 새벽 3시에 ‘나’를 깨워 ‘나’의 부츠를 신고 노는 순간

의 이야기이다. 

 이때의 디자인들은 확대 기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순간

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추억의 매개체, 또는 사물(신호등, 꽃잎, 손, 외투, 부

츠)들을  확대하여 대표성 있게 중앙에 배치하였다. 그 후 이야기의 보조적인 

요소들을 배경 또는 실루엣 요소로 중첩하여 중앙 요소와 함께 재조합하였다. 

또한, 이야기의 텍스트 요소를 타이포그래피적 조형적 요소로 실험하기도 하

는데, 이 실험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전체의 통일성을 성립하지 않은 채, 각 포

스터의 조형성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에는 아주 작은 타이포그래피로 궁금증을 

자극하도록 시도하였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미지적으로 타이포그래피를 아

주 확대하여 사용하기도 하였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타이포그래피를 반복하

여 패턴 요소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콜라주와 같이 발

견된(Found) 타이포그래피를 재조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127.  Michel de Certeau, traslated by Steven Randal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198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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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 ‘원남동 사거리’ 스케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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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 ‘광화문 가는 길’ 스케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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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 ‘49th Street’ 스케치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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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 ‘49th Street’ 스케치 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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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 ‘Walgreens’ 스케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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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6] ‘32nd Street’ 스케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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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7] ‘확대된 단일과 분리된 섬들’ 전시 계획 스케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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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내러티브 그래픽 디자인: ‘도시 속 순간의 이야기’
 당시에는 용어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러티브 그래픽 디자인’이

라고 불렀다. 이 당시의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각적으로 도시의 이미지로 이야기들 서로 간의 통일성을 성립하려 노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콘텐츠적으로 순간이라는 개념에 접근한 것이다. 

 ‘도시’라는 개념은 본 연구 전체의 출발점이긴 하였지만, 돌이켜 보면  

이 ‘도시’는 직접적으로 또는 직설적으로 연구의 중심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종성이 모여 전체의 집합체를 이루는 현상을 상징하는 메타포로서 연구의 

씨앗이 되었던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도시’가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배경의 장치로 작용

한다. 즉 미시적인 이야기들에 거시적인 시점의 변화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거시적인 도시의 이미지들 (항공사진, 인공위

성이 미지, 도시 빌딩 야경)에 그와 짝을 이룬 미시적인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시점의 변화가 선적 요소로 표현되어 중첩된다 (교차, 전진, 중첩, 상승, 구획, 

경계(boundary)). 

 반면 미시적인 이야기에 있어서는 확대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동시에 컨셉에 있어서는 이 때 확대된 것은 바로 거대한 도시 속 미

시적 특정 장소에서의 기억 속 경험,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순간이며, 이 순간들

은 모두 삭막한 도시 속 작은 디테일에서 특별한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정

리를 하였다. 

 이 시기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는  미시적인 이야기의 포스터에 텍스

트를 추가하여 서술을 보조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당시에 근본적인 서사성

(narrativity)의 성립에 대한 리서치나, 인지서사학의 파편적 정보의 서사적인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설명적인 방향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에 미시적인 이야기와 그에 대한 거시적인 시점을 짝을 지운 것은 시점의 변화

로 액션을 나타냄으로써 좀 더 그래픽적인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실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상에서는 끝없이 전진과 시점의 확대가 반복됨으로써 도시의 거

시성과 미시성이 맞물려 동시적으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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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8] ‘원남동 사거리,’ 2018

[그림6–10] ‘광화문 가는 길,’ 2018

[그림6–9] ‘교차,’ 2018

[그림6–11] ‘전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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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2] ‘ICN—JFK,’ 2018

[그림6–14] ‘32nd Street,’ 2018

[그림6–13] ‘중첩,’ 2018

[그림6–15] ‘상승’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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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16] ‘Walgreens,’ 2018

[그림6–18] ‘49th Street,’ 2018

[그림6–17] ‘구획,’ 2018

[그림6–19] ‘경계(bord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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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0] ‘Magnify’ 영상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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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야기 경로
 이야기 콘텐츠 해석과 시각화에 있어서 좀 더 통일성 있는 접근을 시도

한 시기이다. 이야기들의 배경은 서울로 집중을 하였고, 자전적인 내러티브에 

있어서 ‘나’와 재미있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은 인물들을 만나러 가는 경로를 

이야기 곡선 구조의 시각적인 메타포로서 표현하였다. 

 첫 그룹은 그 인물을 연상시키는 색채를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였다. 

광화문에 사는 선희를 만나러 가는 길은 단청색에서 따온 알록달록한 그라데

이션, 스승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하늘색, 뉴욕에서 만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은 친구가 입었던 예쁜 스커트에서 따온 색인 자주색, 선배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선배님 작품에서 따온 밝은 형광색이다. 이들은 모두 도시의 빌딩들 텍스

쳐로 뒤덮인 테두리로 감싸져있다. 이 시리즈의 의도는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그 사람과의 에피소드 이야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디테

일이 부족하여 그 소통성과 서사성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두 번째 그룹은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서 가는 경로의 블랙박스 이미지

를 캡쳐하여 중첩하여 연결한 것이었다. 이 시도는 이십년지기를 만나러 광화

문에 가는 길과 선배님을 만나러 신촌에 가는 길에 적용되었는데 이미지끼리

의 이종성과 동시성이 부조화를 이루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은 이야기들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감성을 강조하려 아

날로그 기법을 추가해 본 것이다. 수채화로 배경 그라데이션을 제작하여 스캔

하여 깔았다. 그리고 이때 손글씨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경로의 위치들을 그

곳 지명으로 밝히지 않고 “기억 속으로,” “대학시절,” “더위 속에,” “함께한,” 등

주관적 시간의 감성 언어로 표현하였다. 

 네 번째 시도는 블랙박스 이미지에 맞추어 사진 이미지로 합성을 한 것

인데, 지나치게 컴퓨터 합성의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 시기는 통일성 있는 스타일의 시도와 이야기의 서술이 아닌 은유적

인 표현의 시도,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에 적합한 아날로그 기법의 시도가 최

종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주관적 시간의 감성언어 또한 최종 디자인에 

콘텐츠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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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구

뉴욕친구

19년전

출발

반가운

출발 

앞으로 

11년전

자상하신

3년전

연어스시

은사님

출발 

앞으로

건너서

14년전

10년전

2년전

방울토마토

ephemeral

소중한 티칭 조언

번쩍이는 작품

선배님

출발 

앞으로

건너서

14년전

10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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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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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티칭 조언

번쩍이는 작품

선배님

[그림6–23] ‘수선에게 가는 길 1’ 2018

[그림6–22] ‘스승님께 가는 길 1’ 2018

[그림6–24] ‘선배님께 가는 길 1’ 2018

[그림6–21] ‘선희에게 가는 길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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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5] ‘선희에게 가는 길 (블랙박스)’ 2018 [그림6–26] ‘선배님께 가는 길(블랙박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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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7] ‘선희에게 가는 길 (아날로그)’ 2018 [그림6–28] ‘선배님께 가는 길(아날로그)’ 2018

[그림6–29] ‘선배님께 가는 길(사진합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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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순간의 이야기
 이 시기에는 순간에 관한 연구가 깊어져 도시 이미지나 이야기의 경로

로 단순화•통일된 이미지보다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그 순간들 

각자의 서사성과 그 확장성을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그래서 다시 묘사적인 시

각적인 기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편, 이 순간들이 사실은 작게, 

살며시, 스르르, 모르는 사이 다가옴을 표현하기 위하여 조형적으로 무조건적

인 확대보다는 섬세한 얇은 선들로 표현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스케치들은 타이포그래피적 요소가 작아지고, 섬세한 그림

이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일러스트레이션적 형태를 띤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서사를 그대로 묘사하는 삽화적인 이미지가 나오지 않도

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 스케치들은 앞서 도식에서 본 매체 전환의 

메커니즘처럼, 압축과 은유, 환유와 전위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해석•처리한  

것이다. 

 창밖을 내다보며 좋아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쥐어본 순간의 

장면은 이야기의 순간을 한 이미지로 압축하면서 순간의 무한성을 만다라로 

표현하는 은유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카가 ‘나’의 부츠를 신고 노는 만다라도 가운데에 ‘나’의 부츠를 신은 

조카를 중심으로 ‘새벽 3시,’ 어둠 속에 홀로 불 켜진 창문, 호텔 이름, ‘시차,’ 맨

하탄과 서울의 실루엣이 섞이면서 반복되어 영원성의 만달라로 반복되어 확장

되는 압축과 은유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였다. 

 ‘조카와 2’와 ‘끝자락1,’ ‘끝자락2,’는 맨하탄 호텔 창문, 외투 끝자락  

등 이야기 속 한 부분이 이야기 전체를 상징하도록 표현한 환유의 메커니즘의 

결과물이다. 

 ‘Perfect Day’에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슬픔은 찬란한 봄의 아름다

움을 보고 자연에 대한 경외로 전위되어, 보고 있던 신호등의 빨간불이 꽃잎으

로 전위된다. 

 ‘20년지기’의 확대하는 순간은 20년이란 세월이 광화문까지 가는 경로

로 압축, 은유 되는데, 가는 길에는 뉴욕에서 같이 바라보았던 물탱크들이 추억

을 환유하여 발걸음처럼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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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힐�듯�잡힐�듯�잡히지�않는

[그림6–30] ‘살며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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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1] ‘조카와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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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2] ‘조카와 2’ 2018



98

[그림6–33] ‘끝자락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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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4] ‘끝자락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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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5] ‘Perfect D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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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6] ‘20년 지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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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시간의 흐름
 ‘순간’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머리카락, 조카, 외투 끝자락에 대한 이야

기로 책을 디자인 하였다. 각각의 이야기의 특성에 맞춰서 다른 디자인 컨셉을 

사용하였다. 포스터 스케치들이 텍스트 매체에서 시각적인 매체로 매체 전환

을 하면서 콘텐츠의 압축, 은유, 환유 그리고 전위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

에 책을 디자인하면서도  각 이야기의 콘텐츠적 특성을 살려서 그 부분을 은유

적으로 시각화하였다. 세 책의 통일된 부분은 판형과 제본 방식으로 작은  손

바닥만한 14.4cm에 18cm의 크기의 판형에 순간의 확대를 물질화하고 시간의 

연결성을 종이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나타낸 프렌치 폴드(French Fold) 방식

을 택하였다. 

 ‘머리카락’ 이야기는 아슬아슬하게 접지의 가장자리에 ‘he’로 시작하여 

다음 장을 넘겨야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아슬아슬하게 가깝고도 먼 

관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텍스트 전체를 가로로 긴 하나의 행으로 앉혀서 사

실은 같은 종이의 같은 면에 인쇄된 키워드들이 제본된 상태에서는 책 페이지를 

넘겨야 읽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조형적 관계를 이루도록 디자인했다. 

 ‘조카’ 이야기는 깜깜한 밤에 깜깜한 방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로 쓴 것

으로, 검은 종이에 백색인쇄를 하였으며, 이야기의 내용이 주로 대화체로 이루

어진 이유로 인용구를 페이지 중앙에 크게 배치하고, 서술된 내용은 각주에 배

치하였다. 또한 속삭이면서 외치던 대화는 크기는 크지만 얇은 선의 테두리로 

표현된다. 

 ‘외투 끝자락’은 플롯상 시간대를 왔다 갔다 하는 회상이 많은 이유로 책 

펼침면(spread)을 12열(column)로 나눈 뒤, 연구자 본인의 나이대로 지정하

고 각 본문의 문단 당 그 배경이 되는 시간대에 맞게 아주 어릴 때의 내용은 아

주 왼쪽에, 아주 최근의 내용은 아주 오른쪽에 배치했다. 중간중간 내용의 기억 

매개체(외투 끝자락, 핫도그 12개, 척추, 넥타이 등)들이 손그림 일러스트로 추

가되었다. 

 이 디자인의 방향은 스토리텔링으로서는 효과적이었으나 부분이 모여

서 전체를 이루는 프로젝트 상의 통일성이 부족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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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7] ‘Hair Book’ 1, 2019

[그림6–38] ‘Hair Book’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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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39] ‘Nephew Book’ 1, 2019

[그림6–40] ‘Nephew Book’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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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1] ‘Dad Book’ 1, 2019

[그림6–42] ‘Dad Book’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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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순간의 특별함
 베르그손과 바슐라르를 더 깊이 문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순간과, 순

간에 대한 기억이 소재가 된 일상 이야기들의 주된 공통점이며, 그 공통점을 

조형적으로 통일감있게 표현해야할 의도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 경

로 시기에 모습을 드러낸 아날로그 기법과 손글씨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

작하였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시기에 영감으로 삼았던 ‘살며시’ 다가오던 

순간의 조형성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어 손글씨를 반복적으로 쓰기 시작한다. 그러나 영

어 손글씨는 작은 글씨가 모여서 커다란 한글을 이루는 동시성의 이미지였다. 

연구자 본인이 평소 영어와 한국어를 비슷한 양으로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

구자의 기억 속은 이와 같이 영어와 한글이 섞여 있다. 

 영어 구절은 ‘Glances, Glimpses, Fleeting Moments’로, 번역 하자

면 ‘스치는 눈길, 스치는 시선, 스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커다란 ‘스치

는’은 스치면서 보았던 외투의 끝자락 이야기를 기억 속의 반복적인 되새김으로 

압축, 환유한 것이다. 여기서 트레이싱지 재료는 아련한 기억의 은유이다. 하나

의 이야기가 3개의 포스터 시리즈로 연속화되는 것은 전위의 특성과 연결된다. 

이렇게 해서 최종 디자인 결과물까지 연결되는 ‘중첩 포스터 시리즈’가 시작된

다. 이때 컨셉을 글로 쓴 것이 다음과 같다. 

 ‘작은 순간이 있었다. 마치 찰나와도 같이, 스쳐 지나가는 듯, 그것은 미

묘한 눈빛들과, 속삭이는 귓속말들과, 섬세한 몸짓들 사이에 있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였고, 어쩌면 하찮은 것으로까지 보였지만, 나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것은 갑자기 여러 추억과 감정

을 불러일으키면서 평범한 것을 아주 특별한 것으로 변신시켰다. 

 평범한 매일의 일상에 젖어있는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이것

을 목격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현상인가? 이렇게 놀라운, 중대한, 일상

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리고 이 발견의 순간

은 바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창조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평범한 것에는 무언

가 성스러운 것으로의 통로가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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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3] 작품 의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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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4] ‘Glances, Glimpses, Fleeting Moments, 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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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5] ‘Glances, Glimpses, Fleeting Moments, 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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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6] ‘Glances, Glimpses, Fleeting Moments, 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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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아트 북
 이 아트 북 시리즈는 사실 다음 장의 최종 디자인 결과물에 설명이되는 

중첩 포스터(p115) 작업을 하면서 그와 함께 작업한 시리즈이지만, 이 시리즈 

자체는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장의 과정 디자인 중에 하

나로 소개를 한다. 

 앞서 도큐멘테이션 한 ‘시간의 흐름’ 북 시리즈가 오버디자인(over- 

design)된 경향이 있어서, 솔직 담백한 타이포그래피를 택하였다. 그 중 의도

적인 시각적 제스처(gesture)는 순간의 확장을 표현하기 위하여 확대된 오버

사이즈(oversize) 타이포그래피로 커다란 A4보다 큰 대형 페이지를 텍스쳐와 

같이 덮어버린 것이었다. 

 이 때는 텍스트가 20페이지 정도로 매우 가벼운 책자였는데, 2월말 뉴

욕 촬영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과, 텍스트 페이지들을 번갈아 디자인하였고, 실

제 트레이싱지의 중첩 포스터를 번갈아 가며 책자 페이지 사이사이에 끼워 넣

어 촉각을 강조했기에 책장을 넘길 때 청각적인 소리도 색달랐다. 이 시리즈는 

소통성에 비하여 파인 아트적인 성향이 지나쳐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그림6–47] ‘아트북’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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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48] ‘아트북’ 2, 2019

[그림6–49] ‘아트북’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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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50] ‘아트북’ 4, 2019

[그림6–51] ‘아트북’ 5, 2019



114

제 7 장 최종 디자인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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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중첩 포스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트레이싱지의 중첩 포스터는 자전적 이야기  

속 기억을 회상하는 프로세스의 일부이다. 그리고 바로 손글씨 포스터들을  

중첩 포스터들로 발전시키면서 최종 디자인 결과물의 시각적 스타일의 성립이 

시작되었다.

 이 시리즈의 창작 의도는 선형적인 스토리텔링을 벗어난 순수서사성

의 실험으로 ‘속삭인’ ‘스치는’ ‘비밀의’ 등 각 이야기의 중심 순간을 대표할만한 

어구로 표현, 암시적인 서사성을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어구들은 ‘기억 

속 속삭인 순간,’ ‘기억 속 스치는 순간,’ ‘기억 속 비밀의 순간’으로 최종적으로 

각 이야기의 제목이 된다. 

 이 과정에서느 스토리텔링 창작 프로세스로 설명하자면 일상의 기억 속 

(중대한) 순간들을 이야기 하다의 발상, 즉 스토리 세계에서 포스터로의 매체 

전환 방향을 설정한 후 콘텐츠의 은유적 압축 과정을 통해 위의 어구들를 도출

하고, ‘기억 속에 속삭이다,’ ‘기억 속에 스치다’의 액션과 ‘아련한 마음’과 ‘비밀

스러운 느낌’의 감정으로 이 시리즈의 표현 대상, 즉 소재를 설정했다. 

 그 후에는 이 소재들의 아련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트레이

싱지의 재료를 선택하고, 소재의 내용들을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한다. 이 포

스터들은 이야기를 기억 속의 반복적인 되새김으로 압축하였다. 그래서 이야

기 속 중요한 영어 구절이 손글씨로 반복적으로 쓰여져 한글 글자를 이루어낸

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손으로 쓰는 행위는 기억 속 순간을 지속(la 

Durée)의 무한 시간으로 맴돌며 회상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작은 영어 글씨가 

모여 커다란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작은 디테일이 모여 

큰 그림을 이루어 내는 두 가지 언어가 섞여 있는 동시성이기도 하다. 

 부츠, 외투, 병뚜껑 등 이야기 속 회상의 매개체 오브제들이 일러스트 

선으로 확대되어 표현된 것들이 스케일의 차이로 중첩된 언어적인 메시지의 

타이포그래피와 또 중첩된다. 한 조각의 기억이 또 다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총 20장의 트레이싱지 포스터들은 앞장, 뒷장, 오른쪽, 왼쪽, 

자리를 바꾸어가며 재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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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 순간

일상의 기억 속	(중대한)순간들을 이야기하다

(콘텐츠의) 은유적 압축

포스터로
매체 전환
방향 설정

재조합,
확대,
중첩,

동시성

타이포그래피,	색채,	

일러스트레이션,	재료

액션: 기억 속에 

속삭이다, 스치다.

감정:아련한 마음,

비밀스러운 느낌

발상

표현 대상,
소재

매체 전환
메커니즘

표현 방법
선택

시각적 장치
(디자인 방법론) 적용

최종 디자인

[그림7–1] 중첩 포스터의 스토리텔링 창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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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 ‘중첩 포스터’ 시리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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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 ‘속(Whisper quietly, softly, secretly, Just the two of u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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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4] ‘삭(Right at that mo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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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5] ‘인(Give me my hat back! Whisper ye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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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6] ‘속(디테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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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7] ‘삭(디테일)‚’ 2019



123

[그림7–8] ‘인(디테일)’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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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9] ‘인(디테일)’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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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0] ‘인(디테일)’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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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1] ‘스(Glances, Glimpses, Fleeting Moments)’ 중첩, 2019



127

[그림7–12] ‘치(Glances, Glimpses, Fleeting Moments)’ 중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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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3] ‘는(Glances, Glimpses, Fleeting Moments)’ 중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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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4] ‘스’ 디테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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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5] ‘치’ 디테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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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6] ‘는’ 디테일, 2019



132

[그림7–17] ‘비(Gorgeous, Beautiful, Sparkling White Snow)‚’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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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8] ‘밀(Miraculously, Amazingly, Unbelievably, Breathtaking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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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9] ‘의(Secretly, Silently, Message just for m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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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0] ‘비’ 디테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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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1] ‘밀’ 디테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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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2] ‘의’ 디테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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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3] ‘중첩 포스터’ 시리즈의 재조합 목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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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인스타그램 티져

 4월부터 인스타그램에서 연재된 스토리는 6월 발표되는 최종 디자

인 결과물에 대한 일종의 티져(teaser)이자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액자 서사

(Framing Narrative)이다. 즉, 이는 ‘일상의 기억 속 (중대한) 순간들을 이야기

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액자 서사가 환유적 전위의 매체화 메커

니즘을 거쳐서, 각 포스트(post)가 스토리의 전체를 상징하는 환유가 된 것이

다. 이 방식은 데이비드 헤르만의 내러티브 이론에 입각해서도 설명이 되는 것

으로 파편적인 내러티브 소통이 궁금증을 유발하여 관객들의 인지 과정을 통

해 큰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적합한 실험이었다. 그래서 표현 대상

이자 소재로 선택된 액션은 각 스토리가 암시에 의해 각각의 포스트로 대체됨

이었고, 또 그들이 크게 연결지어짐이었다. 그리고 선택된 감정은 기억 속 순

간을 갈망하다, 그리고 이야기 속 가족을, 또 뉴욕을 그리워하다 였다. 

 계정은 제목을 풀어 쓴 @momentsmomentous이고, 종심 후 전시 

발표인 6월에 풀스토리가 공개될 것이라고 프로필에 밝혔다. 본격적인 피드

(feed)는 제목 Moment(ou)s의 애니메이션으로 시작되었다. 

 첫 스토리는 총 21개의 포스트(post)가 올라갔는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진들(논문 준비를 위한 사진 뉴욕으로 간 촬영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야기 당시 사진들, ‘속삭인’ 이야기에 해당하는 중첩 포스터들, 그 중

첩 포스터들의 확대 디테일 사진들, 그리고 또 궁금증을 자극하는 영상 애니메

이션의 부분 샷, 아트 북 책장을 넘기는 ASMR 영상 등이 자연스럽게 혼합되

어 동시적인 바둑판 레이아웃을 구성해 나간다.  두번째 스토리 24개의 포스트 

역시 사진, 중첩 포스터와 디테일, 영상 애니메이션과 디테일 등이 조합되어 

연재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좀 더 의식적으로 각 행의 통일성을 구성해 나갔다. 

세 번째 스토리도 앞의 두 스토리와 같이 확대, 동시성, 재조합에 초점을 두었

으나 전시 날짜가 가까워졌기에 D-15, D-12, D-9 등 최종스토리 공개 날짜 정

보가 더해져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총 24개의 포스트로 공개되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스토리텔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편적인 조

각들로 연재되어 구성된 큰 그림의 이야기의 배경을 깔아가는 중요한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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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들의 연재

(콘텐츠의) 환유적 전위

재조합
확대,

동시성,
파편화,

이미지,	애니메이션,

타이포그래피,	색채,

레이아웃

감정:갈망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액션: 
암시에 의해 대체하다. 

연결짓다.

일상의 기억 속	(중대한)순간들을 이야기하다발상

표현 대상, 소재

매체 전환
메커니즘

표현 방법
선택

시각적 장치
(디자인 방법론) 적용

최종 디자인

인스타그램으로
매체 전환 
방향 설정

[그림7–24] 인스타그램의 스토리텔링 창작 프로세스

되었고, 또한 논문 작품 작업에 있어서 작업 과정을 대중과 나누는 공개 프로

세스 북과 같은 소중한 과정이 되었다. 

 전시 오픈 후에는 전시 전경도 인스타그램 포스트로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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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2

[그림7–25] ‘기억 속 속삭인 순간’ 스토리 인스타그램 연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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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5/15

[그림7–26]  ‘기억 속 스치는 순간’  스토리 인스타그램 연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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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5/28

[그림7–27]  ‘기억 속 비밀의 순간’  스토리 인스타그램 연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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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영상 무빙 포스터

 인스타그램 연재를 하는 한편, 영상 무빙 포스터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

였다. 콘텐츠의 세 가지 순간이 속삭이면서, 스치면서, 그리고 비밀스럽게 그

래서 공통적으로 은은하게, 부드럽게 스르르 시작됐다면, 또 공통적으로 극적

인 전환을 일으킨다. 스토리 하나하나마다 모두 공통적으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지속의 순간이 있다. 순간의 작은 발단이 큰 여파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확장성이 은유적 압축의 메커니즘으로 무빙 포스터로 시각화되었

다. 이 극적인 변화, 변신, 반전을 표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영상이란 매체를 

택한 것이다.  중첩성에는 물리적인 재료가 적합했고, 파편성에는 연재라는 성

질이 적합했지만, 드라마에는 역동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

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 순간의 시간성을 시간성의 비물질적인 

재료로 실험을 하려는 의도도 함께 있었다.  

 시각적으로는 첫 ‘속삭인’ 순간은 ‘나’의 부츠를 신은 조카를 밤하늘의 

불빛처럼 표현하고, 거기에서 확산되어 나오는 동심원으로 순간의 확장, 확산

을 표현하였다. 확대되어 나오는 동심원들은 또 서로 중첩된다. 조카의 심장에

서도 어두운 밤 홀로 불 켜진 창문, 광원이 빛나고 꼬마가 신은 부츠 주변에서

도 따뜻한 불빛이 빛난다. 

 ‘스치는’ 순간은 ‘아빠’의 외투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오는 직선들이 

중첩되어 무한대 심볼을 그린다. 그 무한대 심볼은 커졌다 작아졌다 숨을 쉬

고, 마치 광원과 같은 따뜻한 원이 중심에서부터 반복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비밀의’ 순간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병뚜껑이 화면 속으로 떨어지면서 

중앙에서 눈송이가 생겨 거대하게 확산되어 나간다. 하찮은 일상이 아름답고 

거대한 비물질로 변신하여 관객의 마음속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애니메이션들은 바로 이 순간들의 주관적인 지속을 강조하기 위해

서 반복 영상으로 설치할 것으로 의도되었다. 순간의 거대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극적인 순간의 확산성을 표현하기 위해 광원이 되는 대형 4k 스크린을 

3대 설치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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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확장

확대,
중첩,

주관적	
시간

색채,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타이포그래피

액션: 확장하다
감정: 고조된 마음,

지속되는•반복되는 마음

일상의 기억 속	(중대한)순간들을 이야기하다발상

표현 대상,
소재

매체 전환
메커니즘

표현 방법
선택

시각적 장치
(디자인 방법론) 적용

최종 디자인

영상 무빙 포스터로
매체 전환 
방향설정

(콘텐츠의) 은유적 압축

[그림7–28] 영상 무빙 포스터의 스토리텔링 창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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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29] ‘기억 속 속삭인 순간(Whispering Moment(ous))’ 스틸 컷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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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0] ‘기억 속 속삭인 순간(Whispering Moment(ous))’ 스틸 컷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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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1] ‘기억 속 스치는 순간(Fleeting Moment(ous))’ 스틸 컷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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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2] ‘기억 속 스치는 순간(Fleeting Moment(ous))’ 스틸 컷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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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3] ‘기억 속 비밀의 순간(Secret Moment(ous))’ 스틸 컷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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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4] ‘기억 속 비밀의 순간(Secret Moment(ous))’ 스틸 컷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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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5] 영상 무빙 포스터 설치 목업,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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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북디자인

 최종 디자인의 포괄적인 텔링 단계로 세 권의 책이 디자인되었다. 이 

단계에는 앞서 시각적 요소로 공개된 이야기의 요소들이 인과관계로 나타나며 

그 디테일들의 연결성이 모두 밝혀진다. 앞 단계들에서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단면적으로 보여졌다면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의 종합성이 보여진다. 즉, 독자

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앞서 보아 온 다양한 방식과 매체들의 파편들이 종합되

어 연결된 맥락 속에서 큰 그림을 이루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 시리즈에서 앞서 발표한 작품들이 관람용이거나 비물질적 매체

였다면 이제 책은 순간이 물질화되어 독자가 직접 쥐고 만지고 소장할 수 있는 

일종의 시각+촉각적 결정체이다. 독자의 손이 커버를 열고 겹쳐진 책 페이지

들을 넘겨 보면서 이야기는 말 그대로 ‘펼쳐진다’ (unfold)

 스토리텔링의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클래식한 디에게시스적 커뮤니 

케이션, 즉 이야기하기의 방식이 택해졌다. 원문 텍스트인 영어와 충실하게  

번역된 한글이 같이 소통이 된다. 그리고 텍스트와 함께 사진, 중첩 포스터,  

영상 애니메이션 등 크게 3가지의 비주얼이 재조합된다. 이야기의 흐름은 여백

과 쉬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 애틋한 순간이 최대한 지속적으로 음미되고 감상

되도록 만들어졌다. 

 표지는 각 이야기마다 제작된 포스터들을 모두 중첩하고, 그 위에 영상 

애니메이션에 쓰여진 기하 확산형체가 더해서 제작된 포스터가 접혀서 덮개로 

만들어졌다. 평범해 보였던 표면에서 대형 포스터가 확대되어 이야기처럼 펼

쳐져(unfold) 나타나도록 의도된 것이다.  

   타이포그래피는 순간이 확대된 오버사이즈 타이포그래피와 순간의  

세밀함을 의미하는 작은 글자로 동시적인 대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원문이 

영어로 집필되었기에 영어가 큰 타이포그래피이고 한글은 작은 세밀한  

디테일이다. 

 제본 또한 순간에 어울리는 중철 실제본(saddle stitch binding)으로 

가벼운 제본이 선택되었다. 책은 가볍고 하늘하늘하여 독자의 손 안에 부드럽

게 자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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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종합

(콘텐츠의) 은유적 압축

재조합,	
확대,
중첩

동시성

색채,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액션: 펼쳐지다 감정: 애틋한 마음 감각:시각+촉각

일상의 기억 속	(중대한)순간들을 이야기하다발상

표현대상,
소재

매체 전환
메커니즘

표현 방법
선택

시각적 장치  
(디자인 방법론) 적용

최종 디자인

책으로
매체 전환
방향 설정

[그림7–36] 북 디자인의 스토리텔링 창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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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7] ‘Whispering Moment(ous)’ 책 표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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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8] ‘Whispering Moment(ous)’ 책 표지를 펼친 포스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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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39]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41]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43]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45]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40]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42]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44]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46]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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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47]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49]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51]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53]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48]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50]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52]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54]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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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56]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55]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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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57]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59]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61]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63]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58]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60]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62]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64]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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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66]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65]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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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67]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69]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71]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73] ‘Whispering Moment(ous)’ 뒷 표지 안, 2019

[그림7–68]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70]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72]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74] ‘Whispering Moment(ous)’ 뒷 표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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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75] ‘Fleeting Moment(ous)’ 책 표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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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76] ‘Fleeting Moment(ous)’ 책 표지를 펼친 포스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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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77] ‘Fleeting Moment(ous)’ 앞 표지 안, 2019

[그림7–79]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82]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그림7–81]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83]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78]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80]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84]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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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86]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85]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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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87]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89]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92]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그림7–91]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93]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88]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90]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94]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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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96]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95]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169

[그림7–97]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99]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02]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그림7–101]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03]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98]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00]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04] ‘Whisper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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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05]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07]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10]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그림7–109]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11] ‘Fleeting Moment(ous)’ 뒷 표지 안, 2019

[그림7–106]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08] ‘Fleeting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12] ‘Whispering Moment(ous)’ 뒷 표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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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13] ‘Secret Moment(ous)’ 책 표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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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14] ‘Secret Moment(ous)’ 책 표지를 펼친 포스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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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15] ‘Secret Moment(ous)’ 책 앞 표지 안, 2019

[그림7–117]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20]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그림7–119]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21]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16]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18]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22]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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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24]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23]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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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25]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27]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30]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그림7–129]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31]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26]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28]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32]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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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33]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35]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38]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그림7–137]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39]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34]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36]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40]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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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42]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41]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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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43]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45]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48]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그림7–147]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49] ‘Secret Moment(ous)’ 책 뒷 표지 안, 2019

[그림7–144]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46] ‘Secret Moment(ous)’ 책 내지, 2019

[그림7–149] ‘Secret Moment(ous)’ 책 뒷 표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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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전시   

이 연구의 디자인 작업은 2019년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박사학위청구

전시로 종결이 되었다. 전시에서는 1) 트레이싱지에 인쇄되어 여러장으로 재조

합•중첩되어 설치된 중첩 포스터 아홉 모듈과 와 2) 4K 스크린에 반복 재생된 

영상 무빙 포스터 세 스크린과 3) 책 커버들을 펼쳐서 설치한 A1 사이즈 포스

터  세 점과 4) 바스툴(Bar stool)에 올려놓아진 책 세 권이 발표되었다. 이 네 

가지 시리즈가 갤러리 코너 공간에 자리 잡아 의도했던 대로 다중적 매체를 통

한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 복합체를 이루었고, 4)인스타그램 티져는 그 복

합체를 예고하고 작업 과정을 알리는 액자 서사이기 때문에 그 피드(feed) 내

용이 전시되기보다 계정이 명함 형식으로 작게 설치되어 모바일 경험을 암시

함으로써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기기로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 전시는 이전의 파편적이 작업들이 모여서 스토리들의 큰 그림을 제

시한다. 이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 복합체의 매체 요소끼리의 관계를 도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스토리 곡선      
      

     
     

     
     

      
      

      
      절

정의 순간 

중첩 포스터: 회상의 액자 서사, 순간의 시작

무빙
포스터:
순간의
절정

인스타그램: 디자인 과정의 액자 서사

책: 스토리의 인과 관계

 이 도식을 보면, 이 작품의 매체 전환 방식에 은유적 압축의 크로스 

미디어적 방식과 환유적 전위의 트랜스미디어적 방식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7–150] ‘Moment(ou)s’ 다중적 매체 스토리텔링 복합체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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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51] ‘Moment(ou)s’ 전시 전경 1

[그림7–152] ‘Moment(ou)s’ 전시 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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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53] ‘Moment(ou)s’ 전시 전경 3: 중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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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54] ‘Moment(ou)s’ 전시 전경 4: 영상 무빙 포스터

[그림7–155] ‘Moment(ou)s’ 전시 전경 5: 책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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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콘텐츠 디자인 프로세스

이와 같이 완성된 콘텐츠 디자인의 연구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처음 발상 이후 콘텐츠 원문을 집필하였다. 그 후 원문에서 키워

드를 도추하여 그 키워드에 관련된 인문학적 문헌을 연구하였다. 이후 문헌의 

연구를 바탕으로 은유적 압축과 환유적 전위 메커니즘을 거치는 시각적 매체

로의 매체 전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시각화 기법인 

디자인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이후 비교와 참고를 위해 사례연구를 하고,  

이전의 디자인 프로젝트들인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인 제작에 들어갔다. 디자인 제작은 스케치와 실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수정 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을 도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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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156] 콘텐츠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 

발상

콘텐츠 집필

문헌 연구

매체 전환

디자인 방법론 도출

사례연구

선행연구 분석

디자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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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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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초는 문화적으로 콘텐츠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뉴콘텐츠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128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

근에 출간된 전문서적은 2019년을 ‘콘텐츠 혁명의 시대129’라고 부르고 있다. 콘

텐츠 중에서도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동원하는 

콘텐츠로서 특별히 부각되고 있다. 디자인에서도 최근 출간•전시 등에서 스토

리텔링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으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은 인문학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되었고 디자인계에서도 디자인이 발전하여 의미 있는 메시지를 창조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해에 대한 연구, 즉 인문학의 연구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시대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떠나지 

않는 주제는 바로 ‘일상’이다. 일상은 우리 모두가 향유하고 공유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소확행’과 SNS의 유행으로 인하여 이 주제에 더 특별한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일상 중에서도 ‘순간’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문명은 기술을 고도로 발전 시켜 한 ‘순간’의 시간적, 공간적, 감

성적 의미를 날로 달라지게 하고 있다. 프랑스의 현상학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

르는 1939년, ‘시적인 순간,’ 즉 깨달음의 순간에 상반된 개념들이 갑자기 조화

를 이루며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수직으로 솟아오른다’130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듯하다. 2019년은, ‘순간’의 철학적 감성적 의미를 연

구하기에 적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콘텐츠란 Content란 영어 단어의 복수형으로 원래는 단순히 매체에 담

긴 내용물이라는 뜻이었지만 21세기 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계기로 한 제3의 

혁명을 거치면서 디지털 매체의 내용물이란 뜻으로 바뀌어 국내에서 유행하게 

128.  한국콘텐츠진흥원, ‘미션 및 비전’,  
http://www.kocca.kr/cop/contents.do?menuNo=200786

129. 배기형, 앞의 책, p6
130. Gaston Bachelard, 앞의 책, p175(Richard Kearney,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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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배기형, 앞의 책, p5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서  2017년, 2019년, 등 2010년대 말로 접어

들며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되고 콘텐츠의 기술 의존적인 의미가 

점점 사라지면서, 그 의미는 더 광범위하게 바뀌고 있다. 이제 콘텐츠의 정의는 

인쇄 매체, 디지털 매체 등 모든 매체들을 다 포괄할 뿐 아니라, 매체로 아직 표

현되지 않은 ‘우리 인간의 생활을 총괄하는 모든 경험의 산물’131을 콘텐츠라고 

부르게 되었다. 

 콘텐츠 디자인은 콘텐츠의 발상에서부터 원작  집필, 기획, 디자인 제작 

등의 언어적인 과정과 시각적인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과정이며 과거의 문제 해

결적인 디자인을 넘어선 가치창출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콘텐츠적인 흐름은 ‘

디자인의 저자성’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디자인의 저자성’ 

흐름의 영향력 확장은 1990년대 초•중반에 시작되어,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은 디

자이너들이 그 후 중견 디자이너들로 활동하며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

과이다. 지금 2019년, 디자이너로서 원작 콘텐츠를 창작하고 그에 대한 시각화

를 모두 제작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매우 적절한 디자인 활동이 된 것이라고 연

구자는 주장하는 것이다. 

 콘텐츠 중에서도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호모 나랜스(Homo Narrans)

적인 본성에서 탄생한 창의적인 소통방식으로서 최근 들어 특히 각광 받고 있

다. 이야기하기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장

성, 매체 전환성, 상호작용성, 문화콘텐츠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스토리텔

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은 인쇄물, 웹사이트, 영상 등의 커뮤니케이

션 매체들을 통해, 타이포그래피, 선, 형태, 색채, 스타일, 이미지, 레이아웃,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사성을 액션, 감정, 그리고 감각으로 표현하

는 매체 전환성, 현장성, 상호작용성 및 문화 콘텐츠와의 관련성을 가진 소통

의 디자인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 때 정지된 이미지의 그래픽 디자인의 비

선조성(非線條性 )이나 동시다발적 특성이 가지는 시간적, 서사적 제한은 시각 

언어의 구조가 내포하는 시간성과 변화, 그리고 그것이 이루는 종합적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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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데이비드 헤르만에 의한 인지서사

학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은 파편적인 정보를 머릿속의 스크립트(Script)의 맥락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서사성을 가진 종합적 전체를 구성한다. 

 본 논문의 연구에서는 원문 텍스트의 여러 시각 매체로의 디자인 표현

을 연구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논문 제목에서는 가장 중립적인 용어인  

다중적인 매체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원문 텍스트에서 시각화, 특히 다양한  

시각 매체로의 표현을 연구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의 매체 전환 이론을 참고  

하였다. 매체 전환이란 쉽게 말해서 한 가지 스토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텔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볼프강 가스트가 말했던 것처럼 각 매

체의 기호 체계간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전환/변형 가능성을 열어주는 

용어이다.132  

 서성은 교수는 한 허구적 스토리 세계가 다른 스토리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반복, 연장, 확장, 수정, 치환, 인용의 여섯 가지의 스펙트럼으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스토리 변형의 강도에 따라 한쪽 끝을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그리고 반대쪽 끝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나눈다. 크로스미디어 스토

리텔링은 구조와 캐릭터의 압축적 은유 과정을 거치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

링은 환유적 전위에 의해 매체별 파편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다중적 매체 사용의 예는 크로스미디어 광고 캠페

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마케팅적 전략의 문헌은 공개된 예가 있지만, 매

체에서 매체로 전환하는 창작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

나 디자이너가 문자언어였던 텍스트 원문을 시각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매체 

전환적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스토리텔링에서의 매체 전환의 이론 적용은 충

분히 합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중적 매체를 통한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 창작 과정을 공식으로 도식화하였다. 이 도식은 다음과 같

은 과정을 그린다. 디자이너는 우선 원작 콘텐츠인 스토리 세계를 구축하고 이

를 포스터, 영상, SNS, 북 디자인, 등의 시각 매체 콘텐츠로 전환하면서 은유적 

132. Wolfgang Gast, 앞의 책,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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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환유적 전위 등의 매체 전환 메커니즘을 거치게 한다. 이 메커니즘을 거친 

시각 매체 콘텐츠는 액션, 감정, 또는 감각의 소재로 선택 되어진 후, 시각화 과

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시각화 과정이란 디자이너가 타이포그래피, 색채, 스타

일, 이미지, 레이아웃,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표현 방법을 선택하여 그것에 재조

합, 확대, 중첩, 반복 등의 시각적 장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결과적으

로, 시간성과 변화를 표현하는 최종 디자인 창작이 되는 것이다.

 본 논문 작품의 제목은 중대한이란 뜻의 Momentous라도고 읽힐 수 

있고 순간들이란 뜻의 Moments라고도 읽힐 수 있는 Moment(ou)s이다. 본 

작품의 콘텐츠는 연구자의 뉴욕에서 살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자전적인 스토

리 세 편이다. 첫째 스토리는 ‘기억 속 속삭인 순간’으로 서울에서 뉴욕으로 놀

러 온 조카가 새벽 3시에 ‘나’의 부츠를 신고 노는 순간이고, 둘째 스토리는 ‘기

억 속 스치는 순간’으로 뉴욕 동네 약국에서 스치는 낯선 남자의 외투 끝자락을 

보고 서울에 계신 아버지 생각을 하는 순간이며, 셋째 스토리는 ‘기억 속 비밀의 

순간’으로, 뉴욕에서 어느 봄눈이 오는 밤, 눈 속에서 잃어버렸던 병뚜껑을 찾는 

순간이다. 연구자는 이 세 스토리에서 일상의 기억 속 (중대한) 순간들이란 키

워드를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하였다. 

 일상에 관해서는 미셀 드 세르토의 이론을 연구하였는데, 그는 일상이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논리의 영향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원리에 의한 천편일

률적인 상품들로 가득하지만 개개인이 이에 어떻게  창의적으로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일상을 궁극적으로 결정짓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주어진 상황

들과 소비재들을 창의적으로 이용하여 개개인의 일상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

을 일반 대중의 독창성(Inventiveness)의 증거로 본다. 창의성(Creativity)은 

서로 다른 재료를 재사용하고 재조합133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기억과 시간에 관해서는 앙리 베르그손의 이론을 연구하였다. 그는 기

억을 잠재되어 있는 순수기억과 현재에 발현되어 있는 이미지 기억으로 나눈

133.  de Certeau, Michel (1997) 『Culture in the Plural』, p.49 (Ben Highmore, 『앞의 책, 
p. 1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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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그는 이 두 기억 사이에 원뿔과 같은 모양으로 수축과 팽창의 운동이 일

어나면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시간성에 관해서도 의미 깊은 이론을 발표하였다. 그는 우리가 시분초

로 나누는 것이 시간을 공간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시

간은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으로서 여러 상태의 이어짐으로 보았다. 그는 또한 

주관적인 경험의 시간이자 시계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지 않은 회고적인 시간

의 개념인 지속(la Durée)의 개념을 소개한다. 

 순간에 관해서는 바슐라르의 이론이 큰 바탕이 되었다. 그는 깨달음의 

순간과 같은 ‘시적인 순간’을 산재되고 분열된 존재가 통일과 화합을 이루는 순

간이라고 정의한다.134 그리고 그는 이 순간 바로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수

직으로 뛰어 오른다라고 말한다. 

 연구자의 작품에 있어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은 바로 베르그손이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지속의 발단이며 바슐라르가 말하는 상반되는 개념이 동시적으

로 조화를 이루는 마술적인 무한의 시발점이다. 

 연구자가 이 작품으로, 콘텐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중적 매체로 전환

하는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로는 콘텐츠의 소통에 있어서 그래픽 디자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시간성에 대한 고찰이다. 포스터, 영상 무빙 포스터, 책, 인스

타그램은 각자 다른 시간적 특성을 가진 매체이다. 둘째, 그러한 여러 시간적 특

성을 가진 매체들에 적합한 스토리 콘텐츠 자체의 주제 안에 세부 요소들이 가

지고 있는 각자 다른 시간적인 성질에 대한 고찰이다. 셋째, 그래픽 디자인의 다

양한 물질성과 관람 거리를 이용하여 보는 이의 다층적인 감각을 작동 시켜 스

토리의 감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여러 매

체를 이용한 이야기의 파편적인 부분들이 모여 큰 그림의 종합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실험이다.  

 또한 연구자는 이 연구 과정을 통해 여섯가지 디자인 방법론을 도출하

였다.  세르토의 일상에 관한 이론에서 재조합의 방법론을, 베르그손의 기억에 

관한 이론에서 확대의 방법론을, 베르그손의 기억 이론 중 과거에 대한 기억과 

134. Richard Kearney, 앞의 논문 p3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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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각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논점에서 중첩의 기법을 도출하였다. 또

한, 베르그손의 기억의 이론과 바슐라르의 순간의 이론에서 동시성의 기법을, 

베르그손의 지속의 이론과 바슐라르의 순간의 이론에서 주관적 시간의 기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헤르만의 인지서사학을 바탕으로 파편성의 기법

을 도출하였다. 

 이 모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최종 디자인 결과물(작품)을 창작하였다.  

결과물은 5가지 매체로 제작되었는데 그 매체에 따라 매체 전환적 특성이 조금

씩 다르고, 그 기법은 앞서 도출한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중첩 포스터는 스토리 세계의 은유적 압축으로, 기억 속 회상의 시작, 

순간들의 시작점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 시리즈의 스토리들은 포스터로의 매체 

전환을 거치면서 은유적 압축의 메커니즘을 통해  ‘속삭인,’ ‘스치는,’ ‘비밀의(비

밀스럽게’의 액션과 ‘아련한’이라는 감각의 시각적 콘텐츠로 전환된다. 이 시각

적 콘텐츠는 작은 영어 손글씨의 반복과 그것이 이루는 대형 한글 타이포그래

피, 세 가지 스토리에서 도출된 여러 색채, 스토리에서 기억의 매개체가 되는 부

츠, 외투, 병뚜꼉 등의 오브제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트레이싱지의 재료를 이

용하여 동시적으로 확대되고, 중첩되며, 재조합된다. 

 2019년 4월부터 연재된 인스타그램 티져는 스토리 세계의 환유적 전

위로서, 6월에 발표되는 최종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티져(teaser)이자 그 작업

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액자 서사 (framing narrative)였다. 이 시리즈의 스

토리들은 인스타그램으로의 매체 전환을 거치면서 극적으로 파편화되는 환유

적 전위의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궁금증을 자극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포스트

(post)들은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사진들, 중첩 포스터들, 중첩 포스터의 확대 

디테일들, 궁금증을 자극하는 영상 애니메이션의 디테일 샷, 책 실험 등이 동시

적으로 재조합되어 있다.  

 영상 무빙 포스터는 스토리 세계의 또 하나의 은유적 압축으로서 순간

들의 극적인 전환을 확대한 것이다. 이 시리즈의 스토리들은 영상 무빙 포스터

로의 매체 전환을 거치면서 은유적 압축의 메커니즘을 통해 ‘확장하다’의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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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속적인,’ ‘반복적인’의 시각적인  콘텐츠로 전환된다. 이 시각적 콘텐츠는 

어두운 배경에서 동심원 구조의 밝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애니메이션으로 중첩

되고 확대되며 주관적 시간으로 무한 반복된다. 

 책 시리즈는 스토리 세계의 좀 더 포괄적인 은유적 압축으로 순간들의 

인과관계의 디테일을 모두 해소하는 단계이다. 이 시리즈의 스토리들은 책으로

의 매체 전환을 거치면서 은유적 압축의 메커니즘을 통해 ‘펼쳐지다’의 액션과 ‘

애틋하다’의 감정과 ‘시각과 촉각’의 콘텐츠로 전환된다. 이 시•촉각적 콘텐츠는 

애틋한 감정의 부드러운 색채와, 기억의 매개체 오브제들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스토리들의 배경이 되는 뉴욕 사진들과 영어•한글 타이포그래피 그리드를 이용

한 레이아웃 등을 이용하여 동시적으로 재조합, 확대, 중첩된다. 

 2019년 6월 초에 발표된 전시에서는 앞서 디자인된 중첩 포스터 시리즈

가 트레이싱지에 인쇄된 후, 재조합되어 설치 되었고, 영상 무빙 포스터가 4K 

대형스크린 3대로 반복 재생 되었으며, 책 시리즈가 바스툴(bar stool) 3개에 

관람객이 자유롭게 옮겨가며 앉아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 되었다. 인스타그

램 티져는 그 피드(feed) 내용이 전시되기보다 계정이 명함 형식으로 작게 설치

되어 모바일 경험이 암시됨으로써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기기로 체험할 수 있도

록 유도하였다. 이 전시는 이전의 이야기들의 파편들이 모여 크로스미디어적, 

그리고 트랜스미디어적 큰 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완성된 이 콘텐츠 디자인 작품의 작업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처음 발상을 시작하여 콘텐츠 집필을 하였다. 그 후 키워드의 문헌 연

구를 통해 인문학적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그것에서 매체 전환의 당위성을 얻

었으며, 또한 디자인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비교와 참고를 위해 사례연

구와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디자인 제작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Moment(ou)s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 매체

로 수신자·관람객에게 다가간다. 이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

여 보는 이의 감정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북돋우며, 서사적인 해석을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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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이가 적극적으로 ‘읽기·해독’에  참여하길 격려함으로써 그 스토리 경험을 

더욱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이 모든 스토리텔링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일상의 상승, 순간의 확

장을 소통하는 것이었다. 순간의 초월적 의미는 하찮은 개인에게도 초월적인 

존재 의미의 희망을 준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되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 평범했던 우리 자신이 특별해짐을 느낄 수 있다. 작은 파

편들이 모여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는 거대한 공감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색다르고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의 

스토리텔링 가능성을 실험해 보고, 그것을 여러 매체로 파편화하여 다중적 매

체를 통한 복합체로 퍼즐처럼 구성도 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  추상적•초월적

인 거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미래의 콘텐츠 디자이

너,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러를 위한 실용서이다. 

 연구자 본인은 박사연구 이전의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경험 중 콘텐츠 작가들과의 협업 과정 속에서 익히고 깨달은 극히 실무적인 프

로세스의 노하우를 이 논문의 콘텐츠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그 프로세

스 모델을 정리하였다. 

 또한 제2장(p17–18)에서 정리한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용어 정

리나 시각 매체로의 매체 전환적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의 프로세스 모델

(p31)등은 전례가 없는 연구내용으로서, 향후 그래픽 디자인 스토리텔링에 관

심이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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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phic Design Storytelling 
Through Multiple Media

Project ‘Moment(ou)s’

Elizabeth Yerin Shi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an exploration of the versatile storytelling pos-

sibilities in Graphic Design, and a study in Graphic Design Practice 

about memories of everyday Moment(ou)s. Based on original content, 

self-initiated design work was created to contain a meaningful mes-

sage. The process had an aim to go beyond the simple illustration of a 

story, hence I experimented with connotative and metaphoric meth-

ods and strategies.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I investigated 

theories of Content Design and Storytelling. Content Design creates 

value beyond problem-solving. Stories, which is a type of content, are 

a creative communication method that is based on one of the basic 

human needs as a Homo Narrans.

 Several different terminologies refer to Storytelling, but this 

dissertation chose the term Storytelling for it implies media conver-

sion, realism, interaction, and relevance to Cultural Contents. Accord-

ing to Narrative Studies, a Story is a sequence of events and Telling 

is the discourse of expressing that Story through media. Stor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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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ly passed through generations until the invention of the written 

language, and subsequently, the printing press, which then allowed 

these narratives to be preserved and handed down through books. 

With the rise of the computers and the internet, these new tools shift-

ed the focus of Storytelling to social media and digital content, and 

media conversion. 

 Graphic Design Storytelling uses action, emotion, and the sens-

es to communicate stories, and even though visual signs may seem 

non-sequential and synchronous, their structure can imply time and 

change, and therefore narrativity. Furthermore, the seemingly frag-

mented and limited storytelling of a fixed image can be compensated 

by the process of using Scripts in Cognition as explained in Cognitive 

Narratology.

 Media Conversion is a method of telling a single story in many 

different media. One of the sub methods of Media Conversion is 

Cross-media Storytelling which uses the mechanism of metaphor-

ic condensation. The other sub method is Transmedia Storytelling 

which uses mechanism of metonymic displacement. 

 A process model of creating Graphic Design Storytelling 

through Multiple Media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aforemen-

tioned theoretical foundation. The process begins with concepting, 

and goes through the Media Conversion Mechanism, the selection of 

subject, selection of method, and application of visual device, and 

then concludes with the final design. 

 The main contents of this dissertation are three autobiographi-

cal stories from my time when I lived in New York: the moment when 

my jetlagged nephew, who was visiting me in NYC from Seoul, had 

woken me up at 3am and started playing in my knee-high boo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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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in a local NYC pharmacy when I started thinking about my 

Dad in Seoul after I caught a fleeting glimpse of a stranger's trench 

coat, and the moment in the snowy spring night in NYC when I mirac-

ulously found a lost bottle cap in the snow. 

 The common keywords of these stories are (Momentous) 

Moments from my Everyday Memories. I did extensive research on 

these topics and deduced the following Design Methodologies: 1) ‘to 

combine’ from Philosophies by the Everyday of Michel de Certeau, 2) 

‘to magnify,’ ‘to layer,’ ‘simultaneity,’ and ‘la durée’ from the theories 

about Memory and Time by Henri Bergson, 3) ’simultaneity,’  and ‘sub-

jective time’ from the theories of the Instant by Gaston Bachelard. 

 The Final Design Project was created in five steps: 1) the lay-

ered tracing paper Posters that expressed reminiscence and the begin-

ning of the Moments, 2) the Instagram feed which was a sequence of 

magnified fragments that sparked the curiosity of the users 3) Motion 

Moving Posters that dramatically magnified and repeated the expan-

sion of the moments 4) books that finally unfolded all the causal rela-

tionships and the details of the three stories, and 5) a comprehensive 

storytelling of the exhibition where all the fragments of the previous 

storytelling came together into a harmonious synthesis. 

 This study, firstly, elevates the viewers’ Story Experience by 

providing various symbolic storytelling methods, secondly, communi-

cates a positive and hopeful message of transformation and transcen-

dence through the elevation of the Everyday and the Expansion of the 

Moment in the content and the design, and lastly, provides a practical 

process guide that a future Content Designer or a Graphic Design Sto-

ryteller could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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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pering Moment(ous)

“Ah!” It was not more than a whisper. But I instantly woke up at his 

gasp. 

“What’s wrong?”  

“Aunty Gomo, I had a scary dream.” 

I try to comfort him. “It’s ok. Gomo’s right here. Go back to sleep.”

 My four-year-old Nephew Kanghyun is sleeping in my bed. 

Well, not MY bed, the bed I am sleeping in of the hotel room. His 

granny, my Mom, is sleeping in the other bed of this double room. 

She snores. But I DO know what he might have dreamt. I want to go 

into his dream and scare all the giant T-rexes away. I look at the 

clock and it’s freaking three a.m. Snot. A precious little one, this boy, 

but a snot.

 Kanghyun is visiting me in New York with my Mom. So here 

I am, in a hotel room in New York, where I live, instead of my apart-

ment that is too small to fit the three of us. Mom tried to convince 

Kanghyun to sleep in her bed with her, the one by the wall, where he 

has less of a chance of falling off. But there was no swaying him. “I 

WANT TO SLEEP IN GOMO’S BED!!!!!!!!!” I was so flattered and delight-

ed that he picked me over his favorite Granny. Hee hee hee. But now…

 “Gomo. I need to go pee pee.”  

 “Ok. I’ll help you.” I walk him to the bathroom which is whop-

ping three feet away, turn the bathroom lights on and help him pee.

 “Ok. Good job. Now wash your hands.” 

 He resists. “No! I don’t want to!” 

 I just try one more time. “Kanghyun, come on. Let’s please 

wash your hands. It will be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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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too tired to argue. “Ok. Fine. Let’s just go back to bed.”

 We walk back to the bed. I am beyond tired. We went to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in the morning, my office in the after-

noon, and the Times Square Toys R Us in the rainy evening. The high-

light of the Toys R Us trip was the giant mechanical T-Rex in the Juras-

sic Park section. It not only moves its head, his enormous jaw with 

hundreds of sharp teeth, and the front legs/claws, but also makes 

thundering roars and stomping sounds. I thought Kanghyun would 

love it, as he had said, “These dinosaurs are all dead!” at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But! He was actually terrified when he saw this 

‘live’ dinosaur at the toy store. He saw it from far away, heard the roar, 

and he just froze. It was so freaking adorable. Awww, my little snot. 

  “Ok, go back to sleep. It’s ok. Gomo’s right here.” I put my arms 

around him in the bed to make him feel safe. He settles in to my nook 

I made for him. “Ok,” he says. “How brave,” I say. I turn off the lights.

 A few minutes pass. I’m just about to fall back asleep. Mom’s 

low snoring is a lullaby. 

 “Gomo, gomo,” I hear another whisper. “I’m still scared.” 

 I whisper back, “It’s ok. I’m right here. Go back to sleep. I am 

very tired. ” 

 “Ok,” He concedes.  “Then I’ll just close my eyes and try to get 

some rest.”

 “Good boy.”

 A few minutes pass. I’m just about to fall back asleep again. 

Mom’s low snoring is still a lullaby.

 “Wait a minute.” Kanghyun wakes me up with the whispering 

again. Grr! “If I close my eyes and rest, How is that differen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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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ing?” The little snot is smart.

 “Gomo, gomo, Let’s play.”  

 “No, Gomo can’t play now. She wants to sleep.”

 A little pause.

 “Gomo, let’s play.”

 “Mom! Mom!” Now I try to wake Mom up. I too am a child. I 

just never have been in this situation before and I have no idea what 

to do. I need Mommy’s help. “Huh? Wha? Uh?” She barely wakes up. 

“Mom! Kanghyun’s up and won’t go back to sleep.” I tell on my neph-

ew.  “Huh? Wha? Uh?” She can’t compute. Or so she wants me  

to think?

 “Fine. Fine. Ok. Let’s play.” I get up and turn the bathroom light 

on and open the door a bit for the light to flood in to the bedroom. I 

don’t want to actually wake Mom up, so we keep the lights down and 

our voices as well. It is five pm in Korea right now, and Kahyun’s not 

over his jetlag. He is UP and READY TO PLAY.

 We crouch down at the foot of the bed. 

 “What are we playing?” 

 “Dinosaurs!!” He answers. 

Snot. One, wasn’t that what was in the scary dream and woke him 

up to begin with? And two, Boys are strange. Why doesn’t he want to 

braid my hair and put on nail polish? Why can’t we play something 

more fun for me? So now we’re racing little tiny plastic dinosaurs. He 

wanted to play with the bigger, ten-inch T-Rex that roars when you 

push the buttons, but I put a stop to it because I didn’t want to wake 

Mom. “Can I just press it once? Just once? Please?” “Ok. But do it q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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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ly.” Roar! Roar! Roar!! The T-Rex went. He and I put our hands over 

our mouths and giggled. Mom/Granny slept fine. Snore. Snore.

 So the little Snot lines up all the little dinosaurs. The bron-

to blue one with the long neck. The trap green one with diamond-y 

looking this on the back. The red one with the tall fin on the back. 

Velopto something with claws. And of course t-Rex. Of cour they’re 

not to scale and originally smaller dinosaurs are bigger than some 

t-rexes. He picks one up and places it at the end of the line. “This one 

is a hundred! A hundred and….THIRD place!” He whisper-yelled. Boys 

are all about competition. I lay on my side and yawn.

 That is when it happened. He suddenly decided to put my 

black leather knee high boots on. For no reason at all. They went up 

to his crotch. “What are you doing?” I asked as I giggled. He giggled 

back. “You look like a cowboy!” I said. 

“Give. Me. My. Hat. Back.” Was his whispered answer. Hee hee hee! I 

rolled on the hotel room floor. “What do you mean?” I asked, but his 

answer was the same. “Give! Me! My! Hat! Back!” Whisper yell.

 Then I figured it out. He was a cowboy and he wanted his cow-

boy hat back. He also started to fake stomp his feet. “Give!” Whisper 

yell. Quietly but defiantly put left foot down. “Me!” Whisper yell. Qui-

etly but defiantly put right foot down. “My!” Whisper yell. Quietly but 

defiantly put left foot down. “Hat!” Whisper yell. Quietly but defiantly 

put right foot down. “Back!” Whisper yell. Quietly but defiantly put 

left foot down.

 My precious little S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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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 속삭인 순간

“아!” 속삭임 소리보다도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조카의 놀라는 소리에 번

쩍 일어났다. 

“왜?”

“고모, 무서운 꿈꿨어…” 나는 조카를 달래 본다. “괜찮아, 괜찮아, 고모가 있쟎

아. 얼른 도루 자자.”

 나의 다섯 살 조카는 내 침대에서 자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내 침대

는 아니다. 호텔 방에서 내가 자고 있는 침대이다. 녀석의 할머니, 그러니까 나

의 어머니께서는 옆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코를 쉬쉬 고신다. 하지만 나

는 녀석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것만 같다. 나는 녀석의 꿈 속으로 들어가 모든 

거대한 공룡들을 해치워 버리고 싶다. 시계를 보니 빌어먹을 새벽 세 시이다. 

요런 개구쟁이. 우리 귀한 보물덩어리 개구쟁이.

 조카는 어머니와 함께 뉴욕에 살고 있는 나를 만나러 왔다. 그래서 나

는 우리 셋이 묵기에 너무 작은 나의 아파트 대신에 침대가 두 개 있는 이 호텔 

방에 와 있는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녀석이 침대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벽 

쪽에 있는 어머니 침대에서 자도록 꼬셔 봤지만 녀석은 막무가내였다. “나는 

고모랑 잘꺼야!!!!!!!!!!” 나는 녀석이 평소에 그토록 좋아하던 할머니 대신에 나

를 고른 것에 너무 황홀했다. 히히히. 그렇지만 지금은…

“고모, 나 쉬이~”

“알았어. 내가 도와 준다!” 나는 너무 멀리 고작 3m 떨어져 있는 화장실까지 녀

석의 손을 잡고 가서, 불을 켜고, 쉬하는 것을 도와 준다.

“잘 했어! 자 인제 손 씻자~”

녀석은 버팅긴다. “아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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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 번 더 녀석을 달래 본다. 

“조카야, 자, 우리 모두 손을 깨끗하게 씻어보자~ 재밌지 않을까?”

“아냐!” 

나는 더 이상 싸우기에는 너무 피곤하다. “오케이, 좋아. 그럼 자, 침대로

돌아가자.”

우리는 침대로 돌아간다. 나는 너무 너무 피곤하다. 우리는 아침에는 자연사박

물관에 갔었고, 오후에는 내 사무실에 갔었고, 비오는 저녁에는 타임스퀘어의 

거대한 장난감 가게인 Toys R Us에 갔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

도 장남감 가게의 로보트 티라노사우르스였다. 그 괴물은 머리를 위아래 좌우

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수백개의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입을 마구 벌렸다 다

물었다 하며, 날카로운 발톱의 앞 발도 마구 움직이며 천둥과 같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고 발을 굴렀다. 나는 아침에 박물관에서 “여기 공룡들은 다 죽었잖

아!”하며 시큰둥했던 강현이가 로보트 티라노를 너무 좋아할 줄 알았다. 그러

나! 녀석은 이 장난감 가게의 ‘살아있는’  공룡을 보자 겁에 질려 버렸다. 녀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으르렁 소리를 듣더니 그 자리에 얼어 버렸다. 오, 너

무 귀여운 것이다. 오~~ 우리 귀여운 개구쟁이.

“자, 얼른 도루 자자. 괜찮아~ 고모가 여기 있잖아.” 나는 녀석을 진정시키려 팔

로 작은 어깨를 감싸 안는다. 녀석은 내 품으로 파고 든다. “알았어.”하고

대답한다. “씩씩하네.” 라고 칭찬하고는 나는 불을 끈다.  

몇 분이 흐른다. 나는  다시 잠이 들 만하다. 어머니의 코고시는 소리는  

자장가다. 

“고모, 고모,” 어둠 속의 속삭임.

“나 아직도 무서워.”

나도 속삭인다. “괜찮아. 고모가 바로 옆에 있쟎아. 자 얼른 자자. 고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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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졸려.”

“알았어” 녀석은 포기한다. “그러면  그냥 눈만 감고 좀 쉬어 볼게.”

“아~ 착하다.”

몇 분이 흐른다. 나는 또다시 잠이 들 만하다. 어머니의 코 고시는 소리는 아직

도 자장가다. 

“잠깐만,” 녀석이 또 속닥속닥 나를 깨운다. 에잇! “내가 눈을 감고 쉬면, 그건 

자는 거랑 똑같아?”

이런 똑똑한 개구쟁이.

“고모, 고모, 놀자.”

“아냐 아냐, 고모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못 놀아. 고모는 잘래.”

한숨 쉬는가 싶더니…

“고모, 놀자.”

“엄마! 엄마!” 나는 어머니를 깨워 본다. 나도 애기다. 난 정말 이런 경우에 있

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전혀 모르겠다. 나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 왜? 뭐?” 어머니께서는 일어나시지 않으신다. “엄마, 강현이가 

일어나서 도루 잘려 그러지를 않아요!” 조카를 일러 본다. “어? 왜? 뭐?” 어머니

께서는 전혀 한 마디도 알아들으시지를 못 하신다. 아니면 그러시는 척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ㅎ

“알았다, 알았다. 좋아. 놀자.” 나는 

일어나 화장실 불을 켜고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 방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게 

한다. 사실은 정말로 어머니를 깨우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불도 약하게 목소리

로 약하게 우리는 조심조심한다. 지금 사실 서울은 오후 5시이고, 조카는 시차

가 적응이 안 돼있는 상황이다. 녀석은 번쩍 깨어 놀 준비가 완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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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침대 끝에 쪼그리고 앉는다. 

“뭐 하고 놀까?”

“공룡!” 녀석은 대답한다. 요런 개구쟁이. 첫째로, 무서운 공룡 꿈 때문에 깨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둘째, 남자아이들은 이상하다. 녀석은 왜 

내 머리를 땋거나, 내 손톱을 칠하고 싶어하지를 않는거지? 왜 내가 재밌는 걸 

하면서 놀면 안돠냐 말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쫴그만 플라스틱 공룡들을 가지

고 경주를 하고 있다. 

녀석은 더 큰, 10인치쯤 되는, 버튼을 누르면 으르렁 으르렁 소리를 내는 티라

노를 가지고 놀고 싶어 했지만 그 소리가 어머니를 깨울까봐, 그건 내가 금지 

했다. “한 번만 눌러도 돼? 딱 한 번만? 제발?” “알았어, 하지만 살살해~” 으르

렁! 으르렁! 티라노는 울었다. 녀석과 나는 서로 입을 막고 낄낄 웃는다. 어머니

는 잘도 주무신다. 고르릉 고르릉

그래서 우리 개구쟁이는 쫴고만 공룡들을 나란히 줄 세운다. 파란 목이 긴 브

론토 뭐시기. 등에 마름모꼴이 붙은 녹색 트랩 뭐시기. 발톱이 날카로운 벨랍

토 그 뭐냐. 그리고 물론 티라노. 녀석은 공룡 하나를 들어 줄 제일 뒤에 세운

다. “이건 백!이야! 백! 삼등이야!” 그는 속삭이면서 외친다. 남자아이 들은 경쟁

심이 많다. 나는 옆으로 누워서 하품을 한다. 

바로 그때였다. 녀석은 갑자기 나의 무릎까지 오는 가죽 부츠를 자기가 신겠다

고 결심한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내 부츠는 녀석의 가랑이까지 올라간다. 

“뭐 하니?” 나는 낄낄거린다. 녀석도 낄낄거린다. “오~ 카우보이 같네~”하고  

내가 말한다. 

“내. 모자. 내. 놔.”라고 녀석이 속삭여 대답한다. 히! 히! 히! 나는 호텔방에서 

데굴데굴 구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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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물었지만, 녀석의 대답은 똑같다. 

“내! 모자! 내! 놔!” 속삭이며 외쳤다. 

나는 드디어 깨닫는다. 녀석은 카우보이고, 바로 자신의 카우보이모자를

내놓으라는 것이였다. 녀석은 발까지 구르기 시작했다. 

“내!” 속삭 외침.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발 내려놓기. “모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오른발 내려놓기. 

“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왼발 내려놓기. “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오

른발 내려놓기.

우리 귀한 보물 개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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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ting Moment(ous)

Dad! I only saw a sliver, but I recognized him immediately. I was in 

my local Walgreens, walking towards the anti-acid wall. There were 

vitamins to my right, and painkillers to my left. Standing behind the 

end of the left aisle, he was wearing a beige trench coat, glasses, had 

graying dark hair, and was only a few inches taller than me. There 

was peaceful and calm humble energy surrounding him and a forever 

half smile. Just like home. 

 But I know that is not actually my Dad because he lives in 

Seoul and I just spoke to him last night. The flight itself is sixteen 

hours long, so even if he braved the long-distance flight immediately 

after he hung up the phone, despite his current medical condition, he 

couldn’t possibly be here to surprise me in my Walgreens. Regardless, 

I am so happy to see my “dad” that I follow him around the Walgreens. 

I think he is looking for cold medicine. I look too. My Dad told me to 

get the “severe” cold medicine for my never-dying cold. 

My Dad is the forever the dutiful provider. He not only provides for 

the family financials, he also provides us medical attention , “First-

Aid” kits1, biology lessons2, nerdy-slash-morbid lectures3, “Outdoor” 

activities4, treasures from America when I was a pop-hungry teenager 

in Korea5. And, of course, always a hug and a smile. Since he was a 

1. I went home to Korea during my winter break from my American grad school. Dad came home one night with 
a giant shopping bag full of medication. Sixty-day worth of prescription antibiotics, anti-acids, antihistamine, nasal 
congestion reliefs, cough meds in both tablet and syrup form, and, as he calls it, stool-softener. Digestion aids came 
in two kinds—One for regular digestion problems, and the other for when your stomach is “just not moving.” I had 
to ask, “Dad, how do I know if I’m having problems because my stomach not moving? How do I tell the difference?” 
“Oh, you’ll know,” was his answer. I still don’t know.

2. Hundreds of renditions of the “Neck bone is connected to the, back bone…” sung off-key. His tone-deafness turned 
out to be a special gift just for me. My brother is an amazing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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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y busy doctor, I can’t say that he was around much, but the little 

times that he was around were definitely laugh-filled. 

 When I was eleven years old, our whole family came to visit 

America. One of the big events was the daytrip to Sea World in San 

Diego. After a long morning in the sun and determining that all the 

restaurant food was ridiculously overpriced, we decided to set up a 

picnic on the lawn and have Dad deliver us hotdogs from a cart ven-

dor. He first went to get four—Mom, Dad, me, and my brother. He 

walked all the way over the hill, in the 95 degrees San Diego heat, 

waited in line for at least half an hour, returning with four hotdogs. 

All of us inhaled them in 2 seconds. We were still hungry. So sweaty 

Dad made another trip, over the hill, in the 95 degrees weather, bal-

ancing four more hotdogs. They were again inhaled in 2 seconds. We 

wanted more. So even sweatier Dad, without a peep of complaint, 

and still a smile on his face, happy to provide, went over the hill, 

and came back with four more. It hadn’t occurred to me that I could 

be helping—after all, I was almost a teenager. Or that we could take 

turns. Or we could just move closer to the hotdog vendor. Dad report-

ed back to us what the hotdog vendor said. “Boy! You must be REALLY 

hungry!” Dad laughed as he reported back. 

 Now he’s sixty-eight, and our conversations are mostly about 

his health. He had a crisis last year—a crippling back injury that had 

him narrowly escape becoming bedridden indefinitely. A dark shadow 

3.  “So when the surgeon is done with the organs, all he has to do is shove them all back in at random and just sew up 
the skin. And then the body just knows how to move them all back into their places. Isn’t that just amazing?”

4.  When my younger brother requested that we go fishing at the age of ten, Dad bought a bunch of books so he could 
study fishing. We never actually went. He still has the books.

5.  Johnny Depp posters, Batman t-shirts, New Kids On The Block music videos, L’Oreal hair gel, Cover Girl Lipstick 
in Fire and Ice, and copies of Seventeen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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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upon him and his smile seemed gone forever. The whole family 

panicked. I took a leave of absence from my New York job and imme-

diately flew back to Korea. A couple of his spinal discs had ruptured 

and were permanently lost. This had been a chronic problem for 

years now, but the pain spiked during a long-distance return flight to 

Korea from a medical conference in Amsterdam, and it’s hasn’t gone 

back to even the sensitive and delicate “normal.” And no matter whom 

we consult, the safest methods are for him to do physical therapy and 

continuous caution. But he can’t sit or walk for more than 30 minutes 

at a time. He has to alternate walk a little, sit a little, lie down a lot. 

Walk a little, sit a little, and lie down a lot. When a dinner lasts more 

than half an hour, he has to leave the table to take a short walk to 

stretch his back. His daily life has become a precarious balancing act. 

(Fortunately, maybe half a smile has returned since the crisis last year 

and now he chuckles on the phone again. “I walked 30 minutes on the 

treadmill today!” he brags.)

 Meanwhile, no negative thoughts or fear about his health are 

allowed in my head. Don’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is my man-

tra, afraid that my anxiety would turn into some sick self-fulfilling 

prophecy--although I think that would not fall under the technical 

definition of a self-fulfilling prophecy. 

 I personally think it’s just not fair. I think that people who 

saved the lives of countless other people should get some sort of 

immunity. No sickness. Complete health and peace until the last very 

moment. Or, OR, how about if we’re allowed to earn some extra lives 

for saving other lives? Like video games? And there is no last moment? 

Ever? To me, that sounds completely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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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I can do is kick and scream and be a child. “I need Daddy 

to fix my booboo forever!!!” There’s really nothing else I can do. I can’t 

return his favor and give him shots or write him prescriptions. I can’t 

protect him from everything or magically make him feel safe all the 

time. I can’t invent artificial spinal-discs and find a way to implant 

them painlessly without anesthesia. I can’t suddenly abandon my life 

in New York now and move back halfway around the world to always 

be holding his hand so that he never falls. Even in the bathroom. 

Well, especially in the bathroom. In my perfect world, I’m there hold-

ing his hand as he gets out of the shower. “Dad, now, slowly, slowly. 

The tiles are slippery.” I would follow him to the hospital everyday 

where he still practices medicine. “Who’s that holding your hand?” 

a half-naked patient would ask. “Oh, that’s just my overprotective 

daughter. She doesn’t want me to fall.” Then I would give the patient 

the evil-eyes because he would have interrupted my Dad from ex-

plaining the X-rays. Maybe I would even shush him. 

 But this “dad” at Walgreens reminds of that happy young Dad, 

who used to bring us hotdogs and ice cream and laughed out loud un-

controllably. “Hahahahahahahah!!” He also looks like my Dad when 

we had our secret conversation and I was eight. Dad was getting ready 

for work, and I was watching him pick out a tie. He said, “Now that 

you’re eight, you’re old enough to pick out my ties for me!” Hearing 

that made me stand a little taller. I contemplated my new important 

responsibility and promised myself that I would never let him down. 

I will learn how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ll these same-looking 

shiny blue-gray ties, I swore in my head. “Hahahahahaha” He laughed 

and smiled so big I couldn’t see his eyes. The morning light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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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ndow made his face glow.

 Back at the Walgreens, I suddenly race over to my “dad” in the 

trench coat and pretend to be eight again. I kneel down to make my-

self shorter, clutch his giant finger, shaking it while whining, “Daddy, 

Daddy, the nurse at the Doctor’s office was mean to me.” 

Then I look up, and it’s Dad, the glowing face of that morning sun, 

Asian-pink fleshy cheeks, the jet-black Korea-fro, and his usual wrin-

kly white doctor’s coat. He looks down, with an angry look disguised 

by a smile and says, “Who was it my dear? I’ll go take care of it.” Lead-

ing me with his giant hand, Daddy walks me out of the Walgreens 

doors, takes off his glasses, and leaps up into the air with me. Now 

his white doctor’s coat is a cape. He flies high above the New York 

skyline, one hand stretched out in front to guide his flight, and the 

other holding my little germy hand. With the nasty New York winter 

wind in my face, and my nose all runny and snotty, I think to myself. 

I knew it!  I always knew Daddy was a superhero. All that back-injury 

and the dark shadow stuff, it was all pretend. It was all a cover. I knew 

it!  Because… Actually... He’s invinc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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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 스치는 순간

아빠! 아주 가느다란 끝자락만 보고도 나는 아버지를 금방 알아보았다. 동네 

월그린즈 약국에서 나는 위산 약이 가득한 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오른쪽

에는 비타민이 가득했고, 왼쪽에는 진통제가 하늘 높이 쌓여 있었다. 왼쪽 통

로 뒤쪽으로 그 사람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안경을 끼고, 드문드문 

흰 머리에 나보다 10cm쯤 크신 영락없는 아빠였다. 그리고 뭐니 뭐니해도  

평화롭고 안정된, 그리고 겸손한 에너지가 감도는 그 미소였다. 집에서 뵙던 

모습 그대로.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왜

냐하면 바로 어젯밤에 서울에 계신 아버지랑 통화를 했기 때문이다. 비행시간 

만해도 16시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무시하시고 

여행을 하셨더라도 지금 나의 동네 약국에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일은 불

가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나는 나의 가짜 아버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약국 

안을 따라다녔다. 그는 감기약을 찾는 분위기이다. 나도 한 번 찾아본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나의 절대 안 낫는 감기를 위해 “심한 감기용”약을 사라고 하

셨다. 

 아버지는 가족의 영원한 충실하신 부양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인 케어, 비상약품1 생명 과학 강의2 괴짜 

과학자 같은 이야기들3 야외 활동4 내가 팝에 굶주린 한국의 십대였을 때는 미

1) 미국 대학원을 다니다가 방학에 한국 집에 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였다. 아버지는 집에 커다란 
쇼핑백 한 가득 약을 챙겨 오셨다. 맥시멈 항생제, 위산약,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기침약 정, 그
리고 시럽, 그리고 변비약. 소화제 역시 두 가지였다. 보통 소화제와 또 한 가지는 “위가 움직이
지 않을 때”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께 여쭤봤다. “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지요?” “저절로 다 알 수 있단다.”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아직도 모른다.

2) “목뼈는 등뼈에 붙어 있고…” 노래를 음이 틀리게 수백 번은 들을 것 같다. 아버지의 음감은 
나를 위한 특별한 유전자 선물로 전해 내려 왔다. 내 동생은 가수 못지 않다.

3) “그래서, 수술 후엔 외과의사가 창자를 아무렇게나 막 집어 넣고 꼬매 버리면 사람 몸이 알아
서 다 자기 자리를 찾아 간단다, 정말 신기하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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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남동생이 11살 때 낚시를 가자고 하자, 아버지는 낚시를 공부하시기 위하여 우선 책을 잔
뜩 사셨다. 우리는 낚시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책은 물론 아직도 있다.

6) 죠니 뎁 포스터, 배트맨 티셔츠, 뉴 키즈 뮤직비디오, 로리엘 헤어 젤, 커버걸 립스틱, 그리고 
세븐틴 잡지…

국에서 오는 보물들5을 모두 제공하여 주셨다.

 그리고 물론 항상 미소 가득 안아주셨다. 아버지는 바쁘신 의사셨기 때

문에 시간은 항상 모자랐지만, 계실 때는 웃음 가득한 시간들이었다. 

 내가 한국 나이로 12살 때 우리 가족은 다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갔었

다.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샌디에고에 있는  씨월드 방문이었다. 아침 

내내 햇빛 아래 기운을 빼고, 놀이 공원 안의 레스토랑 음식이 다 바가지라는 

판단을 내린 후에 우리는 잔디밭에서 피크닉 스타일로 점심을 때우기로 했다. 

그리고 젊은 아빠께서 핫도그를 카트에서 사 오시기로 했다. 아빠는 우선 가셔

서 4개를 사 오셨다.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남동생. 그래서 아빠는 힘들게 언

덕을 넘어, 35도에 가까운 더위에, 줄을 서서 30분 이상 기다려서, 핫도그 4개

를 사오셨다. 우리는 모두 2초도 안 걸려 그것을 다 헤치웠다. 우리는 그래도 

배가 고팠다. 그래서 땀에 흠뻑 젖은 아빠는 또다시 한 번 더 언덕을 넘어, 35

도의 더위에, 핫도그 4개를 더 사러 갔다 오셨다. 우리는 모두 또다시 2초 안에 

해 치워져 버렸다. 우리는 더 원했다. 그래서 땀에 더욱더 절은 아빠는 불평 한

마디 없이, 미소를 띤 채,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즐거우셔서, 언덕을 또다시 넘

어가셔서 핫도그 4개를 더 사오셨다.

 이때 나는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도 못 하였다. 나는 12

살이나 되었는데. 순서대로 돌아가며 사 올 수도 있었고. 우리가 다 함께 핫도

그 카트에 더 가까이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는 상상을 아무도 못 하였다.아빠

가 돌아오셔서 크게 웃으며 핫도그 카트 주인의 말을 우리에게 전했다. “우와, 

정말 배가 고프신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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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버지는 예순 아홉세이시고, 우리의 대화는 주로 아버지의 건강
에 관한 것이다. 아버지는 작년에 약간의 위기를 겪으셨다. 허리를 심하게 다

치셔서 누워 계시게 될 뻔한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

워져 그 밝던 미소는 온데간데없어졌다. 온 가족은 패닉 상태였다. 나는 바로 

휴직을 하고 한국으로 날아 갔다. 아버지의 디스크 중 두 개는 완전히 소멸되

어 없어진 상태이다. 벌써 오래된 만성 문제였었는데, 암스테르담 학회에서 돌

아오는 장기 비행에서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셔서는 예민하고 아슬아슬한 “보

통”의 상태로조차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어디를 찾아가 봐도 

답답하게도 답은 물리치료와 조심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30분 이상 앉아 계시거나 걷지를 못 하신다.아

버지는 30분씩 바꿔 가면서 잠깐 걸으시고, 잠깐 앉으시고, 많이 누워 계셔야 

한다. 잠깐 걸으시고, 잠깐 앉으시고, 많이 누워 계셔야 한다. 저녁 식사시간이 

30분 이상으로 길어지면,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한 바쿼 돌아 걷고 오셔야 한

다. 아버지의 일상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다. 

 (다행히도, 아버지의 미소는 작년 이후로 반쯤 돌아와서는 전화 너머로 

허허 웃으시는 소리가 들리곤 한다. “나 오늘 닝머신에서 30분 걸었어!”하고 

자랑 하신다.)

 한편으로 내 머릿 속에서 아버지의 건강에 대한 아무런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금지이다.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가 내 만트라이

다. 말이 씨가 된다고 내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현실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어떤 대단한 면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병 없기. 끝까지 완전 건강과 평화. 아니면, 아니면 구한 생명만큼 여

분의 생명을 받는 것은 어떨까? 컴퓨터 게임처럼? 나에겐 이것이 완전히 공평

하게 들린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투정 부리고 떼를 쓰고 아이처럼 소

리를 질러 보는 것 뿐이다. “난 아빠가 평생  내 어리광을 받아줘야 된단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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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빠가 나에게 해주

신 것처럼 주사를 놔드릴 수도 없다. 약을 구해 드릴 수도 없다. 나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보호해 드릴 수도 없고 마술처럼 안전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없다. 

나는 통증 없이 이식 가능한 인공 척추 디스크를 발명할 재주도 없다. 나는 아

버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수도 없다. 나의 이상

향에서는 아버지가 샤워에서 나오실 때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 조심, 조심,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요.” 나는 아마도 아버지가 근무하

시는 병원까지 따라갈 것이다. “저기 선생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가요?” 환자복 차림의 환자가 물을 것이다. “아, 쟨 그냥 우리 과잉 보호성 

딸입니다. 제가 넘어지는 걸 걱정해서요.” 아마도 그러면 나는 환자가 아버지

의 X-ray 설명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째려볼 것이다. 쉬잇! 하며 주의를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월그린 약국의 “아빠”는 핫도그와 아이스크림을 사 오시고 

하하하하하하 웃으시던 젊은 아빠를 연상시킨다.

 그는 또한 내가 9살 때 나랑 비밀 얘기를 나눴던 아빠랑 닮았다. 아빠

는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고, 나는 아빠가 넥타이를 고르는 것을 구경하고 있

었다. “이제 9살이니, 다 커서 아빠 넥타이를 골라 줘도 되겠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 어깨가 으쓱했다. 나는 나 자신의 중요한 책임을 실감하고 아빠를 실망

시키지 않기로 결심했다. 꼭 저 똑같아 보이는 반짝이는 푸른 넥타이들을 구별

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하고 굳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하하하하하하 아빠는 

너무 크게 웃으셔서 눈이 안 보였다. 창으로 햇빛이 밝아 아빠 얼굴에서 빛이 

났다.

 한편, 월그린 약국에서 나는 갑자기 “아빠”에게로 달려가 9살인 척한

다. 무릎을 꿇어 키를 작게 해서는 그의 커다란 손가락을 잡고 앞뒤로 마구 흔

들어 대며 “아빠, 아빠, 병원에서 간호사가 나한테 불친절하게 했어요” 하고  

칭얼거린다. 

 그 순간, 올려다보자, 우리 아빠였다. 햇빛 가득 빛나는 얼굴에, 볼록볼

록 바알간 볼에 새까만 곱슬머리에, 항상 입으시는 마구 구겨진 의사 가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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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빠는 화난 얼굴을 미소로 참으시며 “누가 그랬어? 내가 가서 혼내준다” 

하며 월그린 약국 밖으로 나가 안경을 벗으시고는 내 손을 잡고 하늘로 번쩍 

뛰어 오르신다.

 이제 아빠의 의사 가운은 망토다. 아빠는 뉴욕 빌딩을 위로 높이 나르

며 한 손은 방향을 잡기 위해 앞으로 뻗으시고, 한 손은 나의 감기균 가득한 손

을 꼭 잡고 계신다. 뉴욕 겨울바람이 내 얼굴에 몰려와 나는 콧물이 줄줄 흐르

지만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맞았어! 나는 항상 아빠가 슈퍼히어로인 줄 

알았어! 그 허리 통증과 어두운 그림자,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다 변장이었던 

거야! 난 다 알고 있었어! 왜냐면, 사실은…

 아빠는 천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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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Moment(ous)

It was gorgeous, the snow. It had just begun to fall as I was going into 

class at seven. When I came out to go home two hours later, it had 

turned March 18th into a beautiful winter night. If I were back home 

in Korea, the golden bells would be blooming yellow, and the azaleas 

would be blooming pink, but here in New York, the whole city was 

blooming in magnificent sparkling white. 

 The cars parked neatly in a row were all tucked in for the night 

under light white covers. As if not wanting to wake them, cars in the 

street passed by slowly in a hush. The wires of construction fences 

across the street were outlined white, hundreds of linked diamonds 

shapes wondrously floating in the dark crisp air. 

 Alone, I walked carefully up 86th street. That was my first day 

of braving the public bus after a month of being sick. I was finally 

able to walk a whole block without feeling lightheaded. Slowly, slowly, 

I whispered to myself under the dome of my cozy umbrella. Now that 

I could finally smell and taste again, the world felt hyper alive and 

extra animated. Every little sound caught my attention.

 Bbo-duh-deuk. 

Bbo-duh-deuk is the onomatopoeic in Korean for the sound of a 

footstep on the snow. It’s a three-phased sound of fresh snow pack-

ing tight under the weight of your foot. Bbo, the sound of the heel 

touching the snow, duh, is for the middle foot, and deuk is the sound 

of when the ball of the foot is really pushing into the fresh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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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before it lifts itself for the next step forward. The double b is 

pronounced stronger than a B and softer than a P, close to how the 

French pronounce their Ps. Repeat the bbo sound twice though, and 

you’ve now said “kiss” in Korean. I paused to look at the footprints 

behind me, then turned and smiled at the new fluffy coat of white on 

the ground waiting in front of me. Bbo-duh-deuk. Bbo-duh-deuk. My 

feet kissed the snow-walk as I turned down 2nd avenue for the bus-

stop. 

 I waited for the M15 bus on the east side of Second Avenue, 

between 86th and 85th street, in front of the glowing lights of the GNC 

storefront, which was closed for the night. The window was packed 

with shelves of giant containers of vitamins and protein powder. The 

man standing to the left of me looked like he would add such protein 

powder to his Muscle Milk; severely underdressed in running shorts, 

he was perhaps a jogger who gave up on the night’s run and now 

humbly waited for the bus. 

But I was elated to be standing inside this magical snow globe.  The 

snowflakes were dancing up and down and sideways, and it didn’t 

even look as though they were coming down from the sky. They were 

spontaneously blossoming from the dark, as if they were always part 

of the air, the sky.  The only hint that gravity was pulling them was the 

sound of the flakes tapping on the top of my umbrella, like soft little 

knocks and whispers. I stood intoxicated by the grandeur and the 

minutiae of it, trying to decode the secret messages being delivered 

through my umbrella.

 I took my water bottle out for a sip. After a scary near-fainting 

from dehydration a few weeks earlier, I now clung to a water bottle 

as if I were in a desert. I’d had a rough February with more th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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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of being sick. They were common colds, nothing serious, but 

they sure were sticky. And annoying enough to make me miss work, 

class, and leave me isolated, just helplessly waiting for Nature to take 

its course. It got so ridiculous that I had moments when I thought my 

illnesses were some karmic punishment, or a cruel test from the Uni-

verse. 

 I distractedly turned the bottle cap open but it instantly flew 

out of my hands. Shit! I thought. On more than a few occasions I’ve 

dropped the bottle cap on the street, to see it land right side up, exact-

ly touching the ground where it would touch the bottle exactly where 

my mouth would go. Or it would roll so far away so fast that I would 

give up on the search. Or it would even roll into a puddle or an open 

grate, getting swallowed into the subterranean. Then, the water bottle 

no longer being portable, I would have to finish the rest, or just throw 

the whole thing away. This particular bottle was almost new, so that 

would’ve been a terrible waste. 

 Then I realized that I hadn’t heard it drop. Oh, thank god! I 

thought, it might have fallen into my coat, or between the layers 

of my scarf, or inside my giant puffy coat’s sleeve. I searched and 

searched to no avail. 

 I gave up and looked down. At first I didn’t see it, but then I 

did. The white little water bottle cap in the white snow. Barely visible. 

It was sitting perfectly on top of a clump of snow, upside down and 

only halfway buried, so that all the areas that would touch the parts 

of the bottle that my mouth would have to touch—all of them—were 

kept pristine and clean. In delight of having found the treasure, I 

quickly and carefully picked it up and safely locked it back up on the 

bottle top. Righty t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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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raculously cushioned and cradled bottle cap had left a 

perfect little circle of an imprint in the snow. Like a footprint, a little 

trace. Bottle cap was here. 

 Did you see that? I almost asked the man also waiting for the 

bus. But he just looked like he was too absorbed in being cold. I de-

cided to keep my discovery to myself and looked down at the bottle-

cap-print. I almost took out my phone to take a picture, but there was 

something so modestly, delicately, and quietly sacred about the tiny 

imprint, I couldn’t dare point a machine at it. 

 After a while, I stepped back to free it from the roof of my um-

brella. For the imprint to see the falling snow as well, and so it could 

breathe. Snow flakes silently began to gather on the little bottle-cap-

print. The hard edges first became round, like a soft little nook. In a 

few minutes, the whole imprint was covered. It disappeared as silent-

ly and quickly as it had appeared. 

 It was a secret little wink from the Universe just for me.  

I go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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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속 비밀의 순간

눈은 너무나도 이뻤다. 눈은 내가 수업에 들어갈 7시 무렵에 오기 시작했다. 2

시간 뒤 수업이 끝나고 나왔을 때, 3월 18일 밤은 아름다운 겨울밤으로 변해 있

었다. 내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개나리꽃이 노랗게 피고 진달래가 분홍으로 빛

나겠지만 여기 뉴욕의 밤은 아름다운 하얀 눈꽃들이 피어나 빛나고 있었다.

 한 줄로 얌전히 주차된 차들은 하얀 눈꽃 담요 아래에 오늘밤 포근히 

재워져 있었다. 그들을 깨울까 봐 걱정이라도 하는 듯 지나가는 차들은 조심조

심 조용히 천천히 굴러갔다. 공사장의 철조망은 눈으로 하얗게 테두리가 쳐져, 

수백 개의 마름모 모양이 서로 연결되어 까만 허공에 신기하게 떠 있었다.

 나는 혼자서 조심스럽게 86 가를 걸어 올라갔다. 한 달을 아팠던 이후

로 처음으로 시내 버스를 타보는 날이었다. 드디어 어지러워지지 않고도 한 블

록을 혼자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천천히, 천천히, 나는 아늑한 우산 밑

에서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제 다시 냄새를 맡고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자, 온 세상이 새삼 과장되

게 살아있고 활기차게 느껴졌다. 모든 작은 소리가 내 주의를 끌었다.

 뽀드득. 뽀드득은 한국어로 눈을 밟는 의성어이다. 이 소리는 눈이 단

단하게 사람의 무게에 밟히는 소리를 세 단계로 표현한 단어이다. ‘뽀’는 발뒤

꿈치가 눈에 닿는 소리, ‘드’는 중간 발, ‘득’은 발 볼이 다음 걸음을 위해 발을 

떼기 전에 눈을 힘으로 밀어 내리는 소리이다. 쌍 비읍은 B보다 세게, 그리고 P

보다 약하게 발음되는데, 어떻게 보면 프랑스인들이 그들의 P를 발음하는 것

에 가깝다. 뽀 소리를 두 번 반복하면 한국어로 ‘뽀뽀’가 된다. 나는 잠깐 멈추

어 내 뒤의 발자국을 바라보고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 내 앞의 하얀 새 눈

을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뽀드득 뽀드득. 내 발은 흰 눈에 뽀뽀를 하며 2번가

로 돌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나는 맨하탄 동쪽 86가와 85가 사이의 2번가에서 M15 버스를 기다렸

다. 그날 영업을 마친 GNC의 영롱한 네온사인 앞이었다. 쇼윈도우는 거대한 

비타민 병과 단백질 영양제 통들로 꽉 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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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왼쪽으로 서 있는 남자는 자신의 근육 영양제에 비타민을 잔뜩 섞어 

먹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 날씨에 비해 너무 옷이 부족한 운동 반바지 

차림으로, 마치 조깅을 나왔다가 눈 때문에 발이 묶여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

로 버스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마법과 같은 스노우볼 안에서 그저 신이 나기만 했

다. 눈송이들은 옆으로 위로 아래로 춤을 추며,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원래 공기의 일부였던 것처럼 어둠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듯했다. 중력이 눈송이들을 당기고 있다는 유일한 힌트는 내 우산 위로 

눈이 떨어져 작게 속삭이듯 노크하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그 광경의 거대함과 

미세함에 취해 서서 내 우산위로 전해지는 암호를 해독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려 생수병을 꺼내 들었다. 며칠 전 탈수로 거의 

기절을 할 뻔한 후로, 나는 마치 사막에 있는 사람처럼 생수병에 매달렸다. 2월 

한 달 내내 나는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들었었다. 별거 아닌 흔한 감기였었는데, 

정말 낫지 않는 고질이었다. 정말 짜증 나게도 회사도 가지 못하고, 수업도 가

지 못하고, 외로이 혼자서 그저 자연의 순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생각에 정신을 팔면서 병뚜껑을 열다가 뚜껑이 그만 손에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싯! 하고 나는 생각했다. 종종 병뚜껑을 떨어뜨려 똑바

로 입이 닿는 데가 바닥에 닿도록 떨어진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면, 떼 

구르르 너무 멀리 굴러가 찾기를 포기하기도 했었다. 아니면 물웅덩이에 

빠지거나 바닥 하수구 구멍으로 빠져서 지하로 삼켜지기도 했었다. 그러면 

생수병을 더 이상 휴대할 수 없게 되어서, 남은 물을 그 자리에서 다 마셔 버리

거나, 남은 전체를 다 버려야 했었다. 이 병은 거의 새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아까운 경우였다. 

 그러다 나는 병뚜껑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렸음을 깨달았다!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혹시 코트 안으로, 아니면 목도리 사이사이에, 아니

면 내 폭이 큰 코트 소매 속으로 떨어졌을까 하여 열심히 찾아 보았지만 완전 

실패였다. 

 나는 포기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무언가가 처음엔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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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다. 하얀 병뚜껑이 하얀 눈 속에 떨어져 있었다. 그

것은 완벽하게 하얀 새 눈 위에 반듯하게 뒤집어져 떨어져 있었는데, 내 입이 

닿을 곳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보존되어 반쯤 눈 속에 묻혀서 있었다.

 나는 이 보물을 찾고는 너무 기뻤다. 조심스레 병뚜껑을 들어 올려 

생수병을 얼른 닫아서 잠갔다. 오른쪽으로 잠그기.

 기적과 같이 눈이 쿠션이 되어 안겨진 병뚜껑은 눈 위에 완벽하게 동그

란 자국을 남겼다. 작은 발자국, 흔적처럼. 여기 병뚜껑이 다녀감.

 나는 옆에 있는 남자에게 물어볼 뻔했지만 그는 그저 추위에 떠느라 너

무 바빠 보였다. 

 나는 내 신기한 발견을 혼자 비밀로 하기로 하고 다시 병뚜껑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거의 전화기를 꺼내어 사진을 찍을 뻔도 했지만, 그 쪼그만 자국

은 뭔가 너무나도 소박하고, 섬세하고, 조용하면서도 신성하게 느껴져 감히 그

곳에 기계를 향하게 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자국이 우산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그 자국이 내리는 눈을 보도록 하고 싶었고, 숨 쉬도록 하고 싶

었기 때문이었다.

 그 병뚜껑 자국에는 서서히 눈송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

카롭던 모서리가 점점 부드러워져 자국이 작아지더니 몇 분 뒤에는 그 자국 전

체가 눈에 덮여버렸다. 그건 나타날 때 만큼이나 고요하게 사라져버렸다.

 나는 마치 우주로부터 비밀의 메시지를 받은 듯했다. 

 내가 돌봐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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