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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뉴미디어 분야의 역사적 사건들과 그에 관한 학자들의 해석을 

정리하여 타임라인과 구조도를 결합한 방식을 중심으로 한 장의 인쇄 

매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각화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역사적 지식의 습득은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단순히 시간 

순으로 기억하려는 것을 넘어 주요 사건들을 총체적인 관계와 흐름 

속에서 파악하려는 행위임에 주목한 것이다. 연구자는 디자이너로서 

이러한 역사적 지식 습득 행위에 좀 더 본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뉴미디어의 탄생 및 발전’은 본 연구 최종 작품의 콘텐츠이자 대상이 

되었던 부분으로 뉴미디어 이론가인 마노비치는 뉴미디어의 발전을 

미디어와 계산 영역으로 나누어 뉴미디어의 계보를 해석하였다. 

연구자는 그의 이론을 시각화하기 위해 타임라인과 함께 계보도, 

구조도, 개념도의 사용에 주목하여 역사 시각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역사 시각화는 4세기의 Eusebius의 표 형식을 시작으로 

중세 시대의 트리 구조 계보도와 원형 다이어그램, 18세기경의 

타임라인,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 은유를 활용한 방식을 거쳐 현대에는 

스크린 미디어의 탄생으로 그 영역이 더욱 넓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뉴미디어 및 역사 시각화의 이론 연구에 따라 최종 작품의 정보그래픽은 

단순하게 뉴미디어 분야의 대표적인 사건들을 시대 순으로 보여주는 

기존의 방식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도와 타임라인 

형식의 결합, 사건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이미지와 설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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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하여 최종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전시장에서 뉴미디어의 역사에 관한 지식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역사 시각화, 정보디자인, 타임라인, 계보도, 구조도, 뉴미디어

학번 : 2011-2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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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동기

본 논문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2가지의 다른 관심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첫 번째 동기는 뉴미디어에 관한 원론적 이론을 배웠던 

언론정보학부 대학원의 수업 수강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미디어 이론이 

디자인과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막연한 상상은 수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왔었다. 예를 들어 볼터&그루신의 

<재매개>를 통해 시각적 재현, 표현에 관한 역사에서 ‘비매개’와 

‘하이퍼매개’라는 두 가지의 흐름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었고, 

마노비치의 <뉴미디어의 언어>나 이재현의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를 공부하면서 현재 디자이너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과 표현 방식들이 탄생한 맥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평소 추측만 하던 혹은 인지하지도 못했던 부분의 

생각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흥미로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축을 

엿보았던 경험은 그 자체로 기쁨이었다. 다만 흔한 다이어그램이나 

표조차 찾기 힘든 텍스트 교재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생생한 미디어 

이론과 사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이해했던 것은 학생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었다. 주변을 보았을 때 뉴미디어 관련한 연구, 이론, 사례 

자체가 다른 학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막연한 

흥미를 가지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풍부하지 않은 자료들이 미약하게나마 학문 탐구의 진입장벽으로 자리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동기는 2012년 1학기의 같은 시기에 디자인과 대학원에서 

진행했던 정보 디자인 관련 수업에서 발생했다. 수업의 주제는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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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상을 선택해서 인쇄 매체와 스크린 매체로 각각 시각화하는 

것이었다. 해당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뉴미디어의 역사와 이론’에 관한 

주제를 선택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학문 

영역인 뉴미디어 관련 역사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정제된 시각 

자료들이 부족했으며 특히 한글로 된 자료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뉴미디어의 역사를 시각화하기 위해 역사 시각화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Catographies of Time』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1) 책을 

읽으며 수천 년에 걸쳐 역사 시각화를 향해 노력하던 선조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고 시각 디자인 전공 학생으로서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역사적 사실들과 그에 관한 해석을 시각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임은 분명했지만 학기가 끝난 이후로도 작업을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이는 석사 논문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일반인들의 역사적 지식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써, 역사적 사실들과 그에 관한 해석을 시각화 하는 작업을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시도해 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1) Daniel Rosenberg and Anthony Grafton, 『Cartographies of Time』,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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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 시대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과 미디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보 문화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들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정보를 필요할 때,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정보의 과잉, 전반적인 정보의 질적 하락, 그리고 

이로 인한 올바른 정보 선택의 어려움, 정보 불안증과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했다. 이는 산업사회 초기에 기계에 의한 제품의 대량 생산으로 

품질에 심각한 회의를 자아냈던 것과 유사하게, 대량 생산되는 정보의 

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스펜서는 기존의 지식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 습득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언급했다.2) 

정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는 특히 복잡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급증하는 21c에 보다 정밀한 역사 시각화 방식을 

연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2) “When a man’s knowledge is not in order, the more of it he has, the 

greater will be his confusion of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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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보의 과잉 및 질적 저하의 시대에 역사적 지식을 학습하는 

행위3)에 보다 도움 되는 역사 시각화 방식을 연구하여 이를 최종 작품 

제작에 반영한다. 

 

둘째, 계보학적으로 살펴본 뉴미디어의 역사를 시각화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뉴미디어 관련한 대략적인 흐름과 역사적 지식들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즉 관람객이 결과물을 통해 ‘뉴미디어에 관한 

대략적 정보–정의, 역사, 특징, 배경이론- 를 보다 손쉽게 이해하여, 

기술의 발전에 가려져 있던 미디어에 관한 시대, 문화적 경험을 보다 

흥미롭고 직관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3) Coffin(2004)은 역사교육은 내용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학습보다도 사건과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학습하는데에 중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Wineburg(1991)는 과거에 대

한 학습으로 현재에 대한 추론을 마련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개념은 시간

에 따른 변화와 연속성, 그리고 인과관계를 중시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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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향 및 범위

본 연구는 뉴미디어의 탄생과 발전에 관한 내용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동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향, 

그리고 논문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에 관해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작품 제작을 위해 필요했던 이론적 배경들을 연구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최종 작품의 

내용이자 대상이 되는 뉴미디어 관련 배경 이론 부분이며, 두 번째는 

작품 제작의 방법적 측면을 위해 연구하였던 역사 시각화 관련 

부분이다.

이에 따라 2.1.장에서는 뉴미디어 배경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뉴미디어의 정의, 마노비치의 이론을 중심으로 본 뉴미디어의 탄생과 

발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결론부에서 작품에 최종 포함될 내용을 

정리하였다.

2.2.장에서는 역사 시각화에 관해 연구하였다. 역사 시각화의 

개념에서는 역사 시각화의 정의, 목적,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 인쇄 매체와 스크린 매체, 복합 매체에서 역사 

시각화의 발전 과정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얻은 내용을 2.2.장의 결론부에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선행 작품과 최종 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분석하여 작업의 

진행과 변화 상황을 통해 연구자의 최종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8

보여주고자 하였다. 

3.1.장에서는 초기 인쇄 매체 기반 작업들에 관해 다루었다. 시간 

축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작업, 시간 축과 영역 축을 사용했던 작업, 

구조도 형식을 최초로 적용해본 작업들이 포함되었다.

3.2.장에서는 스크린 매체 기반 초기 작업들을 소개하였다. 인쇄 

매체와는 구별되는 스크린 매체만의 특성을 이용한 초기 실험 작업들로 

최종 결과물은 인쇄 매체만으로 제작되었지만 3.2.장의 작업들의 특징 

또한 포함되었음은 분명하다. 

3.3.장에서는 인쇄 매체 기반의 후기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앞서의 

작업들을 통해 최종 작품에 적용될 규칙을 정리하였고, 이 규칙에 

의거하여 제작된 4가지의 작품들을 3.4.장에서 분석하였다. 

3.5. 장에서는 이전의 작업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최종 작품을 분석하고 

실제 전시 이미지를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과 본 논문의 향후 발전 가능성 및 

후속 연구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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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 정리

역사 4)

연구 전반적으로 사용된 ‘역사’라는 용어의 의미이다.

1)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2)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연혁

ex) 국어의 역사, 화폐의 역사, 도예의 역사

역사 시각화 

역사 기록, 특정 단체의 홍보, 역사 연구 및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사실에 관한 각종 해석 및 교훈 들을 

종합적으로 시각화 한 작업을 의미한다. 타임라인, 트리구조의 계보도, 

일러스트,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방법을 통해 시각화되며 

시각디자인에서 정보디자인의 영역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에 해당하는 정확한 용어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논문에서는 ‘역사 시각화’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타임라인

타임라인은 일정한 기간의 시간 길이를 선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타임라인은 연대기 기반의 정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 

시각화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4)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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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 개념도

개념도란 논리적인 구조를 그림의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 

사건의 연속성, 인과 관계 등의 구조를 시각화할 때 용이하게 사용된다. 

구조도란 구조를 간단한 선이나 도형으로 나타낸 그림이라는 뜻과 

건축에서 설계도 구조에 관한 부분만 작성한 도면 이라는 뜻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개념도와 구조도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계보도

집안의 혈통이나 역사 혹은 혈연관계나 학풍, 사조 따위가 계승되어 온 

연속성을 시각화한 것

연대기 / 연대표 5)

연대기는 연대순으로 역사적인 사상(事象), 사건을 열거한 기록이며, 

연대표는 연대기의 사건을 연대순으로 배열하여 적은 표이다.

뉴미디어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디지털화된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뉴미디어 이론에 관해 

다루는 내용에서는 ‘미디어’로, 이와 구분하여 전시 매체 이론에 관한 

부분과 전시 결과물을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부분, 작품 제작에 

관한 부분 등에서는 ‘매체’라는 용어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5)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2.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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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뉴미디어 

뉴미디어 이론은 앞서 설명했듯이 연구의 최종 작품에서 ‘시각화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6) 뉴미디어 배경 이론은 뉴미디어 학문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인 레브 마노비치의 『뉴미디어의 언어』, 볼터&그루신의 

『재매개』, 이재현의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등을 참조했으며 특히 

『뉴미디어의 언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최종 작품에서 모든 사건을 동등하게 연표 방식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 사건들에서 주요한 사건과 그것들의 관계, 흐름을 

시각화하고자 했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뉴미디어의 발전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적절하게 해석한 이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장에서는 뉴미디어의 정의, 뉴미디어의 탄생과 발전, 

뉴미디어 관련 이론, 뉴미디어의 객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2.1.1. 뉴미디어의 정의

다음은 현대적인 뉴미디어에 관한 몇 가지 정의이다.

6) 본 논문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흐름과 그에 관한 이론가들의 해석을 ‘시각화하는 방

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뉴미디어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지 않는다. 

뉴미디어의 발전과 탄생에 관한 내용은 기존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품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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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인터넷 

IT 용어 

대사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기능해 

온 여러 가지 미디어가 디지털화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게 된 것7)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

이재현(2004)은 현대적인 뉴미디어는 멀티미디어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멀티미디어란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시되거나 단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조작되도록 단일한 정보 환경 속에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어를 

매끄럽게 통합하여 시각 · 청각 ·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 다중적으로 소구함으로써 독특한 

감각양식의 결합 패턴을 만들어내는 디지털 

미디어이며, 이런 점에서 단일한 미디어 요소로 

구성되는 ‘모노-미디어’는 물론이고   아날로그 

방식의 멀티미디어와도 구분된다.”8)

뉴미디어의 

언어

계산 기술과 미디어 기술 발달의 궤도가 하나로 

합쳐진 것, 존재하는 모든 미디어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숫자화된 자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9) 

표 1 <뉴미디어의 정의> 

이와 같은 정의들을 통해 뉴미디어를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디지털화된 

다양한 종류의 멀티미디어’를 의미한다고 간주하였다. 

7) http://terms.naver.com/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참조
8) 이재현,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서문쪽
9) Manovich, Lev., 『뉴미디어의 언어』, 서정신 옮김, 생각의나무, 2004, 64-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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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뉴미디어의 탄생 및 발전 

마노비치의 책 『뉴미디어의 언어』의 ‘어떻게 미디어는 뉴미디어가 

되었나?’ 라는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뉴미디어란 별도로 진행된 두 개의 역사적 궤도, 즉 계산 기술과 

미디어 기술 발달의 궤도가 하나로 합쳐진 것에 다름 아니다.(중략) 

이후 존재하는 모든 미디어가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숫자화 된 

자료로 디지털화 되었을 때 미디어는 뉴미디어가 되었다.” 10)

그림 1 마노비치의 견해에 의거한 뉴미디어의 탄생 및 발전 개요도

미디어 영역은 제작 혹은 저장의 용도와 관련된 기기나 역사적 사건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영화의 발명, 인쇄 기술의 발전,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탄생, LP나 디스켓을 포함한 각종 저장장치 등이 미디어 

영역에 해당된다. 계산 영역은 각종 계산 용도의 기계의 발전을 

10) 위의 책, 62–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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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영역으로 쉽게 말해 컴퓨터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계산 

영역은 시민의 출생, 행정, 등의 효율적인 기록 관리와 탄도 계산 등의 

군사적 목적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계산영역과 미디어영역이 이후 

뉴미디어로 통합되면서 컴퓨터가 계산을 위한 도구에서 이미지 및 각종 

감각 영역의 재료들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도구로 변모하게 되었다.

마노비치가 말한 미디어와 계산 영역 각각의 시초는 비슷한 시기인 

1830년대에 탄생한 ‘사진 미디어의 원형인 다게레오타입’11)과 ‘계산 

미디어의 원형인 해석기관’12)을 말한다. (그림5)

그림 2 해석기관(좌)과 다게레오타입(우)

이후 두 흐름은 각자의 방향으로 지속되었다. 대중사회가 가능하기 위해 

미디어 기계와 계산 기계는 둘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꾸준한 발전이 이어졌다.13) 이후 1890년대에 1830년 이래로 각각의 

11) 1839년 8월 19일에 미디어에 대한 열광을 불러일으킨 루이 다게르에 의해 발명된 

새로운 복제술은 후에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이라고 널리 알려지게 된다. 

다게레오타입은 초기에는 건축물과 풍경 사진을, 조금 지난 후에는 인물 초상화 사진

의 붐을 일으켰다.
12) 해석기관은 초기 계산용 컴퓨터의 원형으로 현대 디지털 컴퓨터의 핵심 요소 대부

분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데이터와 사용법을 수록하기 위해 천공카드를 필요로 하였

고 ‘밀’을 처리단위로 사용하였다.
13) 동일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를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똑같은 이념적 믿

음을 확신시킬 수 있는 능력(사진, 영화, 인쇄, 라디오, TV)은 시민의 출생 기록, 취

업 기록, 의료 기록, 경찰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컴퓨터)만큼이나 필수적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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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 미디어 영역에서는 스틸 사진이 

동영상화 되면서 ‘영화’가 탄생하였고 현대적 미디어로 진일보하였다. 

1893년, 에디슨은 ‘블랙 마리아’라는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를 

설립하였고 1895년에 뤼미에르 형제는 영화 카메라를 제작했다. 

바야흐로 영화관에 가는 것이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계산 

영역에서는 1890년에 휠러리스가 전기 계수기를 발명하였다. 전기 

계수기는 당시 미국 정부의 인구 조사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였다. 

그림 3 블랙마리아(좌)와 휠러리스의 계수기(우)

‘미디어 영역’과 ‘계산 영역’의 두 궤도는 각자의 발전을 지속하다가 

1936년에 콘라드 추제의 실제로 작동하는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접점을 형성하며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마노비치의 말을 빌리자면 추제의 컴퓨터는 계산 영역이 미디어 영역을 

포함하여 “영화가 컴퓨터의 노예”가 된 동시에 “50년 후에 나타날 

‘수렴’을 예고한다고 표현하였다.14) 계산 영역과 미디어 영역의 만남, 

그것은 본격적인 ‘뉴미디어’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었다. 

14) 마노비치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추제의 컴퓨터가 천공카드 대신에 사용한 것이 버

려진 35밀리 영화 필름이었으며, 필름에 기록되었던 장면의 의미와 감정이 데이터의 

전달이라는 새로운 기능에 의해 지워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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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콘라드 추제의 최초의 계산기 

1936년의 만남은 기존의 미디어와 계산을 위한 컴퓨터 두 가지 모두의 

정체성을 변화시켰다. 50년 후의 컴퓨터는 계산, 통제, 소통만을 위한 

도구에서 새로운 이미지와 음성을 만들고, 조작하고, 저장하는 도구가 

되었다. 컴퓨터는 더 이상 숫자만을 처리하는 단순한 해석기관이 아닌 

미디어를 합성해내고 조작하는 자카드의 직조기15)가 된 것이다.16)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PC가 보편화되면서 본격적인 뉴미디어의 

시대가 열렸다. 계산용 기기에서 감각적인 자료들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컴퓨터는 사무실과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동시에 문화산업의 핵심 

영역들을 부흥시켰다. 

15) 1800년 경 자카드는 천공카드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직조기를 발

명했다. 말하자면 이 직조기는 특수한 종류의 그래픽 컴퓨터였고, 배비지의 해석기관

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에이다 어거스터는 

“자카드의 직조기가 꽃과 잎사귀를 짰다면 해석기관은 대수학적 패턴을 짰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6) 위의 책 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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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캐치패드(좌), 최초의 GUI (우)

이처럼 마노비치는 미디어 영역과 계산영역으로 나누어 뉴미디어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본 논문은 여기에 통신 영역의 역사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인터넷과 각종 모바일기기가 

보편화된 21세기의 뉴미디어에 통신 영역의 발전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노비치의 

이론을 그림1과 같이 시각화하는 동시에 통신 영역의 역사에 관한 

부분이 최종 구조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6 뉴미디어가 부흥시킨 게임산업의 대표작들 중 둠과 

미스트(좌), 디지털 합성 만화 영화 토이스토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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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진화하는 뉴미디어

연구자는 멀티미디어의 역사를 텍스트, 음성·오디오, 그래픽·비디오, 

컴퓨터·저장, 네트워크·통신 영역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이재현(2004)의 

연표를 참조하였다.17) 결론적으로 해당 표와 위의 마노비치 이론의 

내용을 종합하여 미디어, 계산, 통신 영역으로 분류한 구조를 중심으로 

연구의 최종 작품에 들어갈 세부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다. 

17) 이재현,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39-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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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사 시각화 

2.2. 장장에서는 본 논문 최종 작업의 제작 방식과 형식을 위해 

조사하고 연구했던 역사 시각화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역사 

시각화의 개념, 인쇄 매체 역사 시각화의 발전, 디지털 매체와 역사 

시각화, 전시용 역사 시각화, 소결론의 순서로 작성하였다.

2.2.1. 역사 시각화의 개념

역사 시각화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나 학습을 위해 역사적인 사실과 

그에 관한 각종 해석 및 교훈 들을 종합적으로 시각화 한 작업을 

총칭하며, 각종 유물들을 전시하는 역사박물관이나 자연사 박물관, 혹은 

역사 교육 관련 서적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역사 시각화는 주로 

타임라인, 트리구조의 계보도, 개념도, 다이어그램, 일러스트, 심볼, 

텍스트 등의 방식을 통해 시각화되며 디자인 영역에서 넓게 보아 

정보디자인에 속한다. 

과거의 역사 시각화 작업의 목적은 첫째 역사적 사건의 기록, 둘째 특정 

가문, 국가, 종교, 단체 등의 정통성 혹은 우수성 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역사 지식 습득의 효과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제작된 자료들은 훗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당대의 기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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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되며 종종 그 자체로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는 과거에 제작된 많은 역사 시각화 자료들에 당대 

최고의 기술과 함께 최고의 장인, 학자들의 오랜 노력과 시간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8 과거의 역사시각화 작업의 예시

최근에는 박물관 문화가 보편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각 자료를 

제작하는 환경이 용이해져 다양한 분야의 역사 시각화 작업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기본적인 저작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시각화 작업을 만들 수 있다.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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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에서 원하는 분야의 영어 키워드와 함께 history라는 

키워드를 이미지 검색하면 수많은 역사 시각화 작업 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그림12) 과거에는 특정 왕족이나 귀족, 종교인, 지식인 등이 

국가나 가문, 종교, 학문을 위한 역사 시각화를 주로 담당했다면,  

현대에는 과거에 비해 아마추어의 일반인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역사 

시각화를 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다가 최근 대부분의 SNS들은 

개인 블로그의 타임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일반인이 쉽게 자신의 

일대기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변화들로 역사 시각화 

작업은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그림 9 Google에서 ‘media history’ 검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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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쇄 매체 역사 시각화의 발전

역사적 기록을 시각화하려던 노력들은 기록문화의 탄생 시점에서부터 

Eusebius의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표 형식’, 중세에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트리 구조를 차용한 각종 계보도’, ‘도형을 이용한 

다이어그램’, ‘화려하고 섬세한 일러스트의 사용’, ‘18세기경에 

본격적으로 발전한 타임라인 형식’, ‘상호작용이 가능한 타임라인 

인터페이스 형식’ 등을 거쳐 꾸준히 발전하며 인류 지식의 축적과 

문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2.2.3.장에서는 인쇄 매체 역사 시각화의 

발전 내용을 대표적인 사례들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Eusebius의 연대기 : ‘표’형식의 적절한 차용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인 문화권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고유한 체계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과 

페르시아 인들은 왕의 목록을, 그리스인들은 올림피아드에 관해 정리한 

표를, 로마인들은 영사들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표’ 

형식은 4세기경에의 유럽에서 연대기적인 개념을 시각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특히 로마의 기독교 학자였던 

Eusebius가 남긴 정교하고 세련된 표 작업은 효율적으로 역사적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후대 타임라인 형식의 모델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8)(그림10) 

18) Daniel Rosenberg and Anthony Grafton, 『Cartographies of Time』,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0, 26-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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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he Chronicle of Eusebius

Eusebius의 표 형식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가로축과 세로축에 

적절한 정보를 대입하여 좁은 공간에서 독자로 하여금 쉽고 명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표의 세로축에는 시간 

정보를 표시하였으며, 가로축에는 유대교, 이교도, 기독교 의 영역을 

구분하였는데 이로 인해 독자는 세 문화권의 시대별 사건을 평행하는 

지점에서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19) 또한 적색과 검정색의 

2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정보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그 이외의 장식적 

요소나 화려한 일러스트가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역사 시각화에서 

텍스트나 그림 문자, 일러스트에 익숙했던 고대의 독자들에게 그의 

새롭고 명확한 테이블 형식은 혁신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Eusebius의 연대기는 세 국가의 역사적 사건들과 고유한 

기록들을 명확하게 결합시킨 형식으로 연대기 작업에 있어서 새로운 

19) 위의 책 26-27쪽 요약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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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만들어냈다. 그의 연대기는 열과 기둥, 2도의 색상 사용이라는 

간단한 장치만을 통해 복잡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이후 

18세기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타임라인 형식의 시발점이 되었다. 

(2) 섬세하게 그려진 계보도와 다이어그램의 발전

그림 11 Poiter’s Old Testamnet(좌)와 Princeton의 계보도(우)

Eusebius의 표 형식 이후 역사 기록 정보 시각화에 있어 주목할 만한 

형식들은 중세 필사본 작업들이었다. 12세기 후반에 Poitier는 선명하게 

채색된 구약 성서의 내용을 학생 교육용으로 제작했다. 그는 히브리인 

족장과 왕들의 동시대성과 계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선과 원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Poiter의 작업과 유사하게 Princeton은 Alf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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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으로부터 Henry 3세에 이르기까지 왕의 계보를 시각화했는데, 

여기에는 23개의 원형과 원의 형태 안에 그려진 초상화가 텍스트와 

함께 배열되었다.20) 

13세기에 앞의 두 작업으로부터 디자인 요소들을 차용한 Rolevinck과 

Schedel의 작업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그림12) Rolevinck은 그의 

연대기에서 ‘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표 형식으로 사용하여 사건의 

흐름을 텍스트와는 구분되도록 보다 명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시각화 

하였다. 반면 Schedel은 “트리”를 중심적인 시각적 메타포로 사용한 

구조와 정교한 일러스트를 중심으로 계보를 시각화하였다. Schedel의 

작업은 트리 은유와 계보도의 속성,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에 기반한 

트리 구조도와 등장인물들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의 분위기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다. Rolevinck의 연대기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면, 

Schedel의 계보도는 복잡한 형태들에 트리 구조도 형식을 이용해 

질서를 부여했다고 판단된다. 

20) 위의 책, 31-35쪽 요약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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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Rolenvinck의 원형 사용과 Schedel의 트리 메타포

13세기 왕가와 귀족 가문들 사이에서는 가문의 순혈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세 필사본의 종교적인 작업들과 유사하게 트리 형식을 

차용한 계보도를 만드는 작업이 유행했다. 트리 구조의 계보도에는 

혈통의 관계를 가지가 뻗어나간 형태로, 등장하는 가문의 일원은 

가지에서 자라난 열매 형태로 비유하는 경향이 흔했다. 트리 구조를 

차용한 계보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Dürer가 1516년에 제작한 

Maximilian왕가의 계보도이다.(그림13) 선명하게 인쇄된 화려한 그래픽 

요소들과 작품 규모의 거대함은 가문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 왕가의 권위를 표출하였다.21)

21) 위의 책, 42-47쪽 요약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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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aximilian 왕가의 계보도

비슷한 시기의 작업들을 살펴보면, 계보도와 역사 시각화 작업에서 트리 

형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이외의 형태들 또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585년경에 만들어진 익명의 

작업은 4개 왕정 국가의 당시 상황을 ‘갑옷’ 비유를 통해 

시각화하였다.(그림14) 각각의 국가 정보는 갑옷의 적절한 부분에 

연결되었고 이러한 독특한 비유로 인해 관련 정보는 당대의 학생들에게 

보다 선명하게 기억되었다. 또한 갑옷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정보의 

속성에 부합하는 손, 사물, 건축물, 동물 등의 다양한 시각적 은유를 

사용한 작품들이 다수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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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n Anatomy of Daniel’s Statue

(3) 본격적인 타임라인의 등장

이후 17-18세기에 걸쳐 인쇄기술의 발전과 함께 역사 시각화 영역에서 

선구자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1718년에 출간된 

Hangelgans의 지도는 Eusebius의 고전적 표 방식과 섬세하게 묘사된 

풍부한 이미지들을 결합한 작업이다.(그림15) Hangelgans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지형지도, 각종 텍스트 

등의 시각적 요소들의 결합이 가시성을 높여준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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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Hangelgans의 작업

타임라인 방식의 기원은 16세기의 Gerardus Mercator나 Ubbo 

Emmius의 작업으로 타임라인 방식을 중심으로 정보를 배열하여 

시각적인 간결함을 엿볼 수 있는 작업들이다.23)(그림16) 그렇지만 두 

작업 모두 타임라인을 통한 명확한 가독성 측면에서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완성된 타임라인이기 보다는 타임라인 형식의 탄생을 위한 

과도기적 작업이었다. 두 작업에서 타임라인은 규칙적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타임라인 옆에 들어가는 정보가 타임라인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거나 2개의 타임라인을 혼용하는 등 독자에게 

혼란을 유발하여 가독성이 떨어졌다. 

22) 위의 책, 107쪽 참조
23) 위의 책, 64, 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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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Emmius의 timeline과 Mercator의 timeline

쉽고 명확하게 시대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완성된 타임라인 방식’은 

Barbeu-Dubourg의 작업에서 부터였다.(그림17) Dubourg는 통일된 

그래픽 규격, 즉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진 시간축 위에 데이터가 

들어간 방식’을 사용하였다.24) 독자는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나눠진 

간격과 명확한 구분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특정 시대의 사건을 찾아내고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7 Barbeu-Dubourg의 timeline

24) 위의 책, 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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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estley는 Dubourg 가 완성한 타임라인 방식을 이용해 완성도 높은 

작업을 만들었다. Daniel Rosenberg와 Anthony Grafton 에 따르면 

Priestley의 작업은 경제적이며 또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그래픽 

디자인의 규칙을 준수하였다.(그림18) 그의 두 작업 A Chart of 

Biography(1765)와 New Chart of History(1769)는 작품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등간격의 타임라인이 배열되어 있다. 타임라인에는 100년 

단위의 숫자가 적혀 있으며, 사이의 10년 간격은 점으로 표시하였다. 

상단부와 하단부에 동시에 시간축이 평행하여 나열되기 때문에 감상객 

입장에서는 쉽게 사건의 시기를 가상의 수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광범위한 정보가 표기된 작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또한 Priestley의 의도에 따라 타임라인의 

배열에 있어서, 두 작업의 시간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자는 두 가지 

내용을 쉽게 오고가며 학습할 수 있다.25)

A Chart of Biography의 가로축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면, 

세로축은 역사, 법학, 물리학, 수학 등의 각 학문의 분야로 구분된다. 

독자는 각 학문 분야별로 존재했던 위대한 위인들의 존재를 해당 시대, 

분야에 적혀 있는 이름과 이름 밑의 검정색 수평선의 길이로 확인할 수 

있다. New Chart of History는 보편적인 역사적 내용, 즉 시공간별 

국가의 흥망성쇠를 시각화한 작업으로 세로축은 국가, 대륙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각 시대별 대륙별로 존재했던 나라, 종족,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작업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특정 시대나 국가를 세계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조망해볼 수 있다. 

25) 위의 책, 116-1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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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A Chart of Biography(상) / A New Chart of History(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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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이후 타임라인은 역사 기록, 시간 관련 정보를 시각화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형식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인쇄기술 또한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정보 시각화와 역사 시각화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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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흐름 정보 시각화의 다양한 방식

‘이미지, 심볼, 텍스트, 선, 표, 계보도, 다이어그램, 타임라인’ 등 

인쇄매체에서 쓰일 수 있는 역사 시각화를 위한 대부분의 필수적인 

재료들은 등장했다. 18세기 이후의 작업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적 

측면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갖가지 재료들을 시각적으로 

새롭게 실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림 19 Catholic Ladder

1840년에 “시각적인 기독교 교리서(visual catechism)”로 불렸던 

Catholic Ladder는 가톨릭 성직자인 Franḉois Norbert Blanchet이 

당시 교육용 목적으로 제작한 작업이었다.(그림19) 연대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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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지만 개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살려낸 심볼들과 막대기 모양으로 

표현한 독특한 타임라인을 이용해 가톨릭의 역사와 스토리를 흥미롭게 

시각화하였다. 세로 중심축의 점들과 막대기 형상은 각각 년도, 세기를 

의미하며 세로 방향의 막대기들은 주요 인물이나 사건을 상징한다.26) 

그림 20 A Chronological Chart of the Visions 

of Daniel and John

1842년에 Daniel과 John에 의해 제작된 A Chronological Chart of 

the Vision은 타임라인, 종말론에 관련된 심벌 이미지와 수치, 내용 

설명들이 작업에 포함되었다.27)(그림20) 정확하게 타임라인에 의한 

26) 위의 책, 155쪽 참조
27) 위의 책, 1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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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및 정보 구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제작자는 강조하고자 하는 

사건 혹은 요소의 중요도에 따라 시각적으로 우선순위를 자연스럽게 

부여했다. 규칙적인 나열에 의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주관적인 

호소력이 다소 강조된 작업으로 보인다. 

그림 21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 시각화 다이어그램

그림 21은 1869년에 프랑스 공학자인 Charles Joseph Minard가 

고안해낸 작업이다. 정보디자인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인 이 

작업은 나폴레옹 몰락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모스크바 원정의 실패에 

관한 여러 가지 요인과 진격, 후퇴시의 군사 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계 지어 시각화했다. 작품의 좌측은 출발지인 프랑스 

우측은 도착지인 모스크바이며, 진격 시의 군사는 베이지 색의 그래프로 

후퇴 시는 검은색의 그래프로 표현하였으며, 인원수의 변화를 선의 

굵기를 통해 표현하였다.28) 타임라인을 사용한 작업은 아니지만 군사 

인원수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작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시간적 배경이나 흐름 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다이어그램은 Priestly의 

28) Edward R, Tuhte, 『The Visual Display of Quantitative Information』, Graphics 

Press, 1983, 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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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처럼 다량의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각적 변화 시간과 

지형, 역사적 사건, 군사 인원수 변화등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하나의 

다이어그램 안에서 정교하게 관계 지어 정보들 간의 관계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 C.Adams’ Chart

1870년경에 제작된 C.Adams의 지도는 텍스트, 일러스트, 심벌, 

다이어그램, 타임라인, 계보도와 구조도 등 이전 선조들이 사용했던 

역사 시각화의 모든 재료들을 화려하게 통합한 역사 시각화의 백과사전 

같은 작업으로 주로 역사 교과서나 역사 학습용 서적에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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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시각화 작업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그림22) Adams의 작업은 

한 장의 인쇄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세심하게 

배치하였으며, 전시용으로도 사용됨과 동시에 아코디언 북 형식으로도 

제작되어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있다.

그림 23 Histo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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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에 제작된 Histomap은 C.Adams의 지도와는 다르게 화려한 

기교와 다양한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효율적으로 세계사의 핵심 

정보를 시각화했다.(그림23) 텍스트 위주의 표 형식에 색상, 테두리 

선에 의한 영역 정보의 표현과 같이 약간의 시각적 장치만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한 것이다. 세로로 배열된 양측의 명확한 타임라인, 색상 구분, 

정확한 스케일은 Priestley가 사용했던 장치들을 보다 단순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4 Cubism and Abstract(좌)와 George Maciunas의 chart(우)

그림 24에 소개된 두 작업은 1936년에 제작된 Cubism and Abstract 

Art와 1966년에 플럭서스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의도로 George 

Maciunas가 제작한 작업으로 특정 예술 사조의 흐름을 시각화한 

작업들이다. 두 작업 모두 일반적인 역사 시각화 작업의 특징을 넘어서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조도와 계보도 형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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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각화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 시각화 작업은 정보 디자인의 

성격을 지니고 이는 일반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위의 두 작업은 우수한 

정보 전달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평면 그래픽 이미지 자체로 독특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분위기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시각화되었다. 

이는 정보를 시각화하는 데에 있어서 내용과 재료를 다루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2.2.3. 디지털 매체와 역사 시각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디지털 매체의 발달은 역사, 시간 

기록 정보 시각화 영역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하였다. 사용자 

입장에서 인쇄매체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스크린 매체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스크린 매체 

기반의 작업에서 인쇄 매체처럼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순서대로 

찾아볼 수 있으며 자료에는 영상이나 기타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식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반응이나 제작자의 필요에 따라 작업의 

업데이트가 비교적 용이하다. 

디지털 매체에 기반을 둔 역사 시각화 작업에서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장치는 ‘타임라인 인터페이스’이다. 타임라인은 인쇄 매체에서 18세기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이후 시간 관련 정보 디자인 작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매체에서도 ‘시간’을 상징하는 

기준 축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2000년에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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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홈페이지의 타임라인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커서를 드래그 하여 원하는 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그림25) 이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용 타임라인 

인터페이스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해당 타임라인 인터페이스는 

‘스크린 내에서 시대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에 더해 시간에 비례하는 

등간격의 비율을 유지하지만 스크린 내에서의 전체 길이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시대, 시간의 양에 맞추어 변화하는 모습 또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중세 시대 전반에서 예술 사조의 흐름을 조망할 

수도 있지만, 타임라인에서 원하는 시기를 드래그 하거나 클릭하여 

1527년 같은 특정 년도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에서 타임라인 인터페이스는 인쇄 

매체에서의 타임라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지도, 이미지, 텍스트, 

다이어그램과 함께 결합되어 사용된다. 타임라인에서 스크롤을 드래그 

하여 시기를 이동함에 따라 지도에 보이는 대표 이미지들이 변화하는 

식이다. 특히 타임라인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되는 지도 역시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사용자는 스크린 내에서 전 세계, 전 시대 전체를 

조망하거나 특정 시대 특정 지역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5 Metropolitan Museum of Art 홈페이지의 타임라인 인터페이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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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인쇄 매체는 디지털 매체에 비해 상호작용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표시되어야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표시하는 역사 기록 정보 시각화 작업에서는 정보의 양에 

비례해서 작품의 크기가 커지거나, 페이지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보았던 Priestley나 C.Adams의 작업은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높은 밀도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정보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크기 또한 그에 비례하여 방대한 

사이즈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인쇄매체는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고 정보의 양에 비례하여 실물의 

크기와 부피가 늘어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매체에 비해 

‘세밀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스크린 

매체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세밀하고 밀도 높은 정보를 표현할 때 

인쇄 매체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스크린 

매체에 기반을 둔 역사 시각화 관련 작업들을 살펴보았다.

(1) 스크린 매체에서의 역사 시각화 사례 : 뉴욕타임즈의 Multimedia 

& Interactive Features를 중심으로

그림 26와 27은 2000-2008년 사이에 뉴욕타임즈에서 진행했던 각종 

인터랙티브 관련 작업들(Multimedia & Interactive Features)중 예시 

이미지이다.29) 쉽고 직관적인 타임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특정 주제에 관한 기록이나 사건들을 시대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29) http://www.mediabistro.com/10000words/10-inspirational-new-york-times_b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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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Inaugural Words – 1789 to the Present

그림 26의 작업은 정보를 찾고 싶은 시기에 타임라인 커서를 가져가면 

해당 년도의 대통령의 사진, 기본정보와 함께 당시 기사에서 높은 

빈도로 쓰였던 키워드들이 제공된다. 이 때 키워드들이 사용되었던 

빈도가 폰트 크기에 비례하여 반영되며,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부터 

차례대로 나열된다. 여기에서 관심 있는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단어와 

관련된 내용 중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글부터 순서대로 나열되며 

상세한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타임라인에는 숫자로 시대를 

표시한 것과 더불어 축소된 크기의 대통령의 얼굴 일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스크린 매체 타임라인 인터페이스를 

발전시켰다고 생각된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이미지 요소와 타임라인 

인터페이스의 결합이 타임라인의 본질적인 기능에 더불어 작업의 주제를 

암시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적절한 장식적 기능으로 시각적인 흥미 

요소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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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The Ebb and Flow of Movies

그림 27은 시기별 영화와 그것의 흥행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인 타임라인 인터페이스와 흥행 정도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다이어그램이 함께 사용되었다. 다이어그램은 특정 영화의 

흥행 정도를 산봉우리 형태의 부피와 색상 정보로 표현하였으며, 전체 

화면을 보았을 때는 흥행작이 많았던 시기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단의 스크롤을 통해 원하는 시기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다이어그램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영화에 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9의 작업과 달리 타임라인 인터페이스 자체에 

상호작용적인 인터랙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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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박물관과 전시장에서의 역사 시각화

박물관이나 전시장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상당수가 매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적인 인쇄 매체 패널, 

영상, 상호작용이 가능한 스크린 매체, 실물, 모형 등이 전시 연출에 

사용되었다. 

(1) 자연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박물관의 역사 시각화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NY)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연대기나 개체들의 인과 관계, 계보와 분류, 특징과 원리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통합적으로 시각화한 곳이다. 자연사 박물과 내 

Rose Center에 있는 Harret and Robert Heilbrunn Cosmic 

Pathway는 빅뱅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역사를 물리적인 공간감과 모형을 

중심으로 시각화하였다. 관람객은 Heilbrunn Cosmic Pathway의 

복도를 따라 올라가며 우주의 탄생과 발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공간의 구조와 규모, 정확한 스케일의 배분은 관람객에게 

직관적이고 독특하게 우주의 역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준다. 

그림 28 Harret and Robert Heilbrunn Cosmic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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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Hall of Biodiversity

Hall of Biodiversity 전시는 각종 모형, 영상, 상호작용이 가능한 

스크린 매체, 타임라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전시 공간이다. 공간의 

스케일, 다양한 요소들과 복합적인 매체의 사용은 관람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를 통해 텍스트 혹은 평면 매체로만 

습득해왔던 지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물 

모형들은 홀의 전체를 어우르는 타임라인 위에 배열되어 있는데, 하나의 

세포로부터 거대한 동물 성체로 진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또한 홀의 

이름과 이를 충실히 실현시키고자 한 다양한 생물체의 화려한 구성은 

관람객에게 생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한다. 실물 모형과 함께 전시된 각종 패널 

및 영상 매체들에서는 동식물 개체들의 세부적인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자연사 박물관의 예시는 복합적인 매체의 사용뿐만 아니라, 복합 매체를 

전시의 세부 주제 영역에 부합하도록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교육용 목적의 역사 시각화 작업을 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와 

세부 내용의 관계, 그리고 세부 내용끼리의 관계에서 적절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한 장의 인쇄 매체에서나 거대한 전시공간에서나 중요한 

논의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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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t+Com의 역사 시각화 전시 작업

Art+Com은 상호작용적인 디지털 매체와 피지컬 컴퓨팅에 기반을 둔 

전시 및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독일의 디자인 회사이다. 

Art+Com의 작업은 최신 기술, 정확한 정보 전달, 전시의 아름다움 및 

흥미 유발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 본 논문의 주제와 연관되는 역사 시각화 관련 작업들을 서술해 

보았다. 

그림 30 Documenta Mobil

첫 번째 작업은 Documenta Mobil이라는 작업으로 Documenta가 

50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여 Art+Com에서 기획한 전시이다. 

(그림30) 개회 이래로 Documenta에서 개최했던 열한 개 전시들의 

아카이빙 자료를 과거의 해당 장소들에서 전시하기 위해 Documenta 

Mobil이라 이름붙인 트럭 안에 전시장이 만들어졌다. 트럭의 벽면에는 

11개 전시의 실물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관객은 포스터 밑에 

테이블로 형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 전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빙 자료는 크게 전시 컨셉, 예술에서의 

지위, 시대의 정신, 통계와 관객의 반응의 5가지 주제로 분류되어 

방문객은 과거 전시들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부터 당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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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30) 

그림 31 The New Austria

두 번째는 The New Austria라는 명칭의 20세기 오스트리아 역사를 

시각화하여 전시한 작업이다.31)(그림31) 전시의 주요 아이덴티티 

이미지는 전시장 전체를 가로지르며 이어지는 오스트리아 국기 디자인의 

원형 띠였는데, 각 전시실에서는 그 띠의 형상과 관련 지어 당시 

오스트리아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띠는 그 자체로 

타임라인이나 그래프, 스크린화면 등으로 다용도로 쓰이며 전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전시의 시각적 아이덴티티의 표현, 

정보의 전달 모두에 있어 기억될 수 있는 작업이다. 

30) Joachim Sauter·Susanne Jaschko·Jussi Angesleva, 『ART+COM–Media Spaces 

and Installations』, Berlin : Gestalten, 2011, 89쪽 참조
31) 위의 책, 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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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60 JAHRE 60 WERKE

60 JAHRE 60 WERKE(2009)는 앞의 두 작업들에 비해서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역사적 정보를 전달한 작업으로, 독일 연방 공화국의 에술 

사조를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해석한 키워드 중심으로 전시 

내용을 구성하였다.(그림32) 큐레이터는 요셉 보이스의 작업을 포함하여 

1949년 이래로 미술 영역 각 분야에서 매해 가장 뛰어난 작업을 

선정하였는데, 미디어 테이블이나 벽면에 설치된 영상들을 통해 관객은 

당시 독일 연방 공화국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예술 작품에 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32)

32) 위의 책, 1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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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결론

역사 기록 정보 시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각적 요소는 ‘선’이다. 

역사 시각화 작업등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작업에서 선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은 시간과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에 

있어서 강력한 표현수단으로 꾸준히 등장해왔다. 앞서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선’은 주로 ‘타임라인으로서의 선’과 ‘관계, 혹은 계보를 

표현하는 선’으로서 사용되었다. 이는 선이 모여서 생긴 타임라인과 

계보도의 형태가 역사, 시간 관련 정보를 표현하는 작업에서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구조임을 암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교육적 역사 시각화의 제작에 있어서 특정 주제의 

사건들을 단순히 타임라인 연대기로 시각화하는 형식보다는, 전체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들의 관계를 타임라인과 구조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 전제하게 

되었다. 또한 선과 함께 일러스트레이션, 심볼을 포함한 각종 이미지들 

역시 독자 혹은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Catholic ladder, A Chronological 

Chart of the Vision, C.Adams등의 작업에서처럼 적절하게 사용된 

이미지는 작업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세부적인 정보의 

전달력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역사 시각화 작업, 그리고 

박물관과 전시장 사례 부분에서는 디지털 매체가 넓히고 있는 표현 

영역의 경향과 전시 상황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매체의 사용이 보다 

사용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줌을 알 수 있었다. 



3. 작품 연구

 

 





55

3.1. 선행 작품 연구

선행 작품 연구에서는 최종 작품 이전의 작업들을 소개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통해 최종 작품이 제작되기까지의 과정과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3.1.1. 인쇄 매체 기반 1차 시각화 작업 

(1) 1-1작업 : 기본 연대기

1-1은 2장에서 조사했던 뉴미디어 관련 이론을 토대로 진행한 가장 

기본적인 연대기 시각화 작업이다.(그림33) 뉴미디어의 주요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타임라인 위에 배열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정한 

계보도나 구조도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색상 또한 모노톤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역을 구분 짓는 최소한의 선과 공간의 배열만을 

사용하였다. 내용 측면에서는 10년 단위의 시간을 표시한 x축에 따라 

뉴미디어 관련한 주요 사건들과 함께, 타임라인 하단 부위에 시대별 

주요 설명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작업에서 감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1830-1990년대까지 시기별 주요 사건들의 목록, 시대별 사건 

발생 정도, 시대별 주요 설명을 통한 대략적인 사건 변화의 흐름에 관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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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작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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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작업 : 마노비치의 이론에 근거한 첫 번째 시각화(그림34)

1차의 두 번째로 작업에서는 10년 단위의 년도를 표시한 타임라인에 

미디어 영역, 통신 영역, 계산 영역 세 가지로 구분된 세로축 정보를 

추가하였다. 2장의 뉴미디어 이론에서 연구했던 바대로 뉴미디어의 

역사가 미디어, 계산, 통신 영역의 발전과 통합이라는 해석을 적용시켜 

시각화하고자 한 것이다. 작업의 세부적인 시각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우선 감상자의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전체 제목과 영역 

제목의 폰트 색상과 크기를 지정하였다. 또한 뉴미디어 역사에 있어서 

중요했던 시기들을 나타내기 위해 타임라인바(bar)의 명도를 짙게 하여 

표시하였으며, 정해진 영역의 규칙과 중요도에 의거해 세부 텍스트들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감상자는 뉴미디어의 발전 흐름이 미디어, 계산, 통신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발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영역별로 

1830년에서 1990년대까지 주요 사건들의 목록, 시대별 사건 발생 정도, 

시대별 주요 설명을 통한 대략적인 사건 변화의 흐름에 관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명료한 결과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을 분석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문제점은 

뉴미디어 발전의 내용에 해당하는 계보의 구조를 정확하게 시각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장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계산 영역과 미디어 

영역이 합쳐지면서 뉴미디어가 탄생했고 이후 통신영역의 발전 및 

통합이 더해진다는 내용이 중심인데 본 작업에서는 각각의 영역이 

합쳐지면서 뉴미디어가 탄생한다는 내용이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의 

위계를 인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작업에서 제목과 타임라인이 

작품 상단부에 위치하였고, 이후 순서대로 미디어 영역, 통신 영역, 계산 

영역을 위치시켰다. 타임라인이 본 작업에서 시각적으로 중요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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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기 때문에, 감상자가 타임라인에 근접한 순서대로 영역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미디어 영역이 뉴미디어의 발전에 있어서 계산이나 

통신 영역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음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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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작업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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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작업 : 구조도의 본격적인 도입

1-2의 작업에서 계보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조적 형태가 시각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3의 작업에서는 구조도 형태를 

직접적으로 대입해보았다.(그림35) 1-3은 구조도 형태를 대입하여 

실험해보는 첫 번째 작업이니만큼 이에 집중하고자 세로축의 영역 

구분을 통신 영역을 제외한 미디어와 계산 두 가지로 축소하였다. 

따라서 구조도의 형태는 1830년대에 각각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만나서 최종적으로 197,80년대에 합쳐지며 뉴미디어가 

탄생한다는 마노비치의 이론에 근거한 기본적인 골격을 직선과 직각의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모양으로 시각화하였다. 의도치 않은 위계가 보일 

수 있다는 두 번째 문제점은 작업의 상단부와 하단부 양측에 동등한 

타임라인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2장에서 

조사했던 Priestley 작업의 타임라인이 상하 양측으로 배열된 점을 

참조한 것이다.

구조도의 형태, 타임라인의 양측 배치와 더불어 영역별 속성에 따라 

‘색상’정보를 부여하였다. 미디어 영역은 다홍색으로 계산 영역은 

하늘색으로 지정하였으며, 후에 뉴미디어 영역으로 가까워질수록 두 

가지 색상울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구조도 형태 사용에 이어 

미디어와 계산 영역의 뉴미디어 객체들이 상대의 영역에 침범하면서 

점차적으로 속성이 혼합되어 뉴미디어가 탄생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2차 장치를 의도한 것이었다. 

또한 1-2차 작업까지는 주요 사건들을 텍스트로만 표시했었지만, 1-3차 

작업에서는 텍스트에 더해 ‘사진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표시하여 

감상자에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타임라인 바를 

삭제하고 시기별 중요도를 명도 정보로 표시했던 것이나 시기별 설명도 

구조도 형태를 중점적으로 실험하고자 했던 3차 작업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오로지 구조도 형식에 집중하여 실험했던 작업으로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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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이 다소 생략되었고 정보 디자인의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구조도와 타임라인 형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림 35 작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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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스크린 매체 기반 시각화 작업

 

(1) 2-1작업 : 인쇄에서 스크린으로

앞서 진행했던 인쇄 매체 작업들과 함께 스크린 매체를 염두한 작업을 

진행해 보았다. 그림36은 앞서의 1-2차 작업을 토대로 터치스크린 

기반의 뉴미디어 역사 시각화 작업 스케치를 진행해본 것이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스크린을 크게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누었다. 

상단부에는 다게레오 타입, 축음기, 시네마토그라피, 계수기 등 뉴미디어 

발전사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들을 나열하였으며 

시기별 주요 설명을 집어넣었다. 상단부를 이와 같이 디자인한 목적은 

감상자의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해당 작업의 대략적인 성격과 분야, 

시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하단부에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하였다. 중앙에는 타임라인이 지나가며 타임라인 

상단부에는 미디어 영역에 관한 사건이, 하단부에는 계산 영역에 관한 

사건의 사진 썸네일 이미지가 배열되었다. 

또한 인쇄매체와는 구별되는 터치스크린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상하 좌우 손짓을 이용한 쉽고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는 화면을 좌우로 넘겨볼 수 있으며 이 때 

가로축 중앙에 위치한 시기는 사건들에 관한 세부 정보가 팝업 창으로  

그림 36과 같이 나타나며, 팝업창을 위 아래로 넘기며 해당 시기 

사건들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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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작업2-1 

그림 37은 2-1을 응용한 작업으로 사용자가 한 화면에서 여러 

이론가들의 분류 방식을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을 실험해 본 

것으로, 주요 뉴미디어 객체의 사진 이미지를 그것의 속성에 부합하는 

색상의 바로 대치한 것이 이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정 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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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혼합된 양상은 마노비치와 윌리엄 미첼의 미디어의 속성에 관한 

해석을 반영하였다.

그림 37 작업 2-1의 응용

미첼(1955)은 미디어와 인간의 육체 및 감각기관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미디어가 각각 어떤 육체 및 감각기관의 확장이 되는지 

예시하였는데, 컴퓨터 네트워크는 신경계에, 텔레비전은 눈에, 전화는 

귀에 대응시켰다.33) 이에 따라 시각적 속성은 노란색으로, 촉각적 

속성은 주황색으로, 계산(뇌)은 파란색으로, 통신(신경계)은 회색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뉴미디어 객체들이 멀티미디어화 될수록 사건의 

속성을 나타내는 bar의 그라데이션 색감이 풍부해졌다. 예를 들어 초기 

해석기관은 파란색이지만 이후 1980년대에 출시된 애플 컴퓨터를 

나타내는 색상 bar는 화려한 그라데이션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각각의 

33) 이재현,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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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객체의 감각적 속성과 함께 주요 객체들이 멀티미디어화 되어 

뉴미디어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는 이로 하여금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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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상호작용적 스크린 매체와 구조도의 결합

앞서 진행했던 인쇄 매체, 스크린 매체 기반 작업 모두를 토대로 또 

다른 스크린 매체 기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38은 스크린 매체에서 

구조도 형식의 가능성을 실험해본 작업이었다. 

구조도의 형태는 2장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시각화하고자 했다. 구조도의 형태를 결정했던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가로축에 미디어, 계산, 통신 세 영역의 계보를 지정하였다. 각각의 

영역에서 출발한 계보들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합쳐지게 되는데 

가까워지고 합쳐지는 정도를 반영하여 선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세로축에는 10년 단위의 시간이 표시된 타임라인이 자리하며 

타임라인과 영역별 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해당 시기에 발생한 사건과 

객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의 크기에는 사건의 

중요도를, 원의 개수는 해당 시기 발생한 주요 객체 혹은 사건의 개수를 

대입하였다. 

초기 화면은 영역별 제목과 타임라인, 구조도의 선, 그리고 구조도 위의 

원형들을 표시하였다. 이때 사용자가 특정 시기나 영역의 원을 터치하면 

그림 38과 같이 사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60년의 계산 영역의 원을 터치하면 화면 우측에 스케치패드에 

해당하는 내용의 세부 정보를 담은 창이 나오며, 해당 년도의 다른 

사건을 스크린을 터치하며 넘겨볼 수 있다. 세부 정보에는 사건의 대표 

이미지와 설명, 동영상등이 포함되었다. 

그림 40는 세부 정보의 시각화 스타일에 관한 스케치이다. 해당 

이미지는 마노비치가 언급했던 뉴미디어의 특성 중 하나인 ‘수적재현’에 

관한 정보를 시각화한 것으로 텍스트로만 설명되어있던 뉴미디어의 

특성을 이미지와 다이어그램을 통해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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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작업 2-2의 화면 변화

그림 38 작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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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작업 2-2 : 뉴미디어의 특징(수적재현)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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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작업 규칙 설정

역사 시각화에 관한 선행 사례들을 연구하고 앞서의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최종 작품의 규칙을 대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후 진행했던 작업에 적용되었던 규칙의 내용이다.

1) 타임라인의 사용

1830년에서 2000년의 대략 20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 형식은 필수라고 판단하였다. 표시 단위는 10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200년의 기간을 설명하는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구조도, 개념도, 계보도

특정 분야의 역사를 시각화하는 데에 있어서 구조도나 계보도가 사건의 

관계와 흐름을 설명하는 것에 적합한 시각적 장치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종 작품을 위해 역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형식이었다. 

3) 사건 혹은 객체를 대표하는 이미지의 사용

사건을 텍스트로만 표시, 설명하는 것 보다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감상자의 이해력과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이미지의 종류로는 

일러스트나 심볼보다는 사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기기와 발명의 역사를 주로 다루는 본 연구에 실제 뉴미디어 객체의 

사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식의 습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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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의 주제와 주인공 그리고 중요 사건(객체) 표시

인간이 해석한 역사에는 주관성과 취사선택이 포함되기 마련이며, 본 

연구의 작품 또한 단순한 연대기적 역사의 시각화가 아닌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을 드러내려는 시각화 작업임에 주목하였다. 즉, 

작품에 포함되는 모든 사건이나 객체는 뉴미디어의 탄생과 발전사에 

있어서 동등한 중요도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객체간에 시각적 

우열이 표현되어야 했다. 따라서 ‘뉴미디어의 탄생과 발전’의 내용을 

시각화할 때 중요한 순간은 뉴미디어가 본격적으로 탄생한 순간이나 

그것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건들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이를 

시각적인 요소 – 형태, 크기, 색 - 로 반영하였다.

5) 설명 및 색인 

정보디자인적 관점에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기본적인 색인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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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인쇄 매체 기반 2차 시각화 작업 

(1) 3-1과 3-2 작업

그림 41은 앞서 설명했던 규칙들을 바탕으로 진행했던 첫 번째 

작업이다. 위의 규칙들과 관계 없는 장식적인 요소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구조도의 형태나 색의 사용을 이용한 표현이 정보의 양이나 

성격에 비해 빈약해 보였다. 3-1 작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다소 변형한 3-2의 작업에서는 구조도의 선을 사진 이미지와 분리시켜 

구조도의 선이 3-1에 비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하였으며, 영역별 색상을 

지정하여 영역의 구분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또한 1-2차 작업에서처럼 

타임라인 bar의 명도를 통해 중요한 시기를 표시하였다.(그림 42)

3-1,2와 앞의 인쇄 매체 1차 작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칙 4를 

적용한 점이었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객체)의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강조되었으며, 뉴미디어 탄생 시점(1970년 이후)에서의 이미지들은 

열과 행을 다소 무시하며 1970년대 이전에 비해 자유롭게 배치되어 

작업의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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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작업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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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작업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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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3작업 : 인쇄 매체에서 원형 다이어그램의 사용

3-3작업은 스크린 매체 작업에서 사용했던 `구조도와 원`의 형식을 인쇄 

매체로 적용한 것이다. 영역별 색상을 지정하였고 원의 크기로 사건의 

중요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구조도와 원형, 그리고 원형 안의 사진 

이미지의 결합은 기존에 존재했던 비슷한 성격의 작업들과 차별되어 

보였으며 이로 인해 앞서의 3-1, 3-2 작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상자의 시선을 끌 수 있었다. 

하지만 원형의 빈번한 사용은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객체)의 

개수가 많은 특정 시기에 공간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사건이 나열되는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었고 이에 더해 

사건의 세부 설명이 들어갈 공간을 애매하게 만들었다. 또한 임의적인 

색상 배정이 영역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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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작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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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3작업을 응용하여 3-4 작업을 진행하였다.(그림44) 원형의 

과다한 사용은 공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앞서의 작업을 통해 

파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요한 사건(객체)에만 원형을 사용해 

보았다. 또한 앞서의 작업에서 감상자에게 직관적이지 못한 임의적인 

색상 배정으로 혼란을 발생시켰던 점을 염두에 두어 속성이 합쳐지는 

경우에 1-3차 작업과 같이 그라데이션 색상을 사용하였다. 

3-4차 작업에서는 3-3차 작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규칙 

4를 더욱 강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1970-80년대에 추가적인 

원형들을 사진 이미지의 배경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부분적인 원형 

사용은 특정 사건만을 과하게 강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 뒤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된 원형의 특성상 원형의 크기를 줄일 수는 없었고 

이로 인해 원형의 유무에 따라 객체 이미지의 중요도가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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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작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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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종 작품

3.2.1. 최종 작품 제작

앞서 진행했던 모든 작업들을 바탕으로 최종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45) 직전의 작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진 이미지의 원형 배경은 

사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선행 작업들 중 7차 작업과 가장 유사한 

형식이 되었다. 좌측에는 작품의 제목, 뉴미디어의 정의, 뉴미디어의 

발전사에 관한 대략적인 이야기와 색인 정보를 넣었으며 이후 

타임라인과 구조도를 결합한 형태를 중심으로 정보를 시각화하였다. 

마지막까지 가장 고심을 했던 부분은 색상 선택 문제였다. 미디어 영역, 

뉴미디어 영역, 계산 영역, 통신 영역의 4 가지 주요 색상이 필요했는데 

전반적인 작업의 톤과 4가지 색상의 가시성이나 차별성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색상을 지정하고자 노력하며 최종 작품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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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최종 작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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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최종 작업 부분 확대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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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최종 작업 부분 확대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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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전시 이미지

그림 48은 최종 작품과 함께 앞서 진행했던 모든 선행 작업들을 책으로 

만들어 함께 전시했던 전시장의 모습이다. 

그림 48 작품 전시 이미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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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 역사 시각화 작업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내용이자 대상이 

되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 혹은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루는 정보의 정확성을 판별하는 능력, 정보의 속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다. 

보다 새로운 방식, 보다 올바른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는 작품에 

담겨있는 콘텐츠를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고안되었다. 특히 역사 

시각화 분야는 여타 시각디자인 작업에 비해 다량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이해하여 시각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자이너에 의한 작업보다는 

학자나 소위 말하는 ‘오타쿠’에 의해 탄생한 걸작이 다수 존재하였다.

둘째, 역사 시각화 분야는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나날이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따라서 연관되는 연구 주제 또한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작품의 결과물을 인쇄 매체로만 제작하였지만, 선행 

연구 작업에서도 잠깐 등장했듯이 스크린 미디어를 이용한 역사 시각화 

작업은 더욱 흥미로운 작업들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뉴미디어 발전의 역사 자체에 대한 이해, 세부적인 사건(객체)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한 시간소요가 상당하여 더욱 심도 깊은 스크린 매체 기반 

역사시각화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점은 본 연구에서 가장 

아쉬우면서도 보완하고 싶은 점이다. 

인도의 역사학자인 Romila Thapar를 비롯한 많은 역사학자들은 

계보도와 연대기 시각화 작업이 과거를 묘사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강력하고 밀도 높은 수단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34) 

역사 시각화 작업 분야는 요즈음에 와서 그것의 중요도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시작으로 

34) Daniel Rosenberg and Anthony Grafton, 『Cartographies of Time』, New York 

: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10, 1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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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관련 연구 및 작업을 진행하여 과거 위대한 선조들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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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isualizing new media 

history

Chun, Christine Hyeyeon

Master of Fine Art i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method that can provide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designed summary on historical events and 

their corresponding interpretation, by leading scholars, in the field of new 

media in the form of a printed info graphic. Generally  the acquisition of 

historical facts is associated with obtaining a broad understanding of 

correlated events rather than simply recalling them in chronological order. 

The researcher, as a designer, attempted to establish a method to provide a 

visual interface that can facilitate the process of accumulating knowledge of 

historical events.

  The main content summarized in the final visual graphic comes from the 

book ‘The Language of new media’ written by the new media theorist 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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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vich. Manovich interpreted the genealogy of this field by separating the 

computing and media technologies derived universes of the genre. To 

visualize the work of Manovich the researcher started a project that focused 

on implementing genealogy trees, diagrams and concept maps as well as 

timeline sources.  

  The idea of visualizing history began in the 4th century with Eusebius’ 

table which was followed by the medieval circular and tree format diagrams. 

By the 18th century Prestley’s timelines appeared and after a few more 

centuries of using several visual metaphor applications we are now 

confronted with the dawn of the screen media era which is facilitating an 

ever accelerating  emergence of new ways of graphic visualizations.

  As part of the study in the field of new media and the visualization of 

History, the researcher improved the conventional method of simply 

arranging monumental events in chronological order. The final design project 

was the result of integrating structural maps and timeline form, adding 

pertinent images and explan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events. The researcher hopes that this 

infographic will aid viewers in efficiently obtain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history of new media when it is placed in a gallery or 

exposition.

Keywords : visualizing history, infographic, timeline, concept map, new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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