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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텔레비전 방송국의 프로그램 타이틀 영상 표현 방법 중 

타이포그래피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정보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던 문자가 방송 . 

그래픽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면서 현 시대의 디자이너들은 글자에 , 

생명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기계적인 스크린에서 자연 . 

환경적 속성을 느끼려는 인간의 본질적 욕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타이포그래피의 환경은 정적매체에서 동적매체로 

이행되었으며 디지털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을 이끌어가는 제 의 언어로써 그 4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문자는 해체 변화 왜곡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 ‧ ‧

기존에 지니고 있던 텍스트성은 배제되었고 이미지로서의 텍스트가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고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왔다 영상에서의 타이포그래피는 . 

시간성 과 공간성 이라는 확대된 배경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 ’ ‘ ’ . 

의미를 입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공감각에 호소하는 언어를 창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자 속 의미를 담아 시각 내러티브를 전달하되 감성까지 . , 

내포함으로써 극사실적 언어 활용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 

타이포그래피가 단순한 지시적 정보 전달적인 텍스트의 운용을 넘어 가독성과 , , 

조형성을 고려한 텍스트의 순수한 미적가치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한 시각 , 

정보의 완성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의 현대 타이포그래피 . 

연구를 통해 불가피하게 직면했던 한계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 

절충선으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안한다.

영상에서 실용되는 타이포그래피의 본질과 잠재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국가 전략적 상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 영상 ·

표현을 분석하였다 수용자에게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고 정체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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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타이틀 영상은 정보 전달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타이포그래피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본론에서는 타이틀 . TV 

영상을 매개체로 문학적 스토리텔링 구조와 조형적 시각요소들을 , 

결합시킴으로써 동적인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표현 증대를 꾀한다 또한 현대 , . 

타이포그래피의 일회적 성향을 지양하기 위한 변증법적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각 국가별 혹은 방송사별로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속성을 

얼마나 스크린에 반영하고 활용하였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타이틀 디자인의 시각화 과정을 . TV 

통해 방송에서 통용되는 타이포그래피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의 장점은 ,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정점을 모색한다 이로써 향후 . , 

타이포그래피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현대 타이포그래피 타이틀 영상디자인 방송그래픽, , 

학  번  2013-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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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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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과 배경1.1. 

오랫동안 타이포그래피는 단행본 및 잡지 신문 등의 인쇄매체에서 정보전달의 , 

매체로서 기능하였다 과거의 타이포그래피가 움직임이 고려되지 않은 정형화된 . 

글자의 배열 정도였다면 현대 타이포그래피는 문자가 이미지화되어 형태의 변, , 

형 또는 움직임이 추가된 특성을 보인다 기존 미디어의 일방적 동시적 전달이. ·

라는 한계를 극복한 뉴미디어는 수용자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확대시켜 원하는 

장소 및 시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이로써 시간. 

을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등장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글자의 움직임

을 가능하게 하였다 문자는 더 이상 지면 위에 흡착되어 있는 것에 만족하지 . 

않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이미지로써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된 , 

것이다.

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방송사에 소개된 모션 그래픽에 의한 1990 TV 

프로그램 타이틀 작업은 주로 캔버스와 같이 정해진 면적에 할당된 이미지 자

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글자는 정지된 채로 굳건히 화면의 한 구석을 . 

차지하는 역할만 수했했던 것이다 이는 기술적 발전의 한계와도 관련이 깊다. . 

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컴퓨터의 보급 및 기술적 진보는 디지털 영상 제1990

작 분야에 강력한 촉매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과거의 영상 작업은 카메라맨이 . 

촬영한 테이프에 의존한 실사 영상편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사 . 

영상들이 오롯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님을 증명하는 다양한 시도가 등장한

다 순수 그래픽으로만 이루어진 영상과 문자에 부여된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 

다. 

시간성에 기초한 쌍방향 커뮤티케이션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문자는 스

크린에서 주연으로 혹은 조연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미지만으로는 예측만 가능. 

하기 때문에 글자가 나타나고 사라지고의 반복만으로 수용자에게는 스토리텔러, 

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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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의 경직된 인상은 배경 이미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긴장 및 엄숙한 스

크린을 제공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다 글자가 정지된 채로 스크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면 시청자는 메시지를 . 

이미지와 구분하여 확연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RSVP1)원리로 전

환점을 맞게 된다 의 원리는 방송에서 내보내는 정지된 문장에 대한 정. RSVP

보 습득력보다 연속적인 움직임을 가미한 텍스트에 의해 더욱 명확한 기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는 프로그램 타이틀 영상에서 정적인 타. TV 

이포그래피의 적용보다 움직임이 가미된 타이포그래피가 더 필요 적합한 근본

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의 이미지화 라는 새로운 양상은 동시에 타(type as image)

이포그래피의 형상 자체가 물질화되어 변화를 반복하며 본래의 속성을 잃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이론가인 엘렌 럽톤. (Ellen 

은 현대 타이포그래피를 지극히 일회적인 텍스트 라고 지칭Lupton) (Ephemera)

한다 영상에서의 타이포그래피는 빛과 시간성이라는 영상의 기본적인 원리로 . 

인해 디지털 작업의 근본이 되는 픽셀 로 해체된다 이는 글자의 가장 기(pixel) . 

본이 되는 기록과 보존의 기능과도 결별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즉시 사라지고 

마는 일회적인 텍스트로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다 이처럼 인간의 시각에 의해 . 

포착된 순간 즉시 사라지는 영상에서의 타이포그래피는 글자가 지닌 기본적인 

속성과의 결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인식 방식을 변모시키고 있다

는 것에 더 중요한 의의를 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지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스크린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타이포TV 

그래피 사용의 전례를 조사하고 타이포그래피의 근본적인 속성과 비교하여 분, 

석한다 또한 문화를 선도할 책무를 가지는 프로그램의 타이틀 영상 표현을 . TV 

통해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기능적 완성을 목표로 삼는다 영상에서의 타이포· . 

1) 심리학에서 비롯된 시지각에 관한 이론으 RSVP(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 
로 일반적으로 문장 단위의 읽기 방법보다 같은 위치에 연속된 단어 단위의 문장 읽기
가 훨씬 편하고 빠르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12

그래피가 가지는 속성을 고려하여 가독성과 심미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 

결과물을 구현하였다 또한 기존 방송의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의 사례 분석을 . 

통해 향후 타이틀 디자인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영상 속의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인터넷 영화 광고 매체의 표현양, , 

상에 편중되어 있고 한류의 근원지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접근은 아직TV 

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않는 실정이다 영상 매체의 특성상 프로그램은 가장 . TV 

대중적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문화를 선도할 책무를 함께 지니고 있다 영. 

상 매체의 특성상 프로그램은 가장 대중적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문화TV 

를 선도할 책무를 함께 지니고 있다 현재 국내의 프로그램은 일회성 방송. TV 

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수출 상품으로 판매목적을 추진하

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방법 및 범위1.2.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영상 구현 원리와 화면 속 

고정된 텍스트에 움직임이 부여된 작업 즉 현대 타이포그래피가 가지는 움직, , ‘

임 의 속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dynamic movement)’ . 

프로그램 타이틀의 개념 특성 제작원리 방송그래픽 기술 기법에 따른 시TV , , , 

각표현 등 그 본질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타이포그래피와 결합시켜 효과적인 , 

커뮤니케이션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영상의 본격적인 구현을 위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난 요리 프로그램을 논제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요리 프로그램은 대게 . 

주부 또는 젊은 층을 겨냥한 오락용 상업 방송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그동, 

안 소외된 시청자 군으로 인식되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포장 디자인 즉 타이틀 영상 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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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작에 있어 매 분기 미미한 시청률을 올리는 교양 프로그램들의 기성화된 , 

체제 개선에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교육용 아동 요리 프로그램의 타이틀 영상 . 

디자인을 본 연구의 최종 결과로써 제언하고자 하는 바이다. 

제 장 에서는 미디어의 변화에 따른 타이포그래피 성향 분석과 방송그래픽< 2 > , 

에서 활용되는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을 살펴본다 영상에서의 문자가 가지는 기. 

본 요소와 동작 요소를 파악하고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계층구조에 의해 화면, 

에서 전개될 수 있는 양상을 분석한다 또한 원리에 입각한 메시지 전달 . RSVP 

효과를 규명하고 방송그래픽에서의 타이포그래피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하여 논, 

의한다.

제 장 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 영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론을 제< 3 >

시한다 모션그래픽의 시각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이의 표현 기법과 요소를 . 

분석하고 기술 기법에 따른 시각표현의 종류와 범위를 설정하였다, .

제 장 에서는 프로그램 정보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뉴스 드라마 예능< 4 > TV , , , 

교양 프로그램을 비교 대상으로 선점 국 내외 방영 프로그램의 타이틀 영상에 , ·

활용된 모션그래픽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제 장 에서 명시한 현대 타이포그. < 2 >

래피의 여섯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국내 프로그램들의 영상 디자인이 가지는 , 

장 단점 발전 가능성 등을 제언한다· , .

제 장 에서는 연구자의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최종 작품이 나아갈 방향을 설< 5 >

계한다.

제 장 최종 작품 연구에서는 교육용 어린이 요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방< 6 > , 

송 콘텐츠를 구축한다 시각화 도출에서는 아이디어 스케치 요리 콘텐츠 일러. , 

스트레이션으로 타이틀 영상 이미지의 기본 요소들을 점검하고 스토리텔링을 , 

통해 화면을 구성한다.

제 장 결론에서는 최종 작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한계점과 차후 보완< 7 > 

해야할 부분 및 이유 향후 전망에 대해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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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배경이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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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타이포그래피2.1.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양상은 

예술과 기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낳게 된다 모든 오브젝트 에 움직임. (object)

이 부여되면서 수용자로 하여금 정보와 시각적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었

다 이로 인해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공간 또한 종이라는 정적인 공간에서 스크. , 

린 모니터 등 차원의 동적인 영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3 . 

미디어의 흐름2.1.1. 

사회학자 마샬 맥루한 이 명시하는 미디어 의 범주는 신문(Marshall McLuhan) ‘ ’ , 

전신 영화에서 에 이르기까지 세기에서 세기를 거쳐 변화한 년의 , TV 19 20 100

미디어사에 대한 문화사를 의미했다 초기 원시시대의 구어 근대사회 . (Orality), 

최초의 대중매체였던 인쇄 미디어 전신의 발명으로 시작된 전기 (Print Media), 

미디어 전 세계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미디어(Electical Media), 

오늘날의 뉴미디어 까지 미디어의 변화는 단순히 (Digital Media), (New Media) ,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의 진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감각 확장을 가능하, 

게 하였다 이는 수용자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환경과 사고방식 행동 유형 등을 . , 

변화시킨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표음문자 는 책을 구성하는 (phonogram)

정보의 기록과 보급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맥루한은 이를 본. 

격적으로 세계화된 시각의 시대 로서 규명하였다 이로써 인쇄매체의 비약적인 ‘ ’ . , 

발전에 의해 타이포그래피는 자연스럽게 이미지와 분리되어 기능하였다 그러나 . 

타이포그래피 그 자체를 활용한 실험적인 시도와 함께 인쇄 매체에서는 동적인 

형상을 띠는 문자들의 집합 활자의 형 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 ( ) . 形

언어 표현의 권태에서 비롯된 다양성을 갈망하는 거처로서 현대 타이포그래피, 

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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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루이스 캐롤 (Lewis Carroll, 1832-1898) 
타이포그래피에 의한 상    

그림 2 기욤 아폴리네르 (Guillaume Apollinaire, 1880-1918) 
인식 좌 비가 오고 있다 우, 1915 ( ), , 1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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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등장한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등의 전기 전자 미디어는 시 공간의 개념을 , , · ·

초월하게 하였다 전파를 통한 정보 전달로 수용자가 즉각적으로 보고 듣는 상. 

호작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문자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 

가 아닌 인간 감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문화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2 

마침내 타이포그래피는 디지털 미디어를 맞이하게 되는데 문자의 기능이 아날, 

로그 시대에서의 그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글 그림 영상 등 다양한 . , , 

정보가 보존과 이용 측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대치되면서, 

시간 공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고 감각 확장을 통한 다양한 매체간의 상·

호 교신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디지털 매체는 상호 작용성 유 무선의 연결망. , ·

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성 문자 사운드 화상 등 여러 가지 종류의 , , , 

정보가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는 복합성을 보여주며 진보된 양상

을 보이고 있다.3

아날로그 미디어(Analogue) 디지털 미디어(Digital) 

연속적 불연속적
선형 편집(Linear) 비선형 편집(Non-Linear) 

단기간 보존 장기간 보존
복제 후 원본 속성 감퇴 복제 후 동일 속성 유지

보관량 증가 보관량 감소
창작력의 한계 창작력의 극대화

제한적 다용도 출력 무제한 다용도 출력
부드럽고 온화한 영상 재현 선명한 영상 재현
비현실적 주변기기 확장성 현실적 주변기기 확장성

표 1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차이점 

2 송보라 , 타이포그래피와 이미지융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9, p14.
3 김주환 , 디지털미디어의 이해 생각의 나무, , 2008,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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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가상의 이미지들과 타이포그래피는 물리적 공간을 무용하게 하여 기

존의 이미지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정보 전달 외에도 차원 또는 , 2

차원의 공간을 겹쳐놓는 등의 시각적 계층구조를 이루게 되었다3 . 

오늘날의 뉴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물질적 기반을 다지고 시 공간적 ·

한계를 넘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통합적인 형태로 인식된다 이에 타이포. 

그래피 영역은 모니터와 스크린과 같은 동적인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다시 말. 

해 문자에 시간 공간 속도 무게 소리 등의 극사실적인 차원의 효과들이 더, , , , , 

해지면서 타이포그래피의 이미지화 시대의 정점을 맞이하게 ‘ (Type as Image)‘ 

된다 이미지로서의 문자는 수용자의 시각 청각 촉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 , , 

한 형태로 변형 해체 왜곡되기도 한다 이로써 현대 타이포그래피는 문자 이상, , . 

을 전달하는 일환으로 이미지와의 자유로운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

는 양상을 밝히게 된다.

      

그림 3 Cees W. de Jong, Type: A Visual 
History of Typefaces and Graphic 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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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타이포그래피2.1.2. TV

디지털 영상 작업이 방송에서 또한 보편적 추세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방TV , 

송 그래픽에서는 타이포그래피의 실용적인 쓰임을 위해 영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어 화면을 구성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문자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 . 

감성을 전달하거나 움직임을 가미하여 언어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그, 

것이다 또한 소리 요소와 결합하여 시각적 리듬과의 조화를 꾀하여 보다 극대. 

화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타이포그래피와 방송의 긴밀한 관계는 그 자체가 오롯이 영상만으로 구성TV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방송사 혹은 프로그램 제목을 비롯한 자막과 정보의 제공, 

이 필수불가결하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광고 뉴스 스포츠 예능 드라마 교육. , , , , , 

용 프로그램 등 적재적소에 응용된 문자들을 통해 시청자는 영상에서 프로TV 

그램의 개략적 정보 성격 또는 내용 등을 짐작하고 화면에 출력된 글자에 의, , , 

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 과거에는 정적인 글자의 화면 노출이 시청. 

자가 보다 명확히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예측하였다 그러나 . 

오늘날 심리학자들의 RSVP(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4 연구는 움직임 

이 없는 글자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력보다 움직임이 가미된 텍스트에 더 민감

하게 반응하고 기억이 지속된다는 새로운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다.5 다시 말해 , 

적절한 템포의 움직임이 가미된 텍스트가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대 타이포그래피는 시각물을 보다 신속하게 보여줄 . 

수 있는 귀결로 성장하였으며 수용자로 하여금 영상에서의 타이포그래피가 더, 

욱 친숙한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4 심리학에서 비롯된 시 지각에 관한 이론으로  RSVP(Rapid Serial Visual Perception): ·
일반적으로 문장 단위의 읽기 방법보다 같은 위치에 연속된 단어 단위의 문장읽기가 사
람들에게는 훨씬 편하고 빠르다는 것에 착안한 것.

5 조용규 , 무빙 타이포그래피에 의한 방송 타이틀 영상 표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 , 
문, 2006,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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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뉴스 스포츠 예능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 , ,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예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의 타이포그래피는 각 방송사 또는 프로그램의 독자적인 , 

아이덴티티 확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오늘날 케이(identity) . , 

블 방송과 위성 방송에 따른 다채널 시대는 각 프로그램의 타이틀 차별화에 대

한 경쟁 과열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양상으로 프로그램 및 채널의 대외적 차별. 

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써 보다 확고한 아이덴티티 확립이 강구된다 방송에. 

서의 타이포그래피 활용은 이러한 채널과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각

인시킬 수 있는 활력의 기폭제로 작용될 수 있다. 

타이틀의 개념 및 특성2.1.3. TV 

프로그램 타이틀은 일반 시청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면서도 그 중요성을 TV TV 

크게 인식하지 않는 시각 영역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타이틀의 배. , 

경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타이틀 영상이 시작되면 시청자는 그 프로그램의 시작

을 인지한다 이러한 인간의 움직임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 이는 영상. . 

의 시간성에 기초한 인간의 반응이다 프로그램 타이틀이 전파를 타고 수상. TV 

기로 전송될 때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맞이할 준비 신호를 보내는 약속처럼 ,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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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타이틀은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특성을 시 청각적 표현 방법인 모TV ·

션그래픽으로 구현한 영상이다 즉 해당 프로그램 고유 속성을 함축하여 방송 . , 

정보의 내용물을 포장한다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분별력을 .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선택을 유도한다 제작 방식은 영화의 그, TV .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 1

록 실사 혹은 그래픽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글자를 출력하여 보다 명확한 , 

정보를 제공한다 타이틀 영상작업은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 영역과 비견될 수 . 

있으나 제한된 시간성과 정보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경우 시각적 구두, , 

점 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각적 구두점은 선 기호 여백 등(Visual Punctuation) . , , 

의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각적인 강조나 연결 또는 분류 등을 가능하게 한, 

다 이것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뜻이 명확해진다. .6 영상 디자이너 

는 분이내의 짧은 시간에 시청자의 선택 욕구를 급상승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1

다.

그림 5 최근 종방연한 응답하라 의 타이틀 디자인 tvN ‘ 1988’
시작을 알리는 사운드와 함께 화려한 화면 구성으로 프로그램의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창조한다.

6 Rob Carter-Ben Day-Philp Meggs, Typographic Deisgn, Van Nostrand Reinhold, 
1985,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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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그래픽과 타이포그래피2.2. 

타이포그래피의 기본 요소2.2.1. 

타이포그래피는 활판인쇄술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 

그 의미의 폭이 넓혀진다 오늘날의 타이포그래피는 이미지 타입 그래픽요소. , , , 

색채 레이아웃 등 디자인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정의된다, . 

글자 모양⑴ 

문자의 형 은 어떤 정보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방송 자막이나 프로그램의 제( ) , 形

목 출연진이나 그 외의 알림 문구 등 그 쓰임새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러한 , . 

멀티미디어용 글꼴은 방송화면의 성격이나 모니터의 밝기와 같은 질감과 환경

을 고려해야 한다 영상매체에서는 인쇄매체와 같은 본문크기 포인트 정도 를 . (10 )

쓰면 세리프 돌기 가 표현이 안 되고 글자가 엉켜 보이거나 획의 구분이 (serif· )

안 되어 가독성 이 떨어진다(legibility) .7 

그림 6 세리프와 산세리프의 구분 

7 윤영기 , 윤영기의 한글디자인 도서출판 정글, , 199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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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디지털 방송 체제로 아날로그 방2010 , 

송의 기술적 한계점을 보완한 는 글자 표현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게 HDTV

된다 아날로그 에서 가독성의 문제로 쓰지 않았던 글자 활용 범위가 매우 . TV

넓어진 것이다 기술적 환경 주사선 및 해상도의 문제 이 해소됨에 따라 가독성. ( )

이 떨어지는 이유로 사용을 하지 않았던 글자체들의 부분적 활용이 용이해졌다. 

글자 크기⑵ 

모니터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방송그래픽의 글자 크기는 보편적으로 시청하는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다 영상화면에 적당한 글꼴의 크기와 그에 맞는 비례TV . 

는 영상 구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그리드 시스템에 기준하여 통일성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콘텐츠에 부합하도록 화면 구성. 

에 맞는 글자 크기를 선택해야 한다.

글자 색상⑶ 

색상의 선택과 조절은 프로그램의 질과 방송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

을 한다 특히 에서는 고선명 고화질로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늘어났고. HDTV , , 

이전보다 자연스러운 색상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타이포그래피의 요소 중 . 

시각적으로 보다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글자의 색상은 해당 프로그램의 아

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레이아웃⑷ 

글자의 배열은 화면 구성에 있어 가독성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 방송그래픽에서 글자의 모양과 색상이 미적요소로 작용될 수 있지만 시청. , 

자에게 정보 전달을 위해 가독성을 고려하여 배열하는 것 또한 타이포그래피의 

실질적인 구실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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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의 동작 요소2.2.2. 

속도(speed)⑴ 

프레임 안에서 타입이 이동하는 거리와 시간은 타이포그래피의 애니메이션 속

도 조절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이동 또는 강조의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 일정. 

한 수의 프레임에서 그 거리에 해당하는 프레임 수를 늘리면 움직임의 지속시

간이 길어진다 반면 같은 거리에 해당하는 프레임 수를 줄이면 움직임의 지속. , 

시간이 그만큼 짧아져 덜 자연스럽고 빠른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는 전달하고자 . 

하는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속도에 의한 감정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방향성(direction)⑵ 

글자들은 생성된 방향이나 읽혀지는 방향으로 운동감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시. 

청자의 시선의 움직임도 글자의 생성된 방향이나 이동방향에 따라 변환될 수 

있다 글자의 방향을 자주 바꾸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일정한 방향성을 . 

가짐으로서 안정된 시각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독성을 위해 문자를 가로쓰기로 . 

상단 중단 하단으로 쓰고 정지된 것보다 움직임이 있는 것이 주위를 보다 끌 , ,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의 시선을 택한다, .8

카메라 시점의 변화⑶ 

영상화면 제작 시 카메라의 시점이 시청자의 시점과 부합되므로 카메라 시점의 

변화를 통해 같은 이미지에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카메라의 시점 회전과 줌인 의 기능은 영상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시점 (zoom-in)

변화를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에서 글자 표현 역시 카. TV

8 김정심 , 타이틀 디자인의 시각요소에 관하여TV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2001,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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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 시점의 변화를 통해 다각도의 시선에서 글자의 움직이는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부분적으로 비가시적인 이미지를 카메라 시점 변환을 통해 보여줄 수 있

다. 

변형(morph)⑷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몰핑 효과는 이미지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연속해서 보여줌으로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미지에서 이미지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타이포그래피 역시 이미지화 과정을 통해 몰핑 효과를 . 

줄 수 있다 문자와 문자사이 또는 문자와 이미지 사이의 결합과 해체로 자연스. 

러운 변형이 가능하며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그림 7 타입의 중첩을 사용하여 모션을 보여주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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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계층구조2.2.3. 

영상에서 활용하는 타이포그래피는 스크린 방송화면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 , 

통해 움직임 에 관여된 설계가 가능해졌으며 차원의 공간 표현이 가(moving) , 3

능한 시각 이미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미디어 구조에서 타이포그래. 

피는 시각적 계층구조를 갖게 된다. 

화면에서 작고 선명하지 않은 타입은 시청자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시

각적 착각을 불러온다 반대로 크고 선명하고 뚜렷하면 가까이에 있는 오브젝트. 

로 인식되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제작 단계에서는 이러한 심. 

리적 거리감과는 무관하게 계층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시각적 계층구조의 차. 

이는 시각위계와 제작 위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다. 

시각 위계는 시청자의 관점에서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화면의 위치 서열이며, 

제작 위계는 제작자의 관점에서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오브젝트의 서열이다 시각 위계에서 노출되는 공간감은 크기 중첩 배치. , , , 

원근 투명 등의 평면적 배열에 기초한다 드로잉이나 회화 인쇄 같은 평면 , . , 

예술의 경우 화가는 흔히 공간감이나 깊이감을 주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 

공간성이란 단지 환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종이나 캔버스 또는 판지 위에 . 

표현된 것들은 본질적으로 평면이기 때문이다.9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계층구조 역시 화면이라는 평면의 지배를 피할 수 없다 그림 . < 8>10 참고 

9 데이비드 라우어 스티븐 펜탁  , , 조형의 원리 예경, , 2002, p172.
10 시네마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해, 2008, accessed 28th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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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네마 타이포그래피에서의 시각적 계층구조 

움직임이 있는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그래픽 영상은 제작자의 사전기획에 의해 

각 타입 오브젝트를 배열하여 화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사 영상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으로 압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성에 의해 가상의 오

브젝트를 생성하고 제어할 능력이 요구된다.

컴퓨터그래픽에서 레이어에 의한 합성처럼 타이포그래피에서도 레이어 중첩표

현은 단지 오락적인 것 이상의 탐구와 유희를 탐닉케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제. 

목이나 본문의 교차 돌출 겹침을 지향하는 레이어에 의한 뒤범벅이 된 디지털 , 

타이포그래피는 일명 랩 타이포그래피라고 한다 이처럼 언어의 본질에 헤체적. , 

이고 순환적이라는 학설이 있을 정도로 현대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에서는 다양

한 질감표현과 이질적인 표현을 위해 더할 나위 없는 독창적인 결과를 얻게 한

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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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글자의 시작은 면으로 확장되었고 다시 축을 활용한 , Z

구조체로 발전한다 이러한 타입의 발전 배경은 글자를 읽히는 정보 제공자로서. 

의 역할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화면을 장악하는 이미지로서 확대 해석하려는 움

직임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림 . < 9>12 그림 참고, < 10> .

그림 9 축의 공간과 축의 단방향성 z z

11 임규정 이재익 , , 디지털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창의적 그래픽 가능성 연구, 디지털디자인 
학연구 제 호10 , 2005, p309.

12 시네마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이해, 2008, accessed 28th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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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타입 활용의 예 그림 점과 선에 의한 타입  1,2,3 ( 1. , 
그림 면에 의한 타입 그림 축을 활용한 타입2. , 3.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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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과 차원 그래픽의 구분은 제작 단계에서 어떤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였2 3

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왜냐하면 출시되는 각 프로그램은 혹은 의 제작. 2D 3D

방식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밝히기 때문이다 차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 2 3

원 표현을 모방하였다고 그래픽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프로그램3D . 2D 

은 그래픽 작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고 프로그램은 그래픽 작업3D , 3D 2D 

을 손쉽게 처리할 수 없다 이는 각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 양상이 다르기 때문. 

인데 그래픽 작업은 평면에 밀착된 여러 장의 레이어 조합으로 화면을 구, 2D 

성하지만 는 공간에서의 다양한 오브젝트 생성 및 배치를 단지 화면이라는 , 3D

출력 방식으로 보이게 하는 구조를 취한다.

차원 그래픽2 차원 그래픽3

축 활용X, Y 축 활용X, Y, Z

평면 이미지 생성 공간 오브젝트 생성

카메라 시점 고정 혹은 편법 이동 카메라 자유 이동

특정 프로그램 효과만 조명 지원/ 다양한 조명 기본 지원

레이어 중심의 이미지 편집 현실과 흡사한 오브젝트 편집

회화의 작업방식과 유사 조소의 작업방식과 유사

엄격한 통제와 제한된 환경 유연한 작업 환경

한 방향에서 보이는 외형만 인식 카메라의 자유이동에 의한 입체 인식

표 2 차원별 그래픽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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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문제점2.2.4. RSVP 

개념의 접근 방법은 이미 지각심리RSVP(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학13에서 시작되었으나 카네기 멜론 대학 의 수구(Carnegie Mellon University)

루 교수에 의해 연구되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Suguru Ishizaki) . 

그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을 가, 

르치면서 디지털 매체들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방식들과 복잡한 정보들을 무

빙 타이포그래피로 연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빠르게 연속적으로 화면에 출력. 

되는 텍스트의 움직임에 시청자가 주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보는 사람의 시, 

선의 위치를 추적하고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 속에서 . 

타이포그래피의 크기 색 또는 위치에 따른 반응 등을 연구하여 시각적 감성을 ,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이다 수구루 교수가 제시하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Kinetic Typography)14의 표현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단순할수록 좋다a. .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라b. .
고착된 텍스트들을 움직여라c. .
월트 디즈니로부터 배워라d. .
소리를 듣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라e. .
리듬을 갖고 춤추게 하라f. .
여백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휴식을 주어라g. .
고정된 텍스트를 반복하지 마라h. .15

13 지각심리학 유기체가 감각기관을 통해 환경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여 지각 :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주된 연구대상과 방법에 따. 
라 생리학적 정신물리학적 그리고 인지적 접근으로 나뉜다, . 

14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글자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주어 무엇인가 (K inetic Typography): 
를 표현하는 기술 움직이는 글자 영어로 , . Type in motion, Moving type, Moving 

등으로 정의된다text, Moving letters, Motion typography, Motion graphics .
15 장원근 , 폰트 타이포& , 디자인정글, 2003, accessed 8th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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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uriel Cooper, David Small, Suguru Ishizaki, Lisa Strauseld, 
Still from Information Landscapes, 1994

인간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영상만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움직임이 빠른 글. 

자의 지속적인 등장은 자칫 피실험자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형태지각의 . 

한 분야인 는 심리학에서 띄어쓰기에 의한 단어 및 문장의 연속적이고 분RSVP

명한 색상으로 구분되는 형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이 

완전 분리되어 개별적 색상과 형태까지 연구해야만 하는 영상 분야에 접목시키

는데 약간의 한계도 있다 하지만 텍스트가 화면에서 왜 움직여야만 하는가. TV 

에 대한 물음에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만 

한다.

다음 표 < 3>16는 원리를 발전시켜 무빙 타이포그래피 표현에 적합하도록 RSVP 

구체화시킨 것이다 텍스트의 움직임은 기계적인 움직임보다 생명체와 흡사한 . 

방식으로 행동할 때 시청자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텍스트를 생명체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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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상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나 동물과 같은 팔과 다리 등이 부

착된 오브젝트와 텍스트의 중간 형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글자는 실사 . 

영상이나 그래픽 이미지와 완전히 별개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잘못이다 각 . 

영역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창작의 기회를 좁힌다면 제작 영역이 줄어들고 시청

자의 공감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규칙 주 의 사 항

규칙1
생명체의 움직임에 주목하라
움직임의 출발점은 생명체에서 시작된다

규칙2
몰핑에 의한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라
글자와 그림의 중간 형태에 관심을 갖는다- 

규칙3
글자를 그림과 분리된 개체로 이해하지 말라
그림과 글자는 동반자 관계이다

규칙4
단순한 형태로 출발하라
움직임이 가미된 형태는 단순할수록 인지도가 높아진다

규칙5
기존에 갖고 있던 성격들을 과감히 탈피하라
워드작업의 속성에서 벗어난다- 

규칙6
움직임이 없는 텍스트를 반복하지 말라
이러한 작업은 강조가 아니라 무성의이다

규칙7
차원에 대한 지나친 편식을 자제하라
시청자는 차원이 아니라 감각에 매료된다

규칙8
애니메이션 영화의 제작방식을 습득하라/
무기체를 유기체로 표현하는 역사적 방식이다

규칙9
소리를 듣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로운 도구로 표현하라
소리없는 현실세계는 없다

규칙10
리듬을 갖고 춤추게 하라
리듬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규칙11
여백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휴식을 주어라
인간에게는 누구나 휴식이 필요하다

규칙12
현미경처럼 글자의 일부분을 확대 축소하라/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표 3 텍스트의 움직임에 관한 규칙 

16 장원근 키네틱타이포그래피의 주창자들 , , Adobe e-magazine July 2001,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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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편으로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동향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피력되기도 

하는데 바로 그래픽 디자인 이론가 엘렌 럽톤 이다 그는 오늘날, (Ellen Lupton) . 

의 타이포그래피를 지극히 일회적인 텍스트(Ephemera)17라고 지칭한다 타이포. 

그래피가 디지털 작업의 근본이 되는 픽셀로 해체되고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되짚는 이론이다 이는 글자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록과 보존의 기능과도 결별. 

할 뿐 아니라 보고 듣는 즉시 사라지고 마는 일회적인 텍스트로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다 이처럼 인간의 시각에 의해 포착된 순간 사라지는 영상에서의 타이포. 

그래피는 글자가 지닌 기본적인 속성과의 이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인간

의 인식의 방식을 변모시키고 있다는 데 더 중요한 의의를 둘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그림 12 Dutch Design Studio LUST, 
Type/Dynamics Instrallation, Stedelijk Museum Amsterdam

17 Roxane Jubert, Forward for the book ‘Typography and Graphic design’, 
Flammarion, Pari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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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2>18는 공간을 초월하고 형태의 재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현대 타이포

그래피의 현주소를 영상 인스톨레이션을 매개체로 표현한다 이로써 영상에서의 . 

타이포그래피는 동작을 갖는 즉시 일회적 성격이 불가피한 정보 전달의 매체로, 

서 현대 미디어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제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완할 . 

수 있는 시각적 기능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그림 13 일회적 성격을 가지는 현대 타이포그래피 
Dutch Design Studio LUST
Type/Dynamics Instrallation, Stedelijk Museum Amsterdam

18 Laura Feinstein, Step Into A Real Life Matrix, 2013, accessed 30th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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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그래픽에서 타이포그래피의 특성2.2.5. 

시간성⑴ 

타이포그래피의 화면 출력 자체만으로는 시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글. 

자에 움직임이 부여되면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 영상광고TV 

에서 타사 상업광고가 초로 제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적절한 시간적 제15 . 

약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영상광고의 역할을 지. TV 

니게 될 때 일단 대중을 상대로 방영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지니게 

된다 동적 텍스트는 인쇄 매체처럼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고 음성 매체처럼 . , 

금방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19 

그림 14 영상광고의 예 TV 

19 박효신 , 으로서의 에 관한 연구Visual Storytelling Type in Motion 디자인학연구 제 , 
호37 , 2000,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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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형태의 변화를 대변한다 형태가 변화되지 않는 대상에는 시간이 존재하. 

지 않는다 시간성에 대한 연구는 동적인 매체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 

다루어져 왔다 동적인 요소로 구체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이 . 

누락된 움직임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대상의 형태를 다. 

루는 기술은 의미전달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커뮤. 

니케이션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의미 전달에 주목 효과를 유발하는 적극

적인 표현방법이다.20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은 되돌리기 어려우나 실사 및 그래 

픽 영상에서는 가능하다.

역동성⑵ 

글자는 움직임이 없어야 읽기 쉽다는 고정관념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 

영상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곳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시청자의 

시선은 글자 밖의 다른 여러 요소로 분산된다 따라서 글자에 적절한 역동성을 . 

부여할 때 시각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더욱 강조된다.

역동이란 힘있게 움직이는 상태를 지칭하듯 정지된 텍스트의 움직임을 보다 활, 

발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동적 타이포그래피에서의 역동성은 정. 

적인 타이포그래피에서는 표현하기 힘들었던 감정과 어조 등 준언어적

표현까지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글자가 지니는 커뮤니케이션(paralanguage) . 

의 효과적 측면에서 부족한 의미 전달이 보완되고 적극적으로 수신자에게 전달

되는 표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1 그림  < 15, 16>

20 조용규 , 형태연구 미디어, MJ , 2003, p92.
21 이형윤 , 타이포그래피의 속성을 활용한 무빙 타이포그래피의 표현연구 상명대 석사학위 , 
논문, 200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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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역동적 텍스트의 예  1, La Escalera, MTV

  

그림 16 역동적 텍스트의 예  2. Understanding Isram, Channel One, Dubai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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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⑶ 

무빙 타이포그래피는 스틸 이미지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시퀀스. 

파일이라 하며 시퀀스 파일이 초당 프레임(sequence) 30 (NTSC22의 경우 으로 )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스런 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 2D 

원본 프레임을 배로 복사하여 초당 프레임으로 제작하는데 이 역시 8~12 2~3 24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스크린 영상이 관객으로 하여금 관심을 단절시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그림 17 텍스트의 흐름 연속성 , 

그림 와 같이 글자의 교차 정렬 분산 집합 등장 퇴장 크기 각도 색상 < 17> , , , , , , , , 

등의 연속된 비선형 적 변화로 글자가 생명력을 지니게 되어 동적(Non-linear)

인 타이포그래피가 완성된다 이는 과거의 타이포그래피가 고수했던 활자 시스. 

템에 갇힌 한계를 뛰어넘고 자연 환경적 속성을 반영하여 연속적인 움직임을 , 

통해 문자의 이미지화를 꾀한다. 

22 미국의 텔레비전 표준방식 검토위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원회 이곳에서 규정된 표준 방식이 방식이다. NT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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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성⑷ 

텍스트에서 운율은 시청자의 반응을 강조 템포 억양 리듬 등으로 관찰하게 된, , , 

다 호수 표면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반복적인 리듬이 전개되며 강한 템포로 . , 

비가 내리면 호수면과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다 많이 쏟아지면 억양이 강하게 . 

그리고 점차 약하게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잠잠해지게 된다 이러한 반응은 시간. 

이 지속될수록 다양하게 전개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지루하지 않게 시청각적 .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제작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에 파악해 낼 . 

수 있다 시의 기승전결 구조와 소설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스토리 . , , , , 

전개방식과 유사한 시청각적 흐름이 동적 타이포그래피에서 재현되어야 하며, 

이 같은 작업이 감흥을 고조시키는데 적합한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의 연속적 흐름이다 이 흐름에 리듬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 

지루한 연장선상으로 글자의 애니메이션이 제한된다 지속 은 타입이 . (duration)

충분히 읽힐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판독성을 획득할 수 있고 요소들 간

의 위계를 확립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이 된다 휴지 는 시각적 휴식. (pause)

을 허락함으로 다음 장면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시킨다.23

조화성⑸ 

타이포그래피는 배경음의 등장 없이 스틸 이미지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 

나 움직임이 부여될 때 다른 동영상의 기본 속성과 마찬가지로 배경음과 조화, 

로운 흐름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운드가 제공되지 않는 영상은 감상의 묘미를 . 

격감하게 만든다 또한 제공된 경우에도 영상과 그 맥락이 같아야 시청자는 영. 

상에서 이탈된 느낌을 갖지 않는다 사운드와 영상의 조화는 어느 하나를 기준. 

으로 제작되어질 때 보다 매끄럽게 전개될 수 있다 일정 길이의 영상을 기준으. 

로 할 때는 사운드의 단순 편집 그 이상의 노력이 요구된다 각 프로그램 타이. 

23 Matt Woolman, Jeff Bellantoni, Moving Type Designing for Time and Space, 
RotoVision, 2000,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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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대변하는 특정 길이의 사운드가 준비된 후에 템포에 맞는 영상작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움직임과 결부된 시간 속도 애니메이션 소리 등의 . , , , 

개념과 이를 통한 지각 심리 감정 표현 등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공간적 표현과 , . 

상황의 많은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24

  

그림 18 영상과의 조화성 , 
미국의 유선방송 의 다큐멘터리HBO , The Search of Bin Laden.

  

글자는 형태상 거친 외관을 지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움직임을 부여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들이 제멋대로 움직일 때 그 어느 표현보다 해독하. 

기 어렵다 특히 각 나라의 언어 마다 형태의 높낮이와 폭이 일정치 않기 때문. , 

에 리듬에 맞게 애니메이션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동일 이미지 소스를 . , 

이용하여 다른 언어로 스크린에 표현하면 시청자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림 . <

은 화면의 타입 구성요소가 조형의 원리를 철저히 반영한 예시로 적합하다18> . 

24 장미정 , 무브먼트의 그래픽 표현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 199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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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텍스트성⑹ 

타이포그래피가 글자의 속성에서 출발하였으므로 한글 워드작업과 유사한 텍스

트로서의 글자와 비트맵으로서의 이미지 이 두가지 속성을 움직임의 개념이 추, 

가될 때 지니게 된다 이들은 모두 화면에서 동일한 글자의 형태로 나타난다. . 

그러나 텍스트 속성을 유지한 형태와 그림의 속성으로 변형된 글자로 양분되어 

화면에 등장한다 이 두 가지는 분명 텍스트로서 화면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무. 

빙 타이포그래피의 특질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텍스트로서의 글자는 다양한 그래픽 속성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료한 시

각적 표현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그림파일 속성의 글자는 위의 단점을 , 

보완하고 있으나 일단 알파 채널이 지원되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면 글(alpha) 

자체를 비롯한 작업과정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또다른 단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표현방법에 대한 선택은 그래픽 효과의 적용여

부에 따라 다르다. 

변형에 대해 존스 는 정신적 장애물의 제거에 대한 예를 설명하면서(J.C. Jones) , 

기존의 불만족스러운 해결안 혹은 그 일부에 적용될 수 있는 변형 방법으로 오

스본 이 제안한 대용 개조 수정 확대 축소 차용 재배열 반전 결합 (1963) , , , , , , , , 9

가지 변형 규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변형이란 패턴을 만드는 행위를 지칭. 

하며 이 변형의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창조성이 명확히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 

창조적인 비약이나 내적인 비약은 이 프로세스에서 일어나게 되며 따라서 가장 , 

중요한 단계이면서 가장 까다로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25

이미지와 글자로 양분되어 그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정당할 경우 글자, 

는 텍스트로서 그 속성을 지탱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타이포그래피에 의한 생명

력 표출과 아날로그 성향의 자연스런 느낌 반영 측면에서는 탈텍스트된 이미지

25 J.C. Jones, Design Method, Van Nostrand Reinhold, 1992,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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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소스가 화면의 조화로운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탈텍스트성이 가미된 . 

표현기법은 글자의 가독성에서 이탈한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자음과 모음 . 

혹은 단어나 문장의 실루엣이나 아웃라인의 조형미를 장식적으로 화면에 서술

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글자는 읽히고 정보를 전달해야만 한다는 . 

관습에서 벗어난 텍스트의 반란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글자가 의 직사각. TV

형 영역 내부에서 자유롭게 그 생명력을 이어갈 때 화면구성이 윤택해지고 신, 

선한 자극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19 텍스트 좌 와 탈텍스트 우 ( ) ( )

  

위의 그림은 타이틀에 적용된 텍스트로서의 표현과 탈텍스트로서의 표현을 TV 

보여준다 좌측의 스틸 이미지는 폰트의 형태와 레이아웃에서 조형미를 발견할 . 

수 있고 텍스트 속성을 온전히 화면에 연출시킨 경우로 가독성과 판독성에 유, 

리하다 우측의 이미지는 텍스트 소재 활용 측면만 파악할 수 있을 뿐 내용을 .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동적인 상태에서는 독립된 오브젝트 로 인식되며. (object) , 

회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종의 예술 작품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탈텍스트성은 . 

텍스트라는 기본적인 요소에서 작업의 시작이 이루어지지만 분열된 장식미를 , 

고수하며 발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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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송그래픽의 시각적 효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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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영상과 모션그래픽3.1. 

프로그램의 인트로 는 도입부 설정에 있어 영상 그래픽 제작에 가장 중요(intro)

시되는 부분이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수용자로 하여금 시각적 몰입을 유도하. 

고 집중도를 향상시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개략을 설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

법이기 때문이다. 

 

모션그래픽 표현 기법3.1.1.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s)26는 시간과 공간의 시차를 두어 동작의 움직임을 , 

광고나 영상매체 이미지로 표출시키는 목적의 동영상을 통칭하는 말이다. 

시대의 트렌드 와 유행 진보적 성향을 띠기도 하며 영상물의 총체적인 (trend) , 

표현 기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도비사 가 개발한 애프터 . < (adobe)>

이펙트 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접근 용이한 것이 특징이기 (After Effect) ,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 대중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모션그래픽은 표현 . 

시의 어려움보다는 차별화된 디자인 개발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컴퓨터의 발달로 대중화 성격을 갖는 소프트웨어 툴이 보급되었지만 보다 , 

효과적인 시각적 표현을 위해 콘셉트 선정과 명확한 스토리텔링 전달하고자 , 

하는 메시지 등이 타이틀 영상 안에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주목성의 . 

확립을 위해 시각화의 기술 표현 방식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26 영상이미지나 애니메이션에 활용되어 쓰이는 기술 모션픽쳐 라고도  ‘ (motion pictures)’
불리며 컴퓨터그래픽 툴을 활용하여 스틸 동영상 이미지에 시간차를 두어 효과를 부, , 
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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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어도비 사의 프로그램 중 영상과  < (Adobe)>
음향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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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구상은 상상력의 기획 즉 스토리보드 에서 판가름이 난다 모, (storyboad) . 

션그래픽 제작은 영상의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된 상태에서 제작에 임하

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론적 배경이 만들어졌다면 다각도에서 해석할 . 

수 있는 디자이너의 창작 능력과 표현력이 요구된다 창의성은 오랜 기간 숙련. 

된 감각 기능과 경험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모션그래픽은 기술과 창의성의 함. 

축적 표현 전달이라고 제언할 수 있다. 

그림 21 선택 선거 방송 오프닝 타이틀 MBC 2014 

    

한 사례로 에서 년 제작된 선거 방송 오프닝 타이틀이 그 사례에 해MBC 2014

당한다 현대적인 감각과 함께 보여진 의 사옥 이미지 밝고 희망적인 메. MBC , 

시지를 전달하는 역동적인 움직임 등이 카메라 시점의 변화VFX, , dynamic 

파티클 효과 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또한 곳곳에서 등장3D particle( ) . 

하는 타이포그래피의 적재적소한 활용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시적으

로 보여준다 마지막 시퀀스의 빌딩 꼭대기에 설치된 타이포그래피는 시청자의 . 

시각적 주목성과 관심을 유도한다 적절하게 융합된 영상 이미지들로 시간적 지. 

루함을 최소화하였고 오프닝 타이틀로서의 전개 방식도 효율적으로 맞아떨어진 , 

제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질적 효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제의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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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표현 방식의 선택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즉 실무 제작의 입장에 있는 . , 

시각 디자이너들의 기량과 제작 형태 등이 이 시점부터 차별화되는 것이다.

모션그래픽 표현 요소3.1.2. 

본 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적 측면 을 고려하여 모션그래픽이 효과적인 메시지 ‘ ‘

전달을 위해 의미 생산과 전달 피드백의 과정이 구성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어, 

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여 이해한다 표현 상의 구성 요소는 기호 수사. (sign), 

내러티브 상호작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rhetoric), (narrative), (interactive) . 

기호(sign)⑴ 

기호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모션그래픽을 구성하는 시각적인 요소들은 하나의 

기호로 간주된다 뿐만 아니라 시간 움직임 사운드. (time), (movement), (sound), 

색 등도 하나의 기호이며 이러한 기호들은 의미를 생산해 내고 메시지(colour) , 

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들은 의미를 생산해 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 

것이다 기호 표면과 기호 내용 관계로 의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호를 . . 

세부적으로 나누면 도상 지표 상징 으로 설명할 수 있다(icon), (index), (symbol) .

수사(rhetoric)⑵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설득적 효과를 중심으로 수사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미지의 유사관계에 근거한 은유 와 인접관계에 근거한 , (metaphor)

환유 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metonymy) .

지표 모션- (index)
지표모션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기호적 특징으로 하여 모션그래픽에 표현되는 
것으로서 추상적 이미지가 점차 제공하려는 정보의 형태로 바뀌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상징 모션- (symbol)
상징모션은 규칙 규약에 의해 만들어진 기호의 상징성을 모션으로 표현한 것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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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기호특성을 의미한다 컴퓨터와 디지털 환경에 대한 . 
이해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정보와 의미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시대나 
상황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상징모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은유 모션- (metaphor)
수사적 의미전달 체계는 움직임의 설득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은유는 한 . 
기호에서부터 다른 기호로의 전환을 가져다주며 모션그래픽을 디자인하는데 있어 쉽, 
게 차용되는 방식이다.

환유 모션- (metonymy)
은유적 수사법과 함께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환유는 부분이 전체를 지시하는 방식의 수
사법으로 클로즈업된 여러 오브제들을 거칠게 나열하고 지문을 자르고 종이를 붙이, 
는 등 영화 내용에서 펼쳐질 살인행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동의 일부분만 묘사하
는 영화 의 타이틀 디자인이 예이다SEVEN .

내러티브(narrative)⑶ 

내러티브는 모션그래픽을 구성하는 이야기 구조의 종합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스토리텔링 미리 정해놓은 각본 시, (storytelling), , 

나리오 이야기의 최소단위 신 사건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의 연(scenario), (scene), 

결인 플롯 등으로 구성된다(plot) .

신 의 모션- (scene)
가장 짧은 단위의 모션그래픽으로 한 신 으로 이야기의 전개를 마치는 기본단(scene)
위의 모션이다 주로 아이덴티티 모션에 이용되며 초 이내의 길이를 가지는 모션. , 10
형식을 말한다.

플롯 모션- (plot)
플롯은 여러 개의 신을 순차적 혹은 비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내러티를 형성하는 모션
이다 신의 연결방식이 이야기 구조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는 모. 
션형식을 말한다.

스토리텔링 모션- (storytelling)
스토리텔링 모션은 신 혹은 플롯형태의 모션을 이야기 구조가 되게 구성하여 전개함
으로서 전체가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는 모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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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interactive)⑷ 

미디어의 발달은 모션그래픽을 스마트한 매개체로 성장 변모하는 환경을 제공, 

하여 정해진 내러티브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소극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방, 

법으로 진화하였다 피드백 과정을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 

이 모바일 유비쿼터스 가상현실 과의 피드백 현상에 가상세계가 , , (virtual reality)

증강되어 혼합된 증강현실 과의 피드백등이 가능하게 된 것(augmented reality)

이다.

상호작용의 관계는 피드백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시간 의 흐름을 (time)

근거로 피드백 모션과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공간 의 관계 (space)

속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 모션으로 구분할 수 없다.

시간 피드백 모션- (time)
웹 게임 쌍방향 모바일 기기 등의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시, , TV, GUI
간차이를 두고 주고받는 피드백 모션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컴퓨터에 전, 
달하거나 혹은 컴퓨터에서 피드백을 보내오는 모션 등을 의미한다.

공간 피드백 모션- (space)
공간피드백 모션은 다른 공간과의 실시간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모션으로 모바일 증, 
강현실 등의 뉴미디어와 융합되어 가상공간과 현실과의 피드백 혹은 멀리 떨어져 있, 
는 공간과의 피드백을 모션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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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법에 따른 시각 표현3.2. 

형태 관계에서의 모션3.2.1. 

점 선 면 이미지 등 구체적 형태관계를 나타내는 모션으로 그래픽 요소의 상, , , 

관관계를 근거로 한 분류체계이다.

선 모션(line)⑴ 

모션그래픽에서 점 선 면의 그래픽 모션은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특히 선, , , 

모션은 율동감과 운동감등의 표현이 탁월하고 형태의 응용범위가 넓어 많(line) , 

이 활용되고 있다.

형 모션(shape)⑵ 

선모션을 제외한 점 선 면 이미지 등을 하나의 형으로 보고 이러한 그래픽 , , , 

요소가 모션으로 표현되는 것을 형 모션이라 정의할 수 있다.

타입 모션(type)⑶ 

타입모션은 문자를 활용한 모션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실험적 무대로 쓰임이 확

장되고 있다 라는 용어로도 많이 이해하고 있으며 활용 빈도나. 'moving type' , 

범위가 가장 넓은 모션이다.

꼴라쥬 모션(collage)⑷ 

그래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종합체인 꼴라쥬모션은 미술의 꼴라쥬 기

법을 모션으로 표현한 것으로 디지털 합성기법 혼합 오브제 잘라내기 등의 세, , , 

부적인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 표현되는 모션이다.

컬러 모션(color)⑸ 

컬러모션은 색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색상 대비 그라데이션 변조 , , 

등을 통해 표현하고 형태와 배경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시, (figure&ground)

켜 주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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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관계에서의 모션3.2.2. 

모션그래픽에 있어서 공간요소 반복되는 규칙성 사운드와 조합 등 표현되는 , , 

방식과 그에 다른 관계성으로 규정하는 모션들을 말한다.

평면 모션(x,y)⑴ 

사각 프레임 안에서 축을 기준으로 평면적인 모션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x,y

며 프레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모션방법이다, .

공간 모션(x,y,z)⑵ 

평면 모션에 축이 포함되서 차원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션으로 카메라 (x,y) z 3

시점 이동의 역동적인 프레임 구성이 가능한 모션이다.

규칙 모션(tempo)⑶ 

규칙모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션이 일정한 패턴으로 연속되거나 순차적으, 

로 증진되어 통일된 움직임을 만들어나가는 모션을 지칭한다.

불규칙 모션(irregular)⑷ 

불규칙모션은 연속되지 않는 운동성이나 화면구성요소를 불규칙적으로 나열하

여 의도적으로 움직임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모션으로 주변을 환기시켜 집중도, 

를 높여주고 화면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끊는 모션이다, .

리듬 모션(rhythm)⑸ 

리듬모션은 음악의 흐름에 따라 모션이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모션으로 사운, 

드와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는 모션을 말한다.

억양 모션(intonation)⑹ 

억양모션은 사운드의 억양에 모션이 일치되는 모션으로 사운드의 강약 느림과 , , 

빠름이 모션에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운드를 시각화 하는 모. 

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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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관계에서의 모션3.2.3. 

모션의 형식이 현실성과 추상성 실제와 과장을 근거로 표현되어 있는 모션형식, 

을 말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형태요소의 움직임이 사실적인지 과장되었는지 등 . , 

움직임의 형식관계를 근거로 한다.

사실 모션(fact)⑴ 

사실모션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모션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대상이나 움직임. 

이 현실성을 갖추어야 하는 모션이다.

추상 모션(illusion)⑵ 

움직임이나 대상이 기하학적이거나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왜곡을 만들어내는 모

션으로 현실성이 없는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것을 추상모션으로 정의한다, .

실제 모션(real)⑶ 

실제모션은 현실성이 없거나 사실이 아니어도 실재같은 이미지로 표현된 것 즉 , 

실재감을 표현하는 모션을 말한다.

과장 모션(d-formation)⑷

추상적이지는 않지만 실재감이 떨어지거나 없고 강조하고싶은 운동감이나 형태 , 

등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모션을 말한다 사람이 층 높이로 뛰어 오른다던지. 10 ,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션 주먹이 얼굴만 하게 표현되는 등 만화와 실사가 혼합, 

되어 있는 것 같은 과장된 모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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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영상 표현의 사례 분석4 .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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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 모션그래픽 사례 분석4.1.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방송 그래픽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분석한다. 

제 장 에서 제시했던 방송 그래픽의 기술 기법에 따른 시각표현을 기준으로< 3 > ,  

각각 형태 관계 표현 관계 형식 관계의 모션 측면에서 재해석되었다 본격적인 , , . 

탐구를 위해 각 타이틀 디자인이 내세우는 개별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현존하는 · , 

국내 외 타이틀 디자인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 방· . 

식과 모션그래픽 활용 등 시각적 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타이포그래

피의 응용에 대한 분석은 제외시켰다.

대상 프로그램의 선정 방식은 각각 프로그램의 정보 양식 별로 나뉘어졌다 뉴. 

스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교육용 프로그램 네 가지 양식을 선정 대상으로 하, , , , 

였고 이의 타이틀 영상 중 시 청각적 효과가 두드러진 방송 그래픽을 선택하여 , ·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경쟁 과열 현상에서 비롯된 타이틀 디자인 저작권 문제로 . 

유포가 제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웹상에서 합법적인 다운로드가 가능한 타이틀 , 

영상들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국내와 해외의 방송 그래픽의 현황을 . 

분석할 표 양식이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  

분
석

기
준

형태 관계의 모션 표현 관계의 모션 형식 관계의 모션

선 모션  평면 모션  사실 모션  
공간 모션  형 모션  

추상 모션  규칙 모션  
타입 모션  

불규칙 모션  실제 모션  
콜라주 모션  리듬 모션  

과장 모션  컬러 모션  억양 모션  

표 4 기존 방송 모션그래픽의 분석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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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 분석     4.1.1. 

그림 22 시 뉴스 SBS 8

 시 뉴스 SBS 8

분
석

기
준

형태 관계의 모션 표현 관계의 모션 형식 관계의 모션

선 모션  평면 모션  사실 모션  
공간 모션  ∨형 모션  ∨

추상 모션  ∨규칙 모션  
타입 모션  ∨ 불규칙   

모션
∨ 실제 모션  

콜라주 모션  ∨
리듬 모션  ∨

과장 모션  컬러 모션  ∨ 억양 모션  

표 5 시 뉴스 타이틀 영상 디자인 분석 SBS 8

지상파 민영방송사 의 뉴스 타이틀 영상은 그동안 경직된 그래픽 태도에서 SBS

벗어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스크린에 적용해가며 적극적으로 성장해왔다 영. 

상은 대체로 형태를 이루는 모션 동작 요소들이 주를 이룬다 선 보다는 . (line) 

면 형의 변화로 시작된다 뉴스가 가지는 명목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보도 , . , 

프로그램의 상 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이는 ( ) ‘SBS 狀

시 뉴스 라는 문자를 또렷이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의 이미지로 기능한다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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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드라마 미생 의 타이틀 영상 tvN ‘ ’

  

 드라마 미생 tvN < >

분
석

기
준

형태 관계의 모션 표현 관계의 모션 형식 관계의 모션

선 모션  평면 모션  사실 모션  ∨
공간 모션  ∨형 모션  

추상 모션  규칙 모션  ∨
타입 모션  ∨

불규칙 모션  실제 모션  
콜라주 모션  ∨ 리듬 모션  ∨

과장 모션  컬러 모션  ∨ 억양 모션  

표 6 드라마 미생 타이틀 영상 디자인 분석 tvN < > 

  

드라마 미생 의 타이틀 영상은 강력한 아이덴티티 요소로 작용했던 미생tvN < >

이라는 문자의 캘리그래피(Calligraphy)27를 시작으로 전개된다 기존 글자체에 . 

색감과 조명을 리터치하여 글자가 희미하게 등장하는 동시에 회사 분위기를 암, 

시하는 도구들을 보여주고 배우들의 프로필이 나타난다. 

27 캘리그래피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네이버백과사전 참고 (calligraph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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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냉장고를 부탁해 JTBC < >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JTBC < >

분
석

기
준

형태 관계의 모션 표현 관계의 모션 형식 관계의 모션

선 모션  ∨ 평면 모션  ∨ 사실 모션  
공간 모션  형 모션  

추상 모션  규칙 모션  ∨
타입 모션  ∨

불규칙 모션  실제 모션  ∨
콜라주 모션  ∨ 리듬 모션  ∨

과장 모션  컬러 모션  억양 모션  ∨

표 7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타이틀 영상 디자인 분석 JTBC < > 

의 냉장고를 부탁해 의 아이덴티티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경쾌한 음악JTBC < >

과 함께 냉장고를 묘사한 단순한 그래픽의 변형으로 시작된다 색상의 통일감과 . 

표현되는 모션그래픽과 글자체의 어우러짐이 타이틀 영상의 깔끔하고 단합된 

이미지를 제공한다 영상 위의 지속적인 그래픽의 변형이 돋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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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요술강아지 크레멍 타이틀 영상 EBS < > 

 교양 프로그램 요술강아지 크레멍 EBS < >

분
석

기
준

형태 관계의 모션 표현 관계의 모션 형식 관계의 모션

선 모션  평면 모션  사실 모션  ∨
공간 모션  ∨형 모션  

추상 모션  규칙 모션  ∨
타입 모션  ∨

불규칙 모션  실제 모션  
콜라주 모션  ∨ 리듬 모션  ∨

과장 모션  컬러 모션  ∨ 억양 모션  

표 8 요술강아지 크레멍 타이틀 영상 디자인 분석 EBS < > 

요술강아지 크레멍 은 아동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반려견과 친해질 수 EBS < >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을 취지로 기획되었다 아이들이 반려 . 

동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강아지 캐릭터를 디자인하였다3D . 

카메라가 캐릭터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주변의 실사 이미지들과 함께 

어우러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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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방송 분석4.1.2. 

그림 26 채널 뉴스의 타이틀 영상 One, BBC 

 채널 뉴스 One <BBC >

분
석

기
준

형태 관계의 모션 표현 관계의 모션 형식 관계의 모션

선 모션  평면 모션  사실 모션  
공간 모션  ∨형 모션  ∨

추상 모션  ∨규칙 모션  
타입 모션  ∨

불규칙 모션  ∨ 실제 모션  
콜라주 모션  ∨ 리듬 모션  ∨

과장 모션  컬러 모션  ∨ 억양 모션  

표 9 채널 뉴스 타이틀 영상 디자인 분석 One <BBC > 

채널 의 뉴스 의 타이틀 영상은 지구를 형상화하는 구 의 BBC One <BBC > ( )球

형태가 박진감 넘치게 회전되고 정보들과 어우러진다 이의 아이덴티티 . 

이미지와 상응하는 스튜디오의 둥그런 데스트 천장의 모양 등과 연계되며 ,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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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채널 드라마  HBO, <True Detective>

 

 채널 의 드라마  HBO <True Detective>

분
석

기
준

형태 관계의 모션 표현 관계의 모션 형식 관계의 모션

선 모션  평면 모션  사실 모션  
공간 모션  ∨형 모션  

추상 모션  규칙 모션  
타입 모션  ∨

불규칙 모션  ∨ 실제 모션  
콜라주 모션  ∨ 리듬 모션  ∨

과장 모션  ∨컬러 모션  ∨ 억양 모션  

표 10 채널 드라마 타이틀 영상 디자인 분석 HBO, <True Detective> 

미국 영화채널 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의 타이틀 영상은 HBO <True Detective>

전체적으로 긴장감있는 분위기에 사람의 형상을 한 이미지들이 다른 배경 

이미지 또는 타이포그래피 등과 콜라주 되어 한 장면으로 두 가지 (collage) 

이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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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Nickelodeon>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Nickelodeon>

분
석

기
준

형태 관계의 모션 표현 관계의 모션 형식 관계의 모션

선 모션  평면 모션  사실 모션  
공간 모션  ∨형 모션  ∨

추상 모션  규칙 모션  
타입 모션  ∨

불규칙 모션  ∨ 실제 모션  
콜라주 모션  리듬 모션  ∨

과장 모션  ∨컬러 모션  ∨ 억양 모션  ∨

표 11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타이틀 영상 디자인 분석 <Nickelodeon> 

미국의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의 타이틀 영상은 제목의 문자 <Nikelodeon>

자체가 영상을 꾸미는 콘텐츠로 활용되었다 을 구성하는 알파벳 . ‘nickoldeon‘

하나 하나를 캐릭터화하여 초반에는 그것들이 분산되어 개별적인 스토리텔링을 

이루고 마지막에 모두 모여 제목의 글자임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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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밀라노 의 타이틀 영상 <TEDx >

 밀라노 <TEDx >

분
석

기
준

형태 관계의 모션 표현 관계의 모션 형식 관계의 모션

선 모션  평면 모션  사실 모션  
공간 모션  ∨

형 모션  ∨
추상 모션  규칙 모션  ∨

타입 모션  ∨
불규칙 모션  실제 모션  ∨

콜라주 모션  ∨
리듬 모션  ∨

과장 모션  ∨컬러 모션  ∨ 억양 모션  ∨

표 12 밀라노 의 타이틀 영상 디자인 분석 <TEDx >

밀라노 를 포장하는 타이틀 디자인은 모든 오브젝트가 형식으로 <TEDx > 3D 

구축되어 표현된다 이는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는 . 

효과를 창출하며 초반에 보여진 오브젝트들은 카메라의 시선이 점점 , 

넓어지면서 라는 프로그램 제목의 문자를 이룬다‘TED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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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표현에서의 타이포그래피 사례 분석4.2. TV 

다음은 제 장 방송그래픽에서의 타이포그래피 특성 에서 살펴보았던 현대 < 2 , ‘ ’>

타이포그래피의 특징들을 현존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 영상에 대입하여 

재해석한 결과이다 탐구되었던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은 각각 시간성 역동성 연. , , 

속성 운율성 조화성 탈텍스트성이다 이를 통해 방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 , , . 

어떻게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방식, 

을 구현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효율적인 연구 전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표 양식을 만들어 방송 타이포그래피

의 여섯 가지 특성을 뉴스 드라마 예능 교육용 프로그램에 각각 접목시켰다, , , . 

또한 해당 항목의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최저점 에서 최고점 까지의 점0 10 

수를 주어 대상 프로그램이 현대 타이포그래피 특성을 잘 살렸는지에 대한 척, 

도로 적용하였다 다음은 분석을 위한 표 양식이다. .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프로그램 양식에 따른 분류

뉴스 드라마 예능 교육

시간성 

역동성 

연속성 

운율성 

조화성 

탈텍스트성 

합 계 

표 13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을 반영한 방송 타이틀 영상 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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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프로그램4.2.1. 

그림 30 보도 프로그램의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타이틀 디자인  1,2,3,4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뉴스KBS 뉴스룸JTBC 시사기획 창

시간성 9 7 4 8

역동성 8 8 5 10

연속성 6 6 7 9

운율성 8 7 4 9

조화성 10 8 6 8

탈텍스트성 3 3 4 9

합 계  (60/60) 44 39 39 53

표 14 보도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현대 타이포그래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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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4.2.2. 

그림 31 드라마의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타이틀 디자인  1,2,3,4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연애의 발견 상속자들 나쁜녀석들

시간성 4 2 5 6

역동성 3 3 7 7

연속성 7 5 5 7

운율성 8 4 4 5

조화성 5 3 4 8

탈텍스트성 7 2 6 8

합 계  (60/60) 34 19 31 41

표 15 드라마에서 활용된 현대 타이포그래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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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4.2.3. 

그림 32 예능 프로그램의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타이틀 디자인  1,2,3,4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꽃보다 할배 채널tvN 무한도전

시간성 5 3 3 6

역동성 6 4 7 7

연속성 5 6 8 7

운율성 4 7 7 6

조화성 7 5 6 9

탈텍스트성 2 2 8 5

합 계  (60/60) 29 27 39 40

표 16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현대 타이포그래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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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프로그램4.2.3. 

그림 33 교양 프로그램의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타이틀 디자인  1,2,3,4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특성 

교양 프로그램

건강한 아침 다큐프라임 지식채널e 세계의 명화

시간성 3 7 6 6

역동성 2 6 7 6

연속성 5 7 3 7

운율성 6 5 4 5

조화성 3 4 4 5

탈텍스트성 2 3 3 3

합 계  (60/60) 21 32 27 32

표 17 교양 프로그램에서 활용된 현대 타이포그래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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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방송 프로그램 혹은 채널의 시작과 끝을 알리거나 이의 ,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타이틀 디자인에 현대 타이포그래피가 활용된 예

를 제시하여 그 쓰임을 분석해 보았다 초창기 수작업 위주로 제적되었던 타이. 

틀 디자인이 현재는 컴퓨터 그래픽 을 수단으로 그 한계가 (Computer graphics)

모호해질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로 시청자에게 시각적인 신선함을 가, 

진 심미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활발하다.

이를 분석함에 있어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여섯 가지 특

징인 시간성 역동성 연속성 운율성 조화성 탈텍스트성을 척도로 평가되었다, , , , , .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상대평가하여 채점되었으며 현대 타이포그래피, 

의 여섯 가지 특성을 가장 많이 반영한 프로그램 양식은 각각 보도 프로그램 

및 뉴스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교양 프로그램(31.8%), (24.7%), (22.8%), (20.5%)

으로 측정되었다 영상에서 기능하는 타이포그래피의 여섯 가지 특징 중 두 가. 

지 기준은 시간성과 공간성에 의해 발생되는 동작 과 관련(dynamic movement)

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탈텍스트성 을 제외한 기준들은 청각적 요소와 , ‘ ’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현장의 생동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보도 프로그램의 . 

특성상 시간성 역동성의 가치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 . 

특히 그것이 알고싶다 와 같은 시사 프로그램은 이의 강력한 아이덴티티SBS < >

인 배경 음악의 적절한 활용과 빠른 전개의 수사 이미지들 날카로운 모션그래, 

픽으로 그 효과를 더해냈다 반면 드라마 연애의 발견 에서 비춰진 타. , KBS2 < >

이틀 영상은 드라마의 본질과는 다소 떨어진 감이 있는 단조롭고 평이한 타이, 

포그래피의 활용이었다는 경론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현대 타이포그래피가 적용된 방송 프로그램 타이틀 영상의 현주소를 

탐구할 수 있었고 이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은 무궁하다 판단된다 이에 연구자, . 

는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작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 이미지, 

와의 자유로운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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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영상디자인 선행연구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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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일러스트레이션 및 모션그래픽1. [1] 

그림 34 선행연구  1. ‘Human Appearances by Climate’

   

그림 35 포스터 ‘Human Apperances influenced by 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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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은 전 세계에 다른 성질로 분포 되어있는 기후에 영향을 받아 사람[1]

의 얼굴이 변화할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제작했던 모션 인포그래픽(Motion 

Infographics)28 작업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기후는 사람의 코 모양을 형성하는  . , 

데 있어 큰 역할을 작용한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북. 

극이나 러시아 같은 냉대 기후에 사는 사람들의 코 모양은 육안상으로도 그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온이 높을수록 자연스럽게 몸의 더운 기. 

운을 밖으로 배출하려는 인간의 체온 유지 현상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 

열대기후에서 서식하는 사람들의 콧구멍은 비교적 큰 것이다 반면에 상대적으. 

로 기온이 낮으면 습도와 온도 조절로 공기를 덥힐 수 있어야 하므로 냉대기후 , 

사람들의 콧기둥은 보다 길고 찬 공기의 차단을 위해 콧구멍이 작다, . 

그림 에서는 기후가 어떻게 사람의 코 모양 형성에 있어 영향을 주는지에 < 26>

대한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기획한 작업물이다 이 시퀀스 를 모2D . (sequence)

아 모션 인포그래픽을 구성하였고 설명을 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동영상을 , 

결과로 마무리하였다 그림 은 이러한 리서치를 배경으로 설계된 포스터 . < 27>

작업이다 세계 인구가 많은 지역 순으로 원의 크기를 설정하였고 코의 모양에 . , 

변화를 주는 요소 가지 습도 건도 강우량 적설량을 각각 다른 색상으로 표4 , , , , 

현하였다 또한 인종에 관련된 정보는 하단 오른쪽 부분의 레전드 표를 참고하. 

였으며 바 를 이용하여 인종의 색과 그 나라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 (bar)

인종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28 모션 인포그래픽 인포메이션 그래픽 이  (Motion Infographics): (Information graphics)
영상화된 결과물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정보 즉 빅데이터 를 . , (Big data)
시각적으로 요약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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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영상디자인2. [2] 

그림 36 선행연구 코타로 오시오 의 뮤직비디오 제작 2. (Kotaro Oshio) Twilight 

트와일라잇 의 뮤직비디오 제작은 최종 작품을 위한 영상 표현 기법을 (Twilight)

실용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준 작품이다 트와일라잇은 일본 천재 기타리스트. 

로 불리는 코타로 오시오 의 년 발매된 에 (Kotaro Oshio) 2002 ‘Starth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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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기타 연주곡이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기타 선. 

율과 슬픈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듯한 곡 전체의 분위기가 서정적인 톤 앤 매

너 의 뮤직비디오를 재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일련의 영상 이(Tone and manner) . 

미지들은 기타 연주와 최대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맞춰서 재생되며

(Synchronisation)29 각 시퀀스의 이미지들이 곡 전체의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해 몇몇의 강조가 필요한 시퀀스를 제외하고는 통일된 색감을 사

용하려 하였다 배경 영상에서 필요한 구도 설정과 적합한 포지셔닝. 

음악과 어울리는 톤과 색감에 대한 이해 운율성과 조화성을 고려(positioning), , 

하여 스토리텔링을 한 작업물이다.

선행연구 요리 관련 영상디자인3. [3] 

그림 37 선행연구 푸도그래피 돌솦밥 3. < >– 

29 동기화 대게 음악과 영상 이미지의 조화를 맞출 때 쓰는 표현이다 Synchronisation: ; . 
두 요소를 동시에 발생하게 하여 시 청각적으로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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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선행연구 푸도그래피 연포탕 3. < >– 

그림 39 선행연구 푸도그래피 오이선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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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선행연구 푸도그래피 모둠전 3. < >– 

그림 41 선행연구 푸도그래피 김치 3. < >– 

선행연구 은 예술로서의 음식 을 주제로 선정하여 푸도그래피[3] ‘ ’ , ‘

(Foodography)30 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각 음식을 영상화한 작업이다 우리 전’ . 

통 요리 중 약이되는 음식 다섯 가지 돌솥밥 연포탕 오이선 모둠전 김치가 , , , , , 

조리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스토리텔링 하였다 전체적으로 요리를 더욱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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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도록 조성해주는 주변의 환경 조리 도구의 배치 색감 등을 확연히 , ,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칫 지루해 질 수 있는 요리 영상의 전개를 보다 , 

생동감있는 리듬과 배경 음악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는 우리 음식 돌솥밥 의 부분적인 영상 클립 들이다 돌솥밥의 < 29> ‘ ’ (clips) . 

제조 과정을 심미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인삼 밤 은행같은 재료. , , 

들이 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손질 과정을 빠르고 간결하게 시각화하였고 돌솥, 

을 묘사할 수 있는 리듬감있는 템포에 비교적 무거운 느낌의 곡을 선정하여 배

경 음악으로써 어울리게 하였다 또한 밥 이미지와의 조화를 위해 흰색 옅은 . ‘ ’ , , 

회색 아이보리 색 등을 주변 색으로 취하여 돌솥밥이 보다 선명히 시야, (ivory) , 

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은 뻘에서 건진 산삼 으로도 알려진 낙지를 주재료로 요리한 연포< 30> ‘ ‘ ‘

탕 의 영상 이미지이다 살아있는 낙지의 생동감있는 움직임을 포착하여 주의를 ’ . 

끌기 위한 수단으로써 영상이 전개된다 또한 낙지의 먹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 

검은색 잉크가 화면 전체에 퍼지고 블랙아웃 되면 다음 시퀀스로의 (black-out)

연결이 진행된다 연포탕의 주변 색은 조리를 마친 후의 탕의 색상인 탁색. (濁

을 응용하여 도출되었다 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보다 진한 ) . ⾊

색상들을 나열하였고 영상 초반의 검은색 잉크와 대치될 수 있는 검은색에 가, 

까운 진한 회색 진한 보라 등을 사용하였다 낙지의 신비감을 줄 수 있는 배경 , . 

음악을 선택하여 조화와 운율감을 고려하였다. 

그림 은 한식 중 전통 혼례 음식인 오이선의 조리과정을 담은 영상 이미지< 31>

들이다 재료들의 손질 과정은 최소한으로 함축하여 시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둥그런 오이들을 굴리는 영상 이미지를 시작으로 이와 어울리도록 활기차고 . 

30 푸도그래피 는 트위터 페이스북 라인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Foodography) , , , SNS 
가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면서 발생(Social Networking Service)

된 신조어이다 음식을 찍은 사진들이 미디어 공유 차원에서 업로드되는 현상을 가리. 
켜 음식 사진 기술 즉 푸도그래피 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다, , (foodogra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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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있는 분위기의 배경 음악을 선정하였고 진한 녹색의 오이 이미지를 더욱 , 

돋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 옅은 청록색을 사용하여 배경 처리하였다 또한 양념. 

을 섞는 장면이나 구어진 쇠고기의 디테일을 담은 장면 등으로 중간 중간 화면

을 환기시킬 수 있는 클로즈업 씬 들을 배치하여 따분할 수 (Close-up) (Scene)

있는 레시피 영상의 분위기 전환을 꾀하였다. 

그림 는 명절 음식의 대표주자 모둠전 의 영상이다 노란 계란옷을 입고 < 32> ‘ ’ . 

팬 위에서 부쳐지는 전의 색상을 돋보일 수 있도록 밝은 노란 계열의 색을 보

조색으로 취하였다 그 위에 붉고 푸른 고명들을 강조색으로 하여 주조색의 단. 

조로움을 배제시켰다 또한 조감도. (Bird’s-eye view)31를 활용한 카메라 시선 처

리로 재료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심미적 측면에서 , 

회화적인 느낌을 전달하도록 이끌었다. 

그림 은 한식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김치 의 영상 이미지들이다 붉< 33> ‘ ’ . 

은 김치의 색을 보조해줄 수 있는 배경색으로 옅은 붉은색 분홍빛이 도는 색을 , 

선택해 하얀 배춧잎과 어울리게 하였고 모둠전과 마찬가지로 조감도 시선을 활, 

용하여 김치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을 표현하였다 또한 양념이 배추에 배는 .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익스트림 클로즈업 숏 을 활용하(Extreme close-up shot)

여 극사실적인 연출을 하였다. 

31 조감도 또는 높은 곳에서 지상을 내려다본  (bird’s-eye view bird’s-eye perspective): 
것처럼 지표를 공중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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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최종작품연구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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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선정6.1. 

현대 타이포그래피 활용을 위한 영상의 매체를 선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방송용 프로그램의 타이틀 디자인을 시각화 표현 도구로 선택하였다 타이틀 디. 

자인 은 제목의 글자 형태나 시각적 구상에 관한 것으로 정의되(Title design)

며32 이는 타이포그래피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프로그램의 제목을 비롯하, . 

여 직접적인 설명은 모두 문자 그 자체 혹은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표

현되기 때문이다. 

방송 프로그램 기획6.1.1. 

  

방송의 순서를 결정하는 행위를 편성 이라 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 ( )’ . 編成

기 위해 프로그램 편성에 각계의 이익이 적정한 비율로 반영되도록 법률로 규

정하고 있고 방송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편성기준은 주간을 기준, 1

으로 보도방송 이상 교양방송 이상 오락방송 이상으로 되어 있10% , 40% , 20%

다.33 그러나 이상을 차지하는 교양방송의 인지도는 인기 연예인들을 섭 40% 

외 진행을 맡기는 식의 대책이 아닌 이상 시청률 를 밑돌아왔다 교육방송, , 1% . 

의 좋은 기획 의도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 , 

교육방송이 처한 실상이다 교육방송은 대표적으로 퀴즈 어린이 프로그램 농어. , ·

촌 프로그램 종교 프로그램 건강과 식생활 및 취미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는· ·

데 이 중 어린이 프로그램과 종교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오락 프로, 

그램의 콘텐츠로 전락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식생활 프로그램 일명 쿡방 라. , ‘ TV’

는 신조어를 낳게 한 오락용 요리 프로그램이다. 

32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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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방송용 콘텐츠의 오용 을 해소하고 본래의 목( ) , 誤⽤

적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적 성향을 가지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하

고자 한다 면밀한 탐구를 위해 아동이 직접 실습하는 방과후 특기 적성 프로그. , ·

램 중 아이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을 조사하였고 이는 아동 요리 프, 

로그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저 중학년 만 세 을 . , · ( 6~10 )

대상으로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정서적 영향 식습관의 개선 가사참여를 통, , 

한 조리도구 및 기구의 안전한 사용 지도 등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리 또는 음식 재. , 

료가 가지는 영양 성분 인문적 배경 및 역사 문화 관습 등을 학습할 수 있는 , , , 

장을 기획하는 것을 시청의 주된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본 프로그램은 아이. 

와 부모가 함께 시청하며 직접 참여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며 오감 을 체험하는 실제학습으로써 아동의 모든 영역의 , ( )五感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향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6.1.2. 

기획된 교육용 아동 요리 프로그램의 제목은 키즈키친 으로 하‘ (Kids Kitchen)’

였다 매주 새로운 친환경 어린이 식단이 소개되고 이를 가정에서 직접 시청하. , 

고 따라하며 아이들로 하여금 음식을 만들어 보고 맛을 보면서 성취감과 기쁨

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식단은 가장 작은 단위의 재료들의 제조 방식. 

과 형태에 따라 나눠서 구성하였다 재료의 형식은 크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 , 

로 분류하였고 수많은 재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조되고 유통되는지에 대, 

해 이해하는 것을 학습의 동기로 삼았다 또한 어린이의 향상된 식습관과 건강. 

한 식단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취지를 내포하는 콘텐츠의 , 

키워드 가지를 선점하였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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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프로그램 키즈키친 콘셉트 브레인스토밍 ‘ ’ 

    

이를 반영하여 건강한 어린이 식단을 구성하였고 재료의 형식으로 분류한 농산, 

물 수산물 축산물을 기준으로 각 요리를 나누었다 다음은 식재료의 형식에 따, , . 

라 시각화 대상으로 선정한 요리들이다. 

표 18 식재료의 생산 형태에 따른 요리 선정 과정 



83

콘텐츠의 시각화 과정6.2. 

아이디어 스케치6.2.1. 

연구자는 키즈키친 프로그램에서 대상으로 선점한 어린이 시청자의 연령층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시각화하

였다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에서 제 장 에서 살펴본 아동용 일러스트레이션. < 4 >

을 참고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도록 음식 콘텐츠와 전체의 톤 앤 매너, 

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현대 타이포그래피가 불가피하게 직면. 

한 일회적 성향 을 배제하기 위해 키즈키친 이라는 프로그램의 제목 자체가 ‘ ’ , ‘ ’

배경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영상의 초반부터 후반에 이르. 

기까지 키즈키친 이라는 글자는 화면에서 배경 이미지로써 역할을 하고 마지‘ ’ , 

막 시퀀스에서 시선의 줌아웃 전개를 통해 글자임을 인식할 수 있(Zoom-out) 

도록 유도했다.

   

그림 44 키즈키친 메인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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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키즈키친 수산물 스케치 

그림 46 키즈키친 농산물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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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키즈키친 식재료 스케치 

그림 48 키즈키친 축산물 스케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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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콘텐츠 일러스트레이션6.2.2. 

음식 재료들의 시각화는 단순성 을 고려하여 전개하였다 재료들이 ‘ (simplicity)’ . 

모여 요리가 되는 과정에서 단순함을 배제시킨다면 다소 복잡한 이미지들의 집

합이 창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간략하게 작업하였고 색의 사용 또한 절제하, 

였다 각각 농산물의 식재료 농산물의 요리 일러스트레이션 수산물의 식재료. - , -

수산물의 요리 일러스트레이션 축산물의 식재료 축산물의 요리 일러스트레이션 , -

순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49 키즈키친 농산물 식재료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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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키즈키친 농산물 요리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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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키즈키친 수산물 식재료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52 키즈키친 수산물 요리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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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키즈키친 축산물 식재료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54 키즈키친 축산물 요리 일러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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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드 제작6.3. 

키즈키친의 세가지 스토리보드 제작 결과물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큰 맥, , 

락으로 전개하였다 방대한 음식 콘텐츠에서 보다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 

하기 위해 아이들로 하여금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서로 성격이 다른 세가지의 ,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스토리보드의 전개는 현재 가정에서 접하는 음식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유통되

고 조리되는지를 전체적인 이야기의 거점으로 삼았다 타이틀 디자인의 특성상 . 

초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프로그램의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을 10

요구하기 때문에 세가지의 시리즈로 나눠 묘사하였다 각 스토리보드는 가정에. 

서 접할 수 있는 손질된 재료의 출발을 함축적으로 시각화한다 자연의 형태에. 

서 인간에 의해 포획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손질되고 요리의 재료가 되는지 그 , 

일련의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어린이의 시점에서 관찰하고 단순성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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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키즈키친 수산물 스토리보드 

 

그림 56 키즈키친 농산물 전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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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스토리보드 제작

키즈키친의 농산물 이미지에서는 유기농 채소와 과일류 곡류를 소개한다 키, . ‘ ’

라는 토양에서 길러진 친환경의 채소와 과일들과 밭에서 자란 옥수수가 등장한

다 추수철 논 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잠자리 허수아비 새 등을 주변 요소로 . , , , 

표현하였고 새가 옥수수를 물고 즈 라는 유통과정 구역으로 오면 옥수수 알들, ‘ ’

이 떨어지고 이어 팬에서 요리를 시작한다 키 는 본격적인 주방의 역할을 하. ‘ ’

는 공간이다 현미누룽지피자를 오븐에 넣고 조리를 하면 친 이라는 테이블을 . ‘ ’

무대로 음식들이 놓여진다.

그림 57 일러스트레이션 참고 Natsuko I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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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키즈키친 수산물 스토리보드 

   

그림 59 키즈키친 수산물 전체 이미지  



94

수산물 스토리보드 제작

키즈키친 수산물 이미지에서는 바다에서 나는 다양한 식재료를 소개한다 키. ‘ ’

라는 바다로 조성된 공간에서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 화면에서 시작된다 낚시대. 

를 따라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바다 속 생물들이 유영하고 막 해조류 근처에서 

물질을 한 해녀가 헤엄을 치고 올라간다 즈 에서는 수면 밖으로 올라온 해녀. ‘ ’

가 물질한 식재료를 유통하는 과정을 시각화하였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 

솥으로 손질된 생선과 채소들이 들어가면 키 라는 조리대에서 양념이 쳐지고 ‘ ’

솥은 데워진다 동시에 대표적인 해조류 중 하나인 김에 밥과 재료들이 올라가 . 

김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친 에서는 테이블 위로 플레이팅되는 음. ‘ ’

식들이 소개된다. 

그림 60 일러스트레이션 참고 Alison L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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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키즈키친 축산물 스토리보드 

그림 62 키즈키친 축산물 전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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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스토리보드 제작

키즈키친의 축산물 이미지에서는 육류와 유제품을 다룬다 키 는 가축을 키우. ‘ ’

는 들판을 묘사하는 공간이자 자연의 속성을 가진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다 돼지 거위 소 닭 등의 가축들을 따라 카메라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하. , , , 

여 즈 라는 무대로 도착한다 즈 에서는 갓 짜낸 우유와 달걀을 섞어 휘핑크림‘ ’ . ‘ ’

을 만드는 과정을 시각화하였다 만들어진 크림은 케익의 재료가 된다 곧바로 . . 

치즈가 생산되며 이는 다양한 디저트 종류의 음식들을 만들어낸다 부수적으로 . 

꿀 라즈베리 각종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식욕을 돋울 수 있는 요소들을 표현, , 

하였다 키 에서는 육류를 조리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고기와 야채를 볶고 삼. ‘ ’ . , 

계탕을 요리한다 친 테이블에서는 육류와 유제품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 ‘ ’ 

차린다. 

그림 63 일러스트레이션 참고 Heidi Schwe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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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형태6.4. 

그림 64 키즈키친 중 농산물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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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키즈키친 중 수산물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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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키즈키친 중 축산물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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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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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타이포그래피는 프로그램 속 자막으로서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TV 

뿐 아니라 영화나 광고 프로그램의 타이틀 디자인에서도 그 효과적인 쓰, , TV 

임 가치가 방대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흐름과 함께 변양된 타이포그래피. 

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영상 이미지에서의 효율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을 이루기 위해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한편으로 방송그래픽에서 양산되는 타이. 

포그래피가 가지는 일회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방향 이동 가능했던 기존, 

의 ‘ 극단적인 움직임 (dynamic movement) ’ 성향을 배제하려 하였고 문자 자 , 

체가 배경이 되어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격적인 디자인 구현을 위해 방연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대상 시청, 

자의 연령층을 고려하여 방송 내용과 성격에 맞게 오프닝 타이틀 영상을 제작

하였다 프로그램의 제목인 키즈키친 문자를 무대로 삼아 그 . ‘ (Kids Kitchen)’ , 

위에서 다양한 모션그래픽 이미지들을 재현함으로써 방송 취지와 어울리게 구, 

성하여 타입의 동적인 이미지화 를 결과물로 제안하였다‘ ’ .

한편 본 연구 역시 다양한 견지에서 디지털 사회의 타이포그래피가 가지는 보

다 새롭고 참신한 가치를 오롯이 이행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나 현존하는 , 

미디어에 부응하는 타이포그래피의 재해석 및 시각화 시도를 통해 기존 타이틀 

디자인이 가지는 미숙한 점을 미미하게나마 보완하고 향후에 연구되어질 과제, 

들에 있어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7 키즈키친 타이틀 영상의 시퀀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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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최종 작업 전시의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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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ffective TV title design in use of 

typographic methodology

- Focusing on the expression of motion graphics 

for food content applications

Dohee Kim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Ar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hesis dictates an idea of modern typographic solutions applied to 

opening title sequence in broadcast programs. Designers have initiated 

to vitalize such static types, that simply used to perform as a role of 

delivering information. This is because the types have changed in an 

optical manner. Its phenomenon is in collusion with the context of 

human desire, which tries to gain a natural attribute other than a 

mechanical system.

The arrival of the new media era enables a typographic system to 

change that is from static forms to dynamic ones. This circumstance 

has let a new type of language emerge in order to communicate with 

users in the digital society. Types have been transformed, 

disassembled, or distorted in various ways by experiments, researches 

and analyses. Consequentially, types are no longer a method for 

delivering information, but independent images. 

Typography in motion pictures utilizes ‘time’ and ‘space’ that can 

expand area more than a two-dimensional piece of paper. It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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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defines modern typography as a method that 

three-dimensionally expresses a meaning so that it can create a 

language appealing synesthesia. This is to say that a new type of 

typography leads a form of hyper-realistic language with a visual 

narrative and sensibility. Accordingly, the thesis aims to deduct a 

form of complete visual information, by considering an aesthetic value 

and functional aspect in typography beyond its intrinsic attributes. 

To explore its fundamental values and potentialities, the thesis goes 

through an opening title sequence in broadcast programs to prove that 

typography in motion works more efficiently. A title sequence in a TV 

program plays a role in informing one’s start and strongly identifying 

itself to viewers. Also it is inseparable from typography as they both 

have a purpose on communicating with public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other aspect that typography in motion faces, that types 

seem to just disappear as soon as viewers see them on the screen, the 

ephemeral symptom. This circumstance also should be navigated to 

suggest a better visual-solution.

Therefore, in the body, the entire theme attempts to harmonise and 

compromise between the storytelling structures and the formative 

visual-elements by navigating typography in use of TV title design. 

Also, it would promote a dialectical development to reject the 

suggested idea of ephemeral tendency in modern typography. This 

approach would be applied as a comprehensive objective-criterion, in 

order to judge how much the nature of modern typography is being 

reflected in TV programs in an effective way. Furthermore, its identity 

should be precisely devised to discover potential development 

possibility through observation.

 

Keyword Modern Typography, Opening Title Sequence Design, 

Broadcast 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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