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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tist Statement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 이유는 각자 다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더욱 더 깊게 깨닫기 위함이기도 하며, 특정한 본인의 직업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도 한다. 나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문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우연한 기회의 한·중 대학간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교환학생으로서 자연스럽게 한국유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대학에서 시각브랜드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한 후에,
연세대학교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시각 / 브랜드 디자인 연구실에서 일
년 가량 공부했으며, 신중하게 고려 한 끝에,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의
미디어 디자인전공 과정에 지원했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마 서울대학교의 디자인 방법론,
교육방식이 무척 궁금했던 마음일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으며, 때때로 강한 소속감 또한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디자인 전공 과정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응용되면서 도래한 디지털 미디어의 새로운 특성과 가능성들을 탐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 분야는 영상편집 디자인, 웹 디자인,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등 여러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나는
웹디자인과 인터페이스 영역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에 끊임없는 관심이
있었으며, 다른 여러 분야에 비해 보다 큰 매력을 느꼈다.
첫 번째 학기, 김수정 교수님의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개’라는 과제가
주어졌고, 그때 Adobe Muse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매력적인 이 프로그램에 몰두하기 시작했으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몇
가지 웹사이트들을 기획했으며, 이후 실제로 여러 가지 웹 사이트들을
제작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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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김수정 교수님의 수업에서 Adobe Muse를 사용해서 제작된
작업들은 다음과 같다.
1학기 때에는 WOLDA라는, 세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로고들을 선정 및
전시해 놓은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를 다시 디자인하였다.
그림 1
WOLDA 사이트를
리뉴얼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또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기존 콘텐츠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하는 점에 도전의식이 생겼다.
나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중한 타이포그래피 사용, 제한된 컬러
팔레트, 일관된 이미지의 사용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명료하고, 이미지 전달에 효과적이며, 보다 가독성을 가질 수
있는 웹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다.
2학기 때에는 미국의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인, DOUG AITKEN의
포트폴리오 웹 사이트를 리뉴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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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내가 새로 제작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는, 인쇄 매체의
감성을 가지고 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단순하고
현대적인 외관과 느낌을
가지고, 단일한 페이지,
하나의 연속된 공간 속에서 콘텐츠를 상하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사이트에 비해 큰 강점이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는,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도 잘 적용될
수 있었다.
4학기 때에는 ‘SENSING SPACES’라는 특별 건축 전시 홍보용 웹
사이트를 리뉴얼했다.
그림 3
기존 웹 사이트에서
제공었던 정보에 따라
새로 제작된 이 웹
사이트는, 특별 전시회의
성격과 특징을
담아내고자 했으며,
브로슈어처럼 전통적인
형태를 가졌던 기존의 멀티 페이지 웹 사이트를 패럴랙스 스크롤링을
사용한 멋진 싱글페이지 웹사이트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된 ‘SENSING SPACES’ 웹사이트는, 브라우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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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로 스크롤하면 정보를 자세하게 보여주면서도 전혀 지루하거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구현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웹 디자인 트렌드의 배경에서 이미지, 인포 그래픽,
데이터 시각화와 같은 시각적 요소를 강조한 웹 사이트들 중에는,
일반적인 사용자 경험에서 벗어나 있는 패럴랙스 스크롤링1 기법이
적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에 따라, 이
방식이 과연 앞으로의 웹 사이트 트랜드를 이끌 수 있는 디자인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지며, 만약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이 방식을 왜
선호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콘텐츠 기반의 웹
사이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지, 앞으로 웹디자인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스크롤을 통해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싱글 페이지로 구성된 웹 사이트는,
직접 들어가서 마우스로 스크롤 해보며 ‘체험’하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 공간에서는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시차를 두고 스크롤링 되기 때문에,
깊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간을
다루는 건축, 특히 다이나믹한 건축 디자인을 좋아한다. 그래서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웹 사이트의 공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패럴랙스 스크롤링 웹 디자인 기법을 건축 디자인과
연결짓고, 이를 통해서 건축공간의 특징을 체험할 수 있는 웹 사이트를
연구하고자 했다.
내 작업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서술적이고, (건축가들로부터 느껴지는)
과장된 감각이 담긴 추상 이미지들이, 웹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인터랙션을 지향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웹 환경이나 특정
건축에 대해 내가 가졌던 느낌을 설명하는 방법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다.
1

Parallax Scrolling에 대해 설명. p17. 참조.

10

나의 작업에 등장하는 모든 추상이미지는, 각각의 건축가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조형적 특징들을 담고 있으며, 건축가들 각각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이들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루이스
칸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특징, 프랭크 게리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해체적인 특징, 자하 하디드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유동적인
특징-에는 이들 건축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담겨있다. 나는
이들의 작품의 본질을 탐구하고, 정의하였으며, 그것을 나의 작품 안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이미지 전반에 걸쳐 색채, 공간,
스트럭쳐, 추상적인 내러티브 등에 각각의 건축가들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을 활용하였다.
작업 과정에는 어도비(Adobe)에서 제공하는 어도비 뮤즈(Adobe Muse
CC, 2014.02 업데이트)2가 사용되었다. 어도비 뮤즈는 인디자인과
드림위버를 적절하게 섞은 듯한 프로그램으로, Adobe의 제품들 가운데
하나이며, 웹 디자이너가 어떠한 코드 작성 없이도 다이나믹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혁신적인 툴이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Adobe Creative Cloud)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는 어도비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업에 적용된 이 새로운 표현 기법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실제의 공간과 가상체험의 공간을 연결 짓기 위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보 전달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람들이 내 작업에서 다뤄지는 건축 공간과 구조에 나타난 뛰어난 예술
수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작업이 자체로서 독특한 하나의
예술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2Adobe Muse CC(2014.2)는 주요 새로운 기능: SVG 가져오기, 데스크탑과
모바일에서텍스트 동기화, 보안 FTP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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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2.1. 왜 건축가인가?
디자인은 건축 디자인과 무척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맥락을 보면 독일 바우하우스가 시카고로 1937년 이주하게
되어‘대량생산’의 미니멀리즘이 미국으로 옮겨왔으며, 이때‘모던’건축과
그래픽 디자인의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그래픽 디자인과 건축이
함께 협력해서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 할 수 게 되었다.
건축과 디자인은 형식적 또는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이 두 가지 영역이 디지털 혁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대 세계는 우리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주요 기술 변화에 의해 특정 지어지며, 그와 동시에 디자인과
건축 쪽에 새로운 공통의 영역을 정의한다. 오늘날의 그래픽 디자이너는
자신의 영역에서 두 가지의 뚜렷한 미디어유형을 다룬다: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한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인쇄매체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눈앞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털
매체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 건축과 그래픽 디자인 사이에
어떠한 긴밀한 형태의 연결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 작품 과정을
통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건축의 발전 단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건축가를 대상으로
건축의 핵심이 되는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미지화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시차 스크롤링 기법을 사용해서 건축의
새로운 형태적 특성 및 공간적 특성을 지닌 웹 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한다.
나의 관점에서, 건축은 사회 예술이며 한편으로는 개인 예술이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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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그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는
매체이다. 사람들은 건물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건물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보다 독창적인 건축물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나는 매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가진 여러 건축가들 중에서 프랭크 게리, 자하 하디드, 루이스
칸의 3명의 건축가들을 선택하여, 이들의 작품들의 특징을 탐구했으며,
이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것들을 나의 작품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각 작품들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고찰은, 시차
스크롤링 웹이 갖는 특수성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2.2. 웹 디자인 특징3
웹 디자인(Web Design)은 웹 브라우저가 해석하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로 보여 주기에 알맞은 마크업 언어4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 매체 콘텐츠 전달의 개념을 정하고, 계획하며,
모델로 만들어 실행하는 과정이다.
웹 디자인의 목적은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웹 사이트에는
전자 파일이 한데 모여 있고, 웹 서버에 상주하며 최종 사용자에게 웹
페이지 형식의 콘텐츠와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텍스트,
비트맵 이미지 (GIF, JPEG, PNG), 각종 입력폼과 같은 요소들은
HTML/XHTML/XML 태그를 사용하는 페이지 위에 놓을 수 있다. 벡터
이미지, 애니메이션, 비디오, 소리와 같은 복잡한 미디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플래시, 퀵타임, 자바 런타임과 같은 별도의 플러그인들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각종 플러그인들은 HTML/XHTML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웹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다.
W3C 표준과 호환되는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 요소와 객체의 위치를
정하고 이용하기 위해 CSS와 XHTML/XML간의 결합을 촉진시켰다.
3 http://ko.wikipedia.org/wiki/웹_디자인 참조
4 마크업 언어(markup 言語, markup language)는 태그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의 한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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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 웹 표준은 가급적이면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보다는, 브라우저의
기능이 다양한 매체와 접근성 옵션을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게끔 권고하고
있다.
웹 페이지는 보통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로 나눌 수 있다:
— 정적 페이지: 개발자(웹 마스터/프로그래머)가 페이지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는 한, 모든 페이지 요청에서 콘텐츠와 레이아웃을
바꾸지 않는다.
— 동적 페이지: 컴퓨팅 환경(사용자, 시간, 데이터베이스 수정 등)에서
최종 사용자의 입력이나 변경에 따라 레이아웃이나 콘텐츠를 수정한다.
각종 콘텐츠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되는 클라이언트 스크립팅
언어(자바스크립트, JScript, 액션스크립트 등)를 통해 DOM5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동적 콘텐츠는 서버
스크립팅 언어(코드퓨전, ASP, JSP, 펄, PHP, 파이썬 등)를 이용하는
서버 자체에서 컴파일 되기도 한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보통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에 쓰인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전형화 됨에 따라, 웹
페이지에 특화된 웹 디자인과, 모든 웹 기반 서비스의 완전한 논리를
위한 웹 개발을 구분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2.3. 웹 디자인 발전방향
웹사이트들은 HTML이라는 이름의 마크업 언어로 작성되며, 초기
버전의 HTML은 웹사이트의 기본 구조(헤딩, 문단)와 하이퍼텍스트를
사용한 링크 기능 정도의, 매우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기존의
통신 방식과 달라진 점으로, 사용자는 하이퍼링크를 따라 이동하며, 보다
쉽게 여러 페이지들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5 문서 객체 모델(DOM; Document Object Model)은 객체 지향 모델로써 구조화된 문서를
표현하는 형식이다. DOM은 플랫폼/언어 중립적으로 구조화된 문서를 표현하는 W3C의
공식 표준이다. DOM은 또한 W3C가 표준화한 여러 개의 API의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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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과 웹 디자인이 발전함에 따라, 마크업 언어는 더욱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그림, 표와 같은 객체들을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원래 표를 사용한 정보를
보여 주는 데에 사용되도록 고안되었던 Table 과 같은 기능은, 나중에는
레이아웃을 위한 기능으로 변화되어 쓰이게 되었다. 그런데
CSS(cascading style sheets)가 출현함에 따라, Table 기반의
레이아웃은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버 스크립팅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통합 기술과, CSS 와 같은 디자인 표준은 웹사이트의 제작
방식을 변화시켰다.6

2.4. 왜 Parallax Scrolling인가?
최근에 웹사이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차(Parallax, 視差)란 고정된 먼 배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물체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 발생하는, 겉보기
위치의 차이 또는 변위를 말한다. 시차(Parallax, 視差)는 두 관측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의 차이로 측정된다. 따라서 가까운 물체는 멀리
떨어진 물체보다 더욱 큰 시차(Parallax, 視差)를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시차(Parallax, 視差)의 원리를 사용하여 천체들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또한, 20세기 말 히파르코스(Hipparcos
: High precision parallax collecting satellite) 인공위성은 지구 가까이의
10만개가 넘는 천체들의 시차(Parallax, 視差)를 측정하여, 각각의
천체들의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시차(Parallax, 視差)는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의 기초적인 척도를 제공해 준다. 천문학에서
시차(Parallax, 視差)는 일주 시차, 항성 시차, 태양 시차 등이 있다.
시차(Parallax, 視差)는 또한 많은 광학 도구들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6 http://ko.wikipedia.org/wiki/웹_디자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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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는 쌍안경, 현미경 등이 있다. 관측자는 이들 도구를 통해
물체를 관측하는 동안, 각각의 대상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때, 시야에서 가까운 물체는 비교적 느리게, 시야에서 먼 물체는
비교적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움직임 시차라 부른다.
또한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두 눈 사이의 거리 때문에 양쪽 눈에
각각 서로 다른 상이 맺히는데, 이것을 양안 시차(Parallax, 視差)라
부른다. 이때 겹치는 두 상을 통해 인간은 깊이를 인지하며, 이것을
입체시라고 한다. 이러한 시차(Parallax, 視差)의 원리는 애니메이션과
컴퓨터 그래픽스, 그리고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에서 멀티플레인 촬영기법은 시차의 원리를 사용하여
입체감과 원근감을 주는 것이다. 또한 초기의 그래픽 게임에서 입체감과
원근감을 살리기 위해 배경의 속도를 달리 하는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기법이 적용된 사례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현재는 좌우의
눈이 받아들이는 상의 차이로 입체감을 느끼는 양안 시차를 이용하여,
평면의 영상에 좌우의 상 차이를 만들어 주는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로도 발전하였으며, 이는 영상의 관측자가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준다.7
웹의 발전과 더불어 시각적으로 보다 뛰어난 웹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자들은 웹사이트에서도 이러한 기법들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HTML과
CSS만으로는 구현상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Adobe사의 Flash를
통해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기법을 구현해 왔다.
최근에는 여러 보안상의 문제점들 및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ActiveX나 Flash와 같은 플러그인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HTML5, CSS3, Javascript,
Javascript library 등의 발전에 따라,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기법 구현에서 이들이 Flash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7 http://ko.wikipedia.org/wiki/시차_(천문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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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은 제약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사용자들에게 좀 더 다이나믹하고 시각적으로 뛰어난
효과들을 제공하며, 다양한 방식의 웹 마케팅 효과를 증대시키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8
또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에 있어 데스크탑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이러한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기법으로의 전환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모바일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웹 사이트의 주된 이용 방식이 마우스 클릭에서 스크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스크롤 방식은 동일한 페이지 안에서
스크롤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직관적이며,
보다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웹사이트와 유저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보다 유리하다.
‘Parallax Scrolling’라는 용어는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이것을 사용해 본
적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트 디자인 기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시차 스크롤(Parallax Scrolling)은 다중스크롤이라고도 부르며,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웹사이트란 사용자가 스크롤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배경이나 다른 오브젝트들이 각각의 시차(Parallax, 視差)와
depth를 가지고 반응해 변화(움직임)되는 홈페이지를 뜻한다.
주로 고전 비디오 게임과 같은 컴퓨터 그래픽스 활용 초기단계에서,
그래픽을 보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기법이 사용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기술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물체를 여러 층으로 구분하여
시차(Parallax, 視差)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월트 디즈니사의
멀티플레인 촬영 기법에서 유래되었다. 시차 스크롤링(Parallax
8 http://blog.eda.kr/?p=30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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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olling)이란, 화면에 그려질 그래픽 요소를 원근에 따라 몇 가지
층(layer)으로 구분하여, 각 층에 해당하는 그래픽을 구현하고, 이들이
가깝고 먼 정도에 따라 독립적인 이동속도를 가지게 하여 원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 기법이다. 이 경우, 각 레이어 간에 움직임
시차가 발생하여, 특정한 층의 그래픽 요소가 같은 화면 안에서 더 깊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줌으로써, 해당 물체가 보다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 최근에는 웹사이트의 디자인에도 자바스크립트
등을 통하여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을 적용하고 있으며,
웹사이트 내에서 스크롤 시, 주요 대상과 배경 템플릿의 움직이는
속도를 달리함으로써,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효과를
나타낸다. 그 밖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본
배경화면에서도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을 찾아볼 수 있다.9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으로 구현한 웹 사이트 대표 사례:
그림 4
http://www.alquimiawrg.
com/#/home
매우 단순하며, 오로지
검은 색과 흰색으로만
구성된 이 웹 사이트에는
HTML5, CSS, 그리고
자바 스크립트가 혼합 되서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기법이
적용되었다.
9 http://ko.wikipedia.org/wiki/시차_(천문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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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ttp://www.sony.com/be-mo
ved/
이 웹사이트는 SONY 회사의
'Be Moved’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기술적
완성도와 예술성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림 6
http://www.5emegauche.com
페이지 마다 각각 다른
스크롤 메커니즘을 가진 웹
사이트로, 재미있는 움직임
요소가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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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ttp://www.vondutch.com
이 사이트는 스크롤을 통해
이야기를 한다. 페이지
전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움직임의 요소들이
추가되었고,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아이콘과 이미지들이 일정한
로직에 따라 이동한다.

그림 8
http://www.agencelatelier.co
m
미묘한 시차 스크롤의 효과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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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http://www.costa.co.uk/exper
ience/
시각적으로 풍부한 이 시차
스크롤링 웹 사이트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일러스트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화형 요소로 가득 차있다. 접근 방식에서 보다 큰 유연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림 10
http://lostworldsfairs.com/atl
antis/
이 웹 사이트에 담긴
인포그래픽은, 시차 스크롤
기법을 사용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자체를
보다 생생하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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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http://www.hugeinc.com
이 웹 사이트는 깊이 감을
보여주기 위해 시차 스크롤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기법을 통해서 회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2
http://everylastdrop.co.uk
물 부족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시차 스크롤 기법이
적용돼 만들어진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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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ax Scrolling 기법이 적용된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스크롤을 하며
컨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설명,
기업광고, 회사소개, 스토리텔링 등의 컨텐츠에 적합하다. 정보 전달의
직관성, 시각적 즐거움, 호소력 등등 여러 가지 기법 상의 장점들이
있지만, 나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시한 점은, 실제의 건축공간과 가상
체험의 웹 공간을 연결짓는,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미지
개념이다. 그래서 나는 형태와 색상, 그 밖의 모든 면에서 이러한 이미지
개념을 담고 있는, 3명의 건축가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건축가의 작품에 대한 내용을 시차 기법을 사용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보여주는 3개의 추상 웹 사이트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2.5. 포스터작업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건축의 발전 단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건축가를 대상으로, 건축의 핵심이 되는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미지화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시차
스크롤링기법을 사용해서 건축의 새로운 형태적 특성 및 공간 구성의
특성을 가진 웹을 제작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각 건축가들의
조형적 특징들을 들여다보고, 이들을 이미지화 하는 포스터 작업이
선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포스터는 문자 요소와 그래픽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지만,
순수하게 문자만으로, 혹은 그래픽 요소만 가지고도 구성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포스터의 도안은 관심 유발과 정보 전달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의 고려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도출된 아이디어에 따라 이 3명 건축가들의 조형적 특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각각 건축가들의 구체적인 성격에 맞는, 다양한
추상이미지가 담긴 포스터를 각각 20장씩 총 60장을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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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형이미지연구
3.1. 루이스 칸의 조형적 특징
루이스 이저도어 칸(영어: Louis Isadore Kahn, 1901년 2월 20일 1974년 3월 17일)은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건축가이다. 필라델피아의 여러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후
1935년에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였다. 1947년에서 1957년까지는 개인의
실습을 계속하면서 건축 비평가와 예일 건축대학의 건축과 교수직을
담당하였다. 1957년부터 사망 전까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디자인
학교 교수로 건축을 가르쳤다.10
주요 작품:
그림 13
예일대 예술 전시장,
코넥티컷 헤븐, 1951 - 1953
특징: 유리 외벽, 사각형의
형태

10 http://ko.wikipedia.org/wiki/루이스_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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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요나스 소크 생물학연구소,
캘리포니아주 라졸라, 1959 1965
특징: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만드는 시너지 효과, 반복성,

노출 콘크리트

그림 15
필립스 엑세터 아카데미
도서관, 뉴 헴프셔 엑세터,
1965 - 1972
특징: 반복적인 패턴,
대칭성과 뚜렷한 규칙성
그림 16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
방글라데시 다카, 1962 1974
특징: 사각형, 삼각형, 반원,
3/4원 등의 형태로 구성된,
대칭성을 가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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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킴벨 예술 전시관, 텍사스주
포트워스, 1966 - 1972
특징: 반원형의 둥근 천장

그림 18
예일 영국 예술 센터,
코넥티컷 뉴헤븐, 1969 1974
특징: 수직·수평적 구조, 빛의
효과를 강조

루이스 칸의 건축 디자인은 웅장한 스케일, 기능적인 구조, 구조와
기능을 노출하지 않는 두꺼운 창문, 반복적인 형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그는 성공적으로 빛의 변화를 디자인에 적용했으며, 빛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공간연구에 도입한, 서양 근대 건축가들 중의 선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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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단순성을 통해, ‘적을수록 많다’ 의 개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은, 루이스 칸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다.

3.1.1. 루이스 칸의 평면구성주의11
루이스 칸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Ecole des Beaux-Arts 식 교육을
받았다.
Beaux-Arts식 교육에서의 평면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서 형태가
결정되고, 공간의 위계에 따른 구심적인 평면구성은 기하학적인
형태요소의 반복, 대칭축의 설정, 중심공간의 설정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들은 칸 작품의 평면에 있어 중요한 기초이론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구성’이라는 말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써 기하학적인 규율
및 질서를 증명하고자 했으며, 공간 체계에 대한 감각에 몰두하였다.
한가지 예로, 루이스 칸의 ‘봉사 받는 공간’과 ‘봉사하는 공간’과의
구별은, 평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공간요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칸의 구성적 통일에 대한 감각은, 그가 설명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에 대한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 아퀴나스는 아름다움을 4개의
성분으로 정의한다. 즉, 완전성, 전체성, 대칭성 그리고 광휘가 그것이다.
완전성이라 함은 그 대상물이 완전하며 그 내부에서 자기충족하고 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길을 걷는 사람에
비유하여 말한다면, 그 인간의 몸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도의 일부도 하늘의 일부도 아닌 것이다.
전체성이란 그 대상물의 모든 요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아야하며, 어떤
부분도 전체를 훼손시킴이 없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대칭성은, 다른 것을 그대로 두고 하나만이 변화할 수 없는 부분간의
대응에서 생기는 균형이다. 때문에 대칭은 하나의 관계성이며 이 관계성
11 http://www.anupark.net/corea/web/architect/kahn2_main.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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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각 부분이 타부분과 서로 공존하며, 상호 보완적 입장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광휘는 하나를 다른 대상물과 구별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루이스 칸의 공간 구성에 대한 사고방식은 위와 같은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 사고에서 비롯되며, 그는 건축 디자인 안에 이러한 아름다움의
원칙들을 적용하고자 노력 하였다.

3.1.2. 루이스 칸의 디자인 개념12
1) Realization
칸은 느낌을 매우 중요시하고, 느낌을 모든 아이디어의 근원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디어를 논리적인 질서에 적응시키는,
합리적인 사고의 가치도 배웠다. 사고와 느낌은 모두 한계를 넘어 각각
철학과 종교로 이상화될 수 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게 되면 문화적, 환경적인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적인 경험이 된다. 이 때 아이디어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고의
느낌이 보편적인 형태(Universal Form)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 그들이 융합되는 순간이 ‘깨달음(Realization)’의 순간인 것이다.
2) Order
루이스 칸에게 질서란(Order is), 이미 정해진 것을 함축하는 것을
뜻했다. 그에게 있어서 질서는 자연구조의 조직을 다스리는 불변의
기본적인 법칙이었다. 자연 속에는 인간의 미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부정할 수 없는 솔직함과 질서가 있다고 칸은 믿었다. 건축에 있어서
구조의 질서는 건축 재료들(벽돌, 콘크리트...)과 구성요소들(접합부,
지주, 개구부...)의 본질적인 가능성에 대한 감각이다. 칸은 건물의
12 http://bowhow.com.ne.kr/main/undermenu28.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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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구성요소들을, 마치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물체처럼 다룸으로써, 각 구성요소들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건축가의 임무라고 생각하며 작업에 임했다.
3) Form
루이스 칸은 형태(Form)의 개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건축에
도입함으로써,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전환을 이루어냈다. 칸에게
있어 형태란,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관계에 의해 하나의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는 본질을 의미했다. 즉, 형태란 구성요소들의 어떤 질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루이스 칸이 말하는 건축의 과정 중
‘형태’의 단계에서는, 주어진 구성요소들의 배열이 특정 모습이나 크기로
나타나기 보다는 추상적으로 보여 진다. 그에게 있어 건물의 형태란
영원한 것이며, 변화하는 건축양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태는 무형적인 것이며 디자인(형식)은 완전히 유형적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그는 형태(Form)와 형상(Shape)을 구별했다. 그가 생각하는
건축의 과정에서, 최초의 형태는 주위의 조건들에 적합하도록 손질되어,
최종적인 디자인에 도달하며, 이때 질서는 그 형태의 태고 유형이
실체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매역할을 한다.
4) Beginning
칸의 건축의 본질은, 기원(Beginning)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이
개념은 그의 도시와 공공건물에 관한 생각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고, 공공건물들이 사람들의 진정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건축가는 자신의 마음을 이들 건물의
기원에게로, 풍요감에게로, 그리고 본질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원칙적인
힘에게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기원(Beginning)으로부터의 영감이 작용할 때, 비로소 건축가는
사람들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자로서 그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건축의 본질에
대해 물었다. 칸의 인간에의 신념, 개인의 굳건한 신뢰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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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 근거한 것이며, 사물의 시작(Beginning)으로서의 건축의 본질을
구하는 그의 자세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뿌리내리고 있다.
5) Served Space/Servant Space
칸은 건축에 질서(생명체의 형태가 가지는 본질적인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봉사받는 공간(Served Space)과 봉사하는 공간(Servant
Space)이라는 공간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기술의 발전이,
육중한 내력벽의 사용을 불필요하게 하는, 콘크리트나 강철 같은 재료를
탄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이 여전히 낡은 관점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다는 칸의 깨달음(Realization)으로부터 출발했다. 이
개념에는 혁신적인 공간조직방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바로 근대건축에
대한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공간(Servant Space)이란,
주공간(master space)을 serve한다는 의미로,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트실과
창고등의 수납공간, 설비 공간(덕트)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봉사받는 공간(Served Space)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뜻하며, 주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융통성이 요구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칸은 융통성 있는 공간을
얻기 위해 핵심 공간을 분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각각의 공간에 독립적인 형태를 부여하여 몇 개의 작은 단위를
확정시킨 후 그것들을 다시 결합시켰다.
6) 침묵과 빛
1960년대에 칸은 그가 이전에 ‘사고의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던, 창조성을
이루는 기본적인 두 요소를 더욱 발전시키고 분화하였다. 그는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과 표현 수단을 계속해서 이분법적으로 언급해
왔었는데, 1967년 이후부터는 ‘침묵’과 ‘빛’이라는, 좀 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칸은 침묵이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원초적,
비물질적)이며, 새로운 욕구에 대한 근원이라고 여겼으며, 빛이란 자연이
선물한,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물질화하려는 잠재성을 지닌) 표현수단이며, 이 두 가지들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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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다고 했다. 칸은 건축의 요소들(기둥, 아치, 돔 등)을 빛과 그림자를
주조하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설계로 형상화 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빛과 건축의 상호작용에서 신비로운 요소를
감지하였다. 비록 빛이 자연의 일부이고 그 자체로 의식 있는 힘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것이 건물과 만나게 될 때 건축이라는 것에 일종의
의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칸은 침묵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열망이
아니라, 존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설명했다. 침묵이라는 것은 빛도
어둠도 아니며, 모든 생물체의 깊은 곳 어딘가에 존재하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침묵은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빈
공간'이며, 겉으로는 비어 있지만 생명에 대한 잠재성으로 가득차
있다고 그는 믿었다.

3.1.3. 포스터 디자인 작업
앞서 루이스 칸의 작품들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서, 그의 철학적
배경과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다. 루이스 칸의 건물들은 그의 ‘봉사 받는
공간’과 ‘봉사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고전과 중세 건축에 대한
영감을 담고 있으며,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와 이 형태들이 결합된
우아한 표현 수법을,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에 한정된 재료들로
보여준다. 루이 칸의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의
통합으로 형성되었다.
나는 루이스 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직선과 사각형의 완벽한 라인,
근본적인 질서와 규칙 등의 요소와 이미지에 가장 어울리는 서체로,
가장 기본적인 폰트라고 할 수 있는 Helvetica를 선택했다. 또한 루이스
칸의 성격과 스타일을, 대담하고 간단한 그래픽 형태, 기하학적인 격자,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보여주고자 했으며, 이들 요소들이 조합된,
‘미니멀리즘’ 포스터를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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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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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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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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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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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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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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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프랭크 게리의 조형적 특징
프랭크 게리(Frank Owen Gehry, 1929년생)는 캐나다 출신의
건축가이다. 건축학계에서 최고의 영예로운 상인 프리츠커 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현재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USC를 졸업하고,
현재 UCLA 건축대학원에서 톰 메인 (프리츠커 상 수상자)와 Gregg
Lynn과 함께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다.13
주요 작품:
그림 25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
특징: 비정형적 구조의 결합,
중첩성, 역동성
그림 26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 스페인, 1997
특징: 비정형성, 중첩성

13 http://ko.wikipedia.org/wiki/프랭크_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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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와이즈만 미술관, 미네소타
주, 1993
특징: 비정형적 구조와
정형적인 구조의 결합,
형태의 왜곡 및 단편화

그림 28
댄싱 하우스 (네셔널
네덜란드 빌딩), 체코, 1996
특징: 움직이는 듯한 형태

그림 29
EMP 미술관, 시애틀, 워싱턴,
2000
특징: 건물 전체에 도입된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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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생태박물관, 파나마
바이오무세오, 2013
특징: 여러 조각들의
조합, 다채로움

그림 31
Fondation Louis Vuitton,
Paris, France, 2014
특징: 유리 구조, 항해하는
배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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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게리는 해체주의 건축의 가장 유명한 대가이다. 그의 작품은
전형적인 탈구조주의 스타일(Deconstructivism)이며, 또한 해체주의
건축(DeCon Architectur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t)범주에 속한다. 그 의 건축의 핵심은,
건물의 외형은 필수 기능의 표현이라는, 현대 건축의 기본 요소를
전복하는 것에 있다. 그는 작품을 디자인할 때, 무수한 선들을 무작위로
그리거나 종이를 구기는 등 우연적인 효과들을 탐색한 후에 모형을
제작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개연성을 통해 형태를 결정짓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에 디지털 미디어 또한
많이 적용되는 그의 작품에서는, 건축 디자인의 성분보다는 조각 예술의
성분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

3.2.1. 프랭크 게리의 해체주의14
전통적인 건축형태로부터의 과감한 이탈을 주도하고 있는 프랭크 게리는
건축비평가들로부터 1990년대를 새롭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해체주의(Deconstructivism)로 이름 붙여지는 새로운 건축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해체주의는 정형적 질서를 강요하는 기존의 건축경향을 현실성이 없는
가식의 세계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된, 일종의 반문명 양식 운동이다.
이러한 해체주의 건축은 관습화된 고급 예술과 현실 세계와의 불일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신들의 건축을 시작한다. 기존의 건축 양식들이
수천 년간 안정되고 질서 있는 조형 세계를 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늘 폭력과 전쟁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여 왔다.
해체주의는 직선, 직각, 사각형 등으로 구성되는 기존 건축 세계의
안정과 질서, 비현실적인 위선을 거부하며, 이러한 위선을 해체하고자
하는 비정형적이고 무질서한 건축 세계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4 http://joajoa.egloos.com/m/4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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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주의 작품들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아름다움과 대중적 공식에
맞추려는 모든 디자인에 도전한다. 해체주의의 혼란스러운 방식은, 일단
대중에게 인식되고 비평의 주제가 되고나면,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어,
더 많은 관심과 더 넓은 수용을 부추긴다. 해체주의의 형태는 기존
모더니즘의 통합성이나 규범을 이탈하고 새로운 긴장감을 주는 형태를
추구하는데, 그 결과 파괴적이고 미완성적인 표현이 되기도 한다.
해체주의 작품의 디자인은, 통일된 전체로 구성되는 대신에 해체되고,
전체에서 분리되어 대개 날카롭게 각지고, 중복 되며, 상호 침투하는
성격을 띤다.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된 해체주의 건축에서는, 실외의
요소가 실내공간으로 침투하며, 실내공간은 대개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밀폐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3.2.2. 프랭크 게리의 디자인 개념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기존 차원의 논리와 규칙 그리고 질서를 초월하여
새로운 차원의 개념을 창출하기 위해, 우연성과 영감 등을 선호한다.
창조적 디자인을 위한, 프랭크 게리의 건축디자인 원칙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건축디자인에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연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려는 시도이고, 둘째는 규칙과 질서에 얽매어 있는, 기존의 사고
형식을 깨뜨리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형태를 선호하는 것이며, 셋째는
순간적인 동적 변화 속에 나타나는 우연적 형태의 창출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우연에 의해, 혹은 영감에 의해 형성되는 자유로운 곡선과
매스를 자연과 주변의 환경에서, 그리고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창출한다. 자유로운 형태에 대한 프랭크 게리의 추구는, 디자이너에 의해
인공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를 지양하고, 보다 자연적
형태에서 얻어지는 자유로운 변화를 그의 창조적 디자인에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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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랭크 게리는 순간적인 동적변화 속에서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독자적 형태를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변화되는 종이, 헝겊, 비닐
등에서 나타나는 순간적 구겨짐 등을 선호했는데, 그는 이렇게 포착되는
우연적 형태들을 건축 디자인에 반영했다.
그가 가진 이러한 사고의 바탕은,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고의 지평이, 기존의 틀에 놓여있는 규칙과 질서를 초월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 속에서 열릴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
프랭크 게리의 창조적 개념은 이전의 건축가들처럼 한가지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혼란의 상태에 놓여있는 현재의 건축철학 및 논리에
하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여러
구도적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랭크 게리의 실험정신 또한 창조적
개념을 보다 발전 시키고자 했던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3.2.3. 포스터 디자인 작업
앞서 프랭크 게리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의 철학적 배경과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다. 나는 자유로운 조형미와, 예술적 추구가 담긴 그의
작품 속에서 보여 지는 후기 미니멀리즘적 특성과 팝아트적 성향을
탐구해 보았으며, 특히 건축의 기하학적 전통을 무시한,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구조의 무질서 혹은 우연성 속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규칙성을 내
작품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프랭크 게리에 대한 포스터 디자인
작업에는, 주로 회색과 푸른 색의 그라데이션을 이미지들에 적용했으며,
사용된 이미지가 많고 복잡했기 때문에, 장식적인 서체를 배제하고
고딕체의 폰트를 주로 사용하였고, 전체적인 구성은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요소를 활용한 그래픽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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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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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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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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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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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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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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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50

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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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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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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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하 하디드의 조형적 특징
자하 하디드(아랍어: ﺯﻫﺎ ﺣﺪﻳﺪ, Dame Zaha Hadid, DBE, 1950년생)는
이라크에서 태어난 영국의 건축가이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체주의 건축으로 유명하다.
주요 작품:
자하 하디드의 초창기 작품들은 대부분이 개념적인(Conceptual)
작품들이다. 실제로 건축된 작품들 중 유명한 몇 가지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42
비트라 소방서, 독일 바일 암
라인, 1993
특징: 비대칭, 비규칙적인 면,
날아갈 듯한 모습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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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로젠탈 현대 미술 센터, 미국
신시내티, 1998
특징: 다양한 형태의 겹침,
풍부한 형태감과 공간감

그림 44
LFone Landesgartenschau,
Weil am Rhein, Germany,
1999
특징: 유연하게 흐르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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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호엔하임-노스 테르미누스 &
주차장,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2001
특징: 역동적인 사선

그림 46
베르크이젤 스키 점프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2002
특징: 곡선

그림 47
파에노 과학 센터, 독일
볼프스부르그, 2005
특징: 날카로움, 다공성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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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매기스 센터, 스코틀랜드
커칼디, 2006
특징: 비규칙적, 예리한 각도

그림 49
글래스고 교통 박물관 확장
(Riverside Museum),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2007-2011
특징: 역동적(다이내믹)
그림 50
Soho, 베이징, 중국, 2012
특징: 연속적인 반복과 겹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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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아제르바이잔 문화센터,
Baku, Azerbaijan, 2013
특징: 부드러운 모서리,
분산되는 면, 반복과 중첩의
효과, 유기적 결합

3.3.1. 자하 하디드의 작품 배경과 디자인 개념
자하 하디드는 러시아 구성주의로부터 시작하여 속도의 시대, 전기·
전자의 시대, 역동성의 시대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하는
건축가이다. 그녀는 동서의 문화적 특성을 융합하고 그것들을 작품 속에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현대 건축에 있어 특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의 충격적이고
놀라운 작품들은, 절대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단순하거나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들의 흥미로운 조합을 통해 공간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가히 폭발적인 개성과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자하 하디드는 80년대 중반부터 비정형 구조라는 새로운 시각언어를
건축에 연결시키는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무척이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과, 그녀의 타협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그녀는 오랜 시간‘건축물 없는 건축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매우 미래적이고 구조적인 그녀의 건축디자인은 기술의 발전과
컴퓨터 공학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하게 구현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그녀는 2004년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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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하며 세계 건축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자하 하디드 건축의 특징인 막힘도 경계도 없는 둥근 곡선들은, 그녀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유동적인 형상미를 돋보이게 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보낸 이라크의 모래산과 같은 자연이나,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편평하거나 규칙적이지 않은 자연풍경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녀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도 자연을
반영한 유기적인 형태를 자주 사용한다.

3.3.2. 포스터 디자인 작업
앞서 자하 하디드의 작품 세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녀의 삶의
배경과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다. 나는 그녀의 작품 속에 나타내는
중첩성, 곡선과 나선이 만들어내는 유동성, 비정형성 등의 조형 요소들에
따라, 먼저 사선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유기적인 형태들을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이 형태들을 다시 해체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산세리프 폰트와 제한된 흰색의 사용을 통해 단순한 이미지로 그
형태들을 포스터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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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rallax Scrolling 구현방법 몇 Muse의
특징
4.1. Parallax Scrolling 구현방법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에 의한
다양성이 생겼다. 이러한 기술들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웹 사이트를
제작한다면,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용자의 사이트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자와 사이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Parallax Scrolling 기법은 사용자가 사이트에
방문할 때, 페이지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마우스를 몇 번만 스크롤하면,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는 시차 효과를
체험하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기법을 사용하면 웹 화면의 구성에 여러 Layer를
사용하여, Layer들 간에 시차를 주는 방식으로 동적인 웹 사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
과거 동적인 이미지들이 사용된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주로 Flash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Flash의 호환 문제로 인해 SWF 파일에 포함된
컨텐츠들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점과, 웹 개발에서 각종 플러그인들을
배제하는 움직임 등으로 인해, Flash의 역동적인 효과들을 대체하는
HTML기반의 코드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Parallax Scrolling의
경우에는 jQuery, 자바스크립트, CSS3를 사용하여 구현이 가능 하다.
나는 작업 과정에서 Adobe Muse를 이용하여 Parallax Scrolling 효과를
구현했다. Adobe Muse는 복잡한 코드 작성 없이 동적인 웹 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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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할 수 있게 해 주는 정교한 기술의 프로그램이다. Adobe Muse는
최신 웹 트렌드와 표준을 받아들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Parallax Scrolling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내 작업의 모든 이미지들 하나하나에는, 각각 Adobe Muse의
Parallax Scrolling이 적용되어 있다. Adobe Muse 프로그램에서 각
그래픽 이미지들에 Parallax Scrolling을 적용하고 각 이미지들을
클릭하면, 각각의 이미지에 설정된 좌표, 모션, 투명도 등의 설정 값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 움직임의 궤적을 보여주는 모션 가이드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 가이드를 조절함으로써 Parallax Scrolling의 시작
지점이나 끝 지점을 선택하고, 상하·좌우 방향으로의 스크롤 움직임을
위한 키프레임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Adobe Muse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은 Parallax Scrolling의 신속한
구현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
한편 나는 Parallax Scrolling 웹 사이트를 구성할 때, 벡터(Vector)
그래픽 기반의 디지털 이미지 형식 중 하나인 SVG(Scalable Vector
Graphics)포맷의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였다. 웹 사이트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이 포맷의 파일로 만들어졌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SVG
이미지 파일들은 Adobe Muse 프로그램에서 웹 페이지 캔버스에
간편하게 배치될 수 있었다.
SVG 형식으로 저장된 그래픽 이미지는 비교적 적은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페이지 로딩 시간을 단축시키며, 해상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 치수로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SVG
형식의 이미지들은 사이트의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매우 적합하다.
Parallax Scrolling 기법의 사용이 적합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 기법이 전반적인 웹 사이트 컨셉에 어울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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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메세지 전달을 위해 다른 공간으로의 자연스러운 이동이나
오브젝트들 간의 유기적인 동작이 필요한 경우
셋째, 스텝을 나누어 메세지를 전달하면서 각 스텝간의 흐름과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경우
넷째, Single Page로 구성된 웹사이트 제작 시
다섯째, 공간감 및 원근감을 강조한 컨셉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경우
Parallax Scrolling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 한 페이지로 구성이 가능하므로 페이지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컨텐츠에 따라 사용자의 시선을 서비스 제공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
- 마우스 스크롤 뿐만 아니라 키보드의 방향키 등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디스플레이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음
단점:
- 컨텐츠가 가로 또는 세로로 너무 길 때, 사용자가 지루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 하나의 페이지로 구성 시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로딩
속도가 느릴 수 있음.
- 컨텐츠의 양이 많을 경우 화면 구성이 복잡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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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dobe Muse의 특징
Adobe Muse는 HTML5 등의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없이도 높은
수준의 동적 웹 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에게는 큰
축복과도 같은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정적인 웹 페이지 제작을 뛰어넘어,
대화형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용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Adobe Muse는
웹 디자인 분야로 작업을 확장해 나가려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웹 사이트 개발은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등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
없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디자이너가 가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웹 사이트에 생기를 불어넣지만, 이들의 창의성은 기술적
어려움에 의해 종종 가로막히기도 한다. Adobe Muse를 통해서
디자이너들은 기술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그들 스스로 보다 창의적인 웹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Adobe Muse의 큰 장점은 Adobe Dreamweaver등의 툴과 달리, 코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도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끌어다 놓거나, 상자를
그리고 텍스트를 적는 것으로 웹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HTML코드를 보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다.)
예전에 많이 쓰이던 '나모 웹에디터'같은 툴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Muse는 기능이 더 심플하면서도 웹 표준에 맞는 수준급의 웹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 웹 작업이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그래픽
디자이너들 뿐만 아니라 손쉽게 웹 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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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rallax Scrolling 웹 구성
5.1. 웹 페이지(루이스 칸)의 구체적인 스토리 보드는
다음과 같다.

그림 57

그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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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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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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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그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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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웹 페이지(프랭크 게리)의 구체적인 스토리
보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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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웹 페이지(자하 하디드)의 구체적인 스토리
보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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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적인 예술 즉 건축, 디자인, 패션, 인테리어,
음악과 라이프 스타일 등은 하나의 개체로서 독립적인 존재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인 조형 양식으로 존재 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건축에서 나타나는 조형적인 요소들은, 실내 디자인 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와도 연결되며,
서로가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웹 디자인 또한 건축의 그것과 비슷해서, 여러 분야들을 관통하는
어떠한 트렌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웹 사이트의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기법의 적용은 어느덧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웹 페이지에 3차원의 동적인 감각을
더해줌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흥미와 몰입도, 그리고 재미를 주기
때문에 점차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듯하다.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웹을 활용한 건축조형 이미지 연구를
통해 내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매체의 시대에 가상 체험의 공간과 실제 체험의 공간, 즉
웹과 건축은 입체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서로 영감을 주고 받으며
발전할 수 있다.
둘째, 평면구성주의, 해체주의와 유기주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조형미는 포스터 디자인의 풍부한 표현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셋째, 각 건축가들의 특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얻은 조형적인
특성이 적용된 그래픽 이미지들로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이
이미지들은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과의 조합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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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루이스 칸, 프랭크 게리, 자하 하디드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형태, 재질, 색채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건축
형태에서 드러나는 조형적 특성을 미디어 디자인에 응용하여,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조형적인 웹 사이트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축물을 바라봄에 있어 기본적인 기능성 추구를 벗어나 건축물 자체의,
보다 추상적이고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최종 작업에서는 프로그램을 다루른 데에 있어서 기술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스크롤을 이용한 동적 이미지 표현 기법의 효과를 최대한
나타내는 데에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기법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존 그래픽 요소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성되고
변화하는 그래픽 요소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표현 요소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루이스 칸, 프랭크 게리,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은 시차
스크롤링 웹 사이트를 제작해본 이 미디어 디자인 연구를 계기로, 시차
스크롤링(Parallax Scrolling) 웹을 활용한 건축조형 이미지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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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ages of
Architectural form utilizing
Parallax Scrolling Web
- Focus on projects of Louis Kahn,
Frank Gehry, Zaha Hadid ZHU JIANQIANG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big web design trend of the moment is parallax scrolling, which
involves the background moving at a slower rate to the foreground,
creating a 3D effect as you scroll down the page. It can sometimes
be overwhelming, but when used sparingly it can provide a nice,
subtle element of depth.
So how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combined wit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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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mplicated” techniques - parallax scrolling can be?
This study set out to theoretically study Louis Kahn, Frank Gehry,
Zaha hadid and apply their formative characteristics to image and
web design as media arts - transform formative characteristics into
elegant abstract story-like or music rhythm-like of architecture. And
it’s clear I'm asking difficult questions and with the gradual
awareness of what’s really happening between web environment and
architecture environment, my images become even more mesmerising
and impressive.
It’s this ambiguity about what I am actually depicting but this study
will hopefully be followed by many more active researches on the
media design that applies structural and formative elements inspired
by their architectural works, interactively explore the imagined
architecture form.
Keywords: Parallax Scrolling, Web, Architecture, Media Arts, Poster,
Interactivity
Student Number: 2012-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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