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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인간의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이전 역사시대에서 널리

통용되었던 텍스트에서, 기술적인 상상력을 통해 구현되는 이미지로

바뀌어왔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매체도

함께 발달되었다. 이미지의 표현 방식은 정지된 이미지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표현하는 동영상으로 확대되었다. 예컨대 17세기 이전에는 회화가

유일한 이미지 표현 방식이었지만, 19세기에 이르러 사진과 영사기가

발명되면서 그러한 표현 방식의 한계는 완전히 극복되었다.  21세기에

이르러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매체의 다각화와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발달로 이어졌다. 특히 기존 매체들의 특성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뉴미디어 매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된

이미지들을 빠르게 수용하고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과 매체의 다각화는 콘텐츠 생산자와 대중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촉진시켰다. 수용자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혁신적인 매체와 콘텐츠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타임스 스퀘어에 설치된 디지털 옥외광고판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광고 효과’ 연구(이규옥, 2003)와 기존 사진과

‘시네마 그래프’의 현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한 연구(박지섭, 2014)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뉴미디어 매체 중 하나인 소셜

미디어에서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실험이

텍스트, 정지된 이미지, 동영상 등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좋아요’ 버튼과 같은 선호 표출 장치는 이러한 논의와 실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도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표현 양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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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지된 이미지와 동영상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시지각적 효과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시각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선행 논문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디자인분야에서 이미지와 영상에 대응되는 그래픽과

모션그래픽의 특성과 비교를 통해 개념을 구체적이고 확장적으로

이해하려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을 수용자가 인식할 때

각각 다른 시지각 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뇌파를 통한 수용자의

감정과 각성상태를 분석한 이윤정(2013), 김세화, 성치경(2011)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이점을 뇌 과학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뉴미디어 시대, 콘텐츠 생산자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증명된 공간 내

주목도가 높고, 쉽게 수용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영상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필자는 인쇄매체를 통해 생산된 정적 이미지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영되는 영상으로 대체하는 현상을 논의하고,

이미지와 동영상의 특성을 결합한 변칙적이고 새로운 양식의 콘텐츠

생산에 주목한다. 특히 새로운 콘텐츠 양식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이미지와 영상의 각기 다른 시지각 해석 방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각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잘 활용되지 않았던 문화 예술 분야에 이를 적용하고, 그 기대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어 : 시각커뮤니케이션, Animated GIF, 뉴미디어, 공연예술 아이덴티티 디자인

학   번 : 2014-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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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영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급화 된 것은 1950년대 초부터이다.  이전

시대에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사진, 

슬라이드, 영화, 텔레비전 등은 가정용 VTR의 보급을 통해 통합,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각 미디어를 총칭하여 영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인터넷이 상업화, 대중화되며 통신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8년에는 3680만 개의 호스트, 4200만

개의 웹 사이트가 생성되면서 이를 통해 디지털화된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1 이러한 변화를 통해 21세기, 

동영상은 인터넷 망을 통해 공유되는 보편적인 콘텐츠 형식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또한 21세기에는 PC 모니터, 핸드폰 액정 등에 사용되는 넓고 얇은

부피의 LCD디스플레이가 개발, 보급되면서 거리의 사이니지를 비롯해

슈퍼마켓의 진열대, 책상, 벽 등의 외벽이 모두 디지털 스크린화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스크린화는 대중들이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되는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빈도수와 접근성이 높아지게 한다.

위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미디어 매체의 다각화로도 이어졌다. 

기존의 대중매체 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기존의 매체들의 특성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한 뉴미디어 매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대량의 콘텐츠를 빠르게 수용하고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뉴미디어 매체인 SNS 문화를 보편화시킨 face book의 경우

                                                    
1이규옥, 디지털 정보환경에 있어 뇌내 이미지와 영상표현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3,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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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타임라인을 스크롤 시 게시된 동영상이 재생버튼 클릭

없이도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추가하며, 사용자들이 쉽게 동영상을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 재생 기능을 도입한 다음해에는

face book News room을 통해서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동영상의

조회수가 50%이상 증가했고, 6월부터는 일일 동영상 평균 조회수가 10억

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밝히며 동영상의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

이는 영상을 재생하는 디스플레이의 세분화, 기술적 발달 이외에도

콘텐츠를 게시할 수 이는 웹, 모바일 상에서 동영상 친화적인 시스템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전 시대보다 영상을 상영하고 공유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형성되는

현상은 정지된 이미지에 비해 영역 내에서 가지는 시각적 대비가 높은

영상의 특성에서도 기인한다. 이러한 영상의 특성은 한 페이지 당

게시되는 정보량이 많은 웹이나, 옥외 사이니지가 많은 도시내부에서

수용자의 높은 주목성을 이끌어내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정지된 이미지로 구현되던 시각 콘텐츠가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상영되는 영상 콘텐츠로 대체되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회화나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디자인과 같이

평면적이고 정지된 이미지를 생산하는 영역과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는

영화, 모션그래픽 등의 영상 분야 외에 기존의 형식을 벗어난 변칙적인

동영상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상에서의 일명

'움짤' 이라고 불리는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분야에서는 시네마그래프라는 장르를 통해 영상이 가지는 특성을 사진과

결합하고 있으며,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줄리안 오피같은 작가들을 통해

영상과 이미지가 가지는 특성을 동시에 투사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2 Fidji Simo, An Easier Way to Watch Video, Facebook news room, 2013.

http://newsroom.fb.com/news/2013/09/an-easier-way-to-watch-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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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그래픽 디자인에서도 무빙포스터와 그래픽 영상

아트웍처럼 전통적인 매체뿐만 아니라 여러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작업의

사례가 나타난다.  

이렇듯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분야로 나누어져 있던

이미지와 영상은 21세기 매체의 다양화와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발달로

인해 생산자의 의도를 강조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확장적인 특성을 지닌

새로운 장르로서 발달할 가능성을 가진다. 필자는 뉴미디어 시대에

정지한 이미지와 동영상이 결합되어 어떻게 효과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활용되는지 분야별 사례를 통해 탐색하고, 이미지와

동영상의 속성을 결합한 새로운 표현 양식의 콘텐츠를 발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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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정지된 이미지와 영상의 특성 파악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

매체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사용되는 새로운 콘텐츠 양식의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뉴미디어 시대에 세분화, 다양화된 매체와 발달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전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이미지와 동영상이 결합된

하나의 시각 콘텐츠 내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의 특성이 활용된 방식과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이미지와 영상에 대한 개념 차이를 인접 학문에 선행 연구된

사례와 연구결과를 통해 비교하고, 디자인 분야 내의 그래픽과

모션그래픽의 개념적 특성을 확장적으로 이해하였다. 이미지와 그래픽과

영상과 모션그래픽은 서로 중복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

내에서 각각의 정의를 선택적으로 제한함으로서 차이를 만들었다. 또한

그래픽과 모션그래픽의 비교에서는 디자인분야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지각의 위계질서에 관한 연구와,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EEG측정방법을 이용한 이윤정(2013)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면적으로 두

분야를 비교하였다.

이미지와 영상에 관한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한 후에는 이를 통해서, 

뉴미디어 디자인 내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제시하는 시각

콘텐츠들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때 선정된 시각 콘텐츠는 1)정지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동시에 사용한 시각 콘텐츠 혹은 이미지와 동영상의

속성이 단일 프레임(frame) 내에서 결합된 형식의 시각 콘텐츠, 

2)뉴미디어 시대 이전 대중매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서

벗어난 표현양식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형태를 취하는 것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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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시각 콘텐츠는 이미지와 동영상의 특성을 활용해

수용자에게 새로운 시지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하는데 용이하다.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산자에게는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기존 대중 매체를 통한 마케팅

방식 외에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자리하면서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 

개인 작가, 마이너 문화예술 분야 등의 대중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시각 콘텐츠의 제작 방식을 사용해 국내에서

가장 공연 실적이 저조한 문화예술 분야인 오페라의 홍보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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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와 영상의 개념과 특성

2.1 이미지의 정의

2.2 영상의 정의

2.3 시각 디자인 범위 내의 이미지와 영상

     2.3.1 그래픽과 모션그래픽의 정의

     2.3.2 그래픽 이미지와 모션그래픽의 해석

     2.3.3 그래픽 이미지와 모션그래픽의

시지각을 통한 뇌내 반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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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미지와 영상의 개념과 특성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핵심 키워드로 사용되는 이미지와 영상의

보편적인 개념과 정의를 살펴본 뒤 연구 내에서 사용될 이미지와 영상의

의미와 범위를 한정 짓는다. 그 후에 이미지와 영상을 시각 디자인

분야내의 그래픽과, 모션그래픽으로 대응시켜, 시각 디자인 분야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성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을 확장적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그래픽과 모션그래픽에서 나타나는 시지각적

위계질서에 관한 비교 연구와,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EEG측정방법을 이용한 이윤정(2013)의 연구결과를 통해 인문학적

디자인적 해석 외에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뇌과학적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이미지와 영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1 이미지의 정의

이미지라는 단어는 단어가 쓰여진 시대상과 맥락에 따라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규옥(2001)의 연구에서는 시대별로 이미지에

더해진 의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고 있다.

그 예로 유럽에서는 16세기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심적인 상’의 의미

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에는 언어의 비유용법(Figure of speech)의 뜻이

더하여졌다. 거기에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말하자면 사진, 영화라고 하는 기계시대의 미디어로부터 텔레비전, 컴퓨

터에 의한 디지털 미디어로 변환함에 따라 ‘이미지’에는 인상, 평판 등의

의미가 더하여 졌으며 지각상(知覺像), 심적상(心的像), 상(像) 등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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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3

이와 같은 이미지라는 단어의 다면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될 때 보는

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이미지의 여러

의미를 분류하고, 그 중에서 연구 내에서 사용될 이미지의 개념에 대해

특정하고자 한다. 이규옥(2013)은 연구를 통해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6가지 다른 개념으로 나눠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이미지는 망막에 비춰진 물질상(物質像)이다. 이   

물질상(物質像)은 촉각으로 느끼는 입체적인 상(像)과 평면적인

상(像)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이미지는 대뇌에 형성되어진 심상상(心象像)이다.

심상상(心象像)에는 기억, 인식된 상(像)과 뇌내에서 창조된 상이 있다. 

셋째는 지각상으로 사물을 보고 그 특징을 직접적으로 이미지화 하는

것을 지각상(知覺像)이라 할 수 있다. 지각상(知覺像)은 현실에 있 는

것을 보는 것이지만 그의 대부분이 이미 지식으로 뇌 속에 각인 되어있는

세계를 실감하는 행위이다.

넷째, 실물을 보고 나서 그림이나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형상상(形象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추상성이다. 시, 문장 등으로 종합된 형(形)에 이미지화 하는

것이 추상성이다. 문학에서 문장화하는 것에는 일정한 형(形)이

갖추어지며, 통상적으로 이미지가 창작된 형태로 제공된다. 

여섯째, 영상(典像)이다. 영상은 정보수집단계에서부터 카메라라는

메커니즘이 개입하 것으로 객관화되어, 거기에 수집된 소재를 짜 맞추어

그것 편집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미지는 처음

                                                    
3 이규옥,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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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景德)과 심적인 상(像)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언젠가 영(景)이

영(典)으로 변하여 의미하는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다.4

이 여섯 가지 중 필자의 연구에서는 첫번째인 ‘이미지는 망막에

비춰진 물질상(物質像)’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논문에서는

이미지의 정의를 뇌내 떠올리는 심적인 상과, 영사기가 발명된 이후로

객관적으로 재 인식된 영상으로까지 확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후에 나오는 ‘영상’과의 비교에서 의미를 구분해 명확히 하기 위해

‘물성을 지닌 물질상’으로 정의하며, 부분적으로 이러한 ‘물질상’을

사람의 시지각으로 인식하고 해석한 결과 정도로 연구 내에서의 이미지의

정의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유나(2014)의 연구에 기술된 이미지의 어원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의식하는 이미지의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미지란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심상’

혹은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으로 정의된다. 이미지의

어원은 이마고(imago)로, 그 의미가‘모방하는 것’과 ‘죽은 자들의 세계’와

관련이 있다. 모방한다는 것은 대상과의 ‘유사성’을 의미하고, 죽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 무엇을 ‘유추’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이미지 는 유사성과 유추에 의해 실재하는 대상을 표현을 한 것이며, 

수용자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미지로 표현된 대상을 인지

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유사성(resemblance)과

유추(analogy)는 서로 배타 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5

                                                    
4 이규옥, p328-329
5 이유나,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의 이미지 구성에서 나타나는 영상 특성, 2014,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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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물질상으로 존재하는 이미지는 현실에 존재하는 물질의

모방이거나, 물질의 성질을 유추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된다. 

이 중 특히 인간의 사고 속에서 유추, 재조합 된 이미지는 모방된 상처럼

단일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으며, 그 속에 다양한 이미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산자가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게 된다. 하나의 이미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이미지들 간의

상호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지는 것이다.6 이처럼 이미지의

생산원리는 생산자의 모방과 유추의 과정을 포함하기에 수용자는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가 의도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수용자 역시 주관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사용하는 해석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읽어내는 과정을 요한다.

2.2 영상의 정의

영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급화 된 것은 1950년대초부터이다. 그 이전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사진, 슬라이드, 영화, 

텔레비젼 등은 가정용 VTR의 보급을 통해 통합,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각미디어를 총칭하여 영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현재에는 물적 대상에 의해 규정하는 영상, 즉 영상의 개념을 단지

카메라, 렌즈 등의 광학 장치에 의해 형성된 화상(畵像)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와 같은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컴퓨터, 레이저, 비디오

시스템 등 새로운 디지털 영상 미디어에 대해서도 영상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7

영상 역시 이미지와 같이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6 이유나, p.11
7 이규옥, 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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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는 물체의 광학적 재생과 시각적, 심적

이미지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져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규옥(2001)의 연구에서 영상의 정의하기 위해 쓰인 개념 중 광학적, 

전자적 기술에 의해 형성된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에 의해 생성되는, 

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특징인 상(像)이라는 개념에 한정하여 영상을

정의 하고자 한다.8

이유나(2014)의 연구를 통해 정의된 이전의 문자, 정지된 이미지와는

다른 영상의 구성요소에 관해 살펴보자.

영상 이미지는 문자 이미지와 달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요소

들이 개입한다. 조명, 색채, 이차원과 삼차원 공간을 만들어내는 요소(비

율, 이미지의 크기, 부피, 방향 등) 등이 영상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

로 기능한다. 이미지 요소들이 모여 ‘구성’되어, 영상 이미지가 수용자들

에게 읽혀질 때 의미를 지니게 된다.9

이처럼 영상은 다양한 시각 요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프레임(frame) 내에서 배치, 구성되어 수용자에게 읽혀지며, 

이 모든 요소는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회화와

사진이 고정된 이미지로 구성되었다면 영상 미디어는 움직이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에게 이전의 미디어와는 다른 이미지 인식

방법을 요구한다. 특히 회화와 사진의 단일 프레임 안에서 하나의

시점만을 보여줄 수 있다는 한계서 벗어나, 영상에서는 프레임 밖의

공간을 순차적으로 끌어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이유나(2014)는 이러한 영상의 차이점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음과 같이 논한다,

                                                    
8 이규옥, p.331
9 이유나,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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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원근법은 사진의 원근법보다 더 많이 파괴되며, 영화의 시점은

‘다시점적’으로 수없이 그 이동과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전의

미디어에 비해 단편적인 대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영상 미디어의 경우, 

그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영상의 이미지 구성 분석

이 요구 되어진다. 10

영상 속, 영상의 이미지 요소들은 상호결합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이유나(2014)의 연구에서는 그 상호 작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각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키거나 이미지 요소를 바라보는 수용자와 연결

하는 방식인 '배열'과 요소들의 위치, 색, 상대적인 크기 등으로 바라보는

수용자의 주의를 끌게 하는 방식인 '현저성', 그리고 프레임을 통해 요소

들을 분해하거나 연결시키는 방식인 '프레이밍'으로 구분된다.11

이 세가지 개념 중 배열과 현저성은 정지된 이미지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해석요소이다. 영상의 차별화되는 특성인 ‘프레이밍’은 영상의

시간성에 의한 특성이다. 

                                                    
10 이유나, p.9 
11 이유나,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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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각 디자인 범위 내의 이미지와 영상

2.3.1 그래픽과 모션그래픽의 정의

한글글꼴용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대별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현대의 그래픽 디자인은 1940년대에는 주로 인쇄에 의해 복제되는 디

자인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 아트 디렉터가 활약하면서 타이

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사인, 씨아이(CI), 광고, 편집, 패키지 등 분

야가 전문화되었다. 그래픽 디자인의 의미는 점차 확대되어 평면적인

디자인의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환경, 뉴미디어 등 커뮤니

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적 매체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12

21세기에 이르러 그래픽 디자인의 범위는 위의 내용과 같이 영상, 

환경, 뉴미디어 등으로 확대되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에서의

결과물로서 정태적 그래픽 이미지로만 그 정의를 한정해 사용한다.

김상욱(2009)은 그래픽 지면 구성요소의 분석을 통한 디자인 방법론의

효용성을 연구하면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그래픽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래픽디자인은 특정한 의미를 의도한 문맥(context)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기호(sign), 텍스트(text), 이미지(image)를 적절한 기술적 방법을 이

용해 물리적인 바탕 위에 배치시키는 일종의 조형행위이다. 기호, 텍스트,

이미지는 그래픽 디자인의 요소로서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평면의 지면

                                                    
12 한글글꼴용어사전, 그래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3911&cid=41828&categoryId=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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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배치 됨으로써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13

특히 김상욱(2009)은 그래픽 디자인의 매체로서 지면(紙面)이 오랜

시간 동안 사회 문화 속에서 사용돼 인증되면서 형성된 그래픽 디자인의

바탕으로서의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다.14 지면 그래픽을 통해

디자이너들은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 안에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원칙들을 구축해 왔고, 이러한 원칙들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2D

그래픽 에서도 유효하다. 

이병주(2010)은 모션그래픽과 지면 그래픽은 같은 디자인의

기본원리와 디자인 요소를 공유하지만 표현 기반의 차이로 인해 표현

구조와 형태가 다르며 이로 인해, 결과물 내의 이미지 구성 요소는

같지만 이를 해석할 때 수용자가 다른 인식 체계를 통해 해석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모션그래픽은 시간, 공간, 움직임, 사운드 등의 지면

그래픽에서 부재된 기본 요소를 가지기에 이러한 기본 요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15

모션그래픽이라는 단어는 60년대 ABC방송사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70~80년대 MTV를 통해 제작된 뮤직비디오와 방송 중간에

송출되는 감각적이면서도 짧은 영상 클립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90년대에는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가 모션그래픽 형식으로

제작되어 모션그래픽의 적용분야가 확대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사용법이 보급되면서 모션그래픽은 대중적인

영상 장르로 자리답게 되었다.

뉴미디어 시대,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해 지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에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감성적인 반응을 즉각적으로

                                                    
13 김상욱, 그래픽지면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디자인 방법론의 효용성 연구, 2009, p.185
14 김상욱, p.185
15 이병주, 모션그래픽의 시점 변화와 서술 공간 코드화, 201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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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는 영상 콘텐츠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발달하며 기존의 지면 매체를 동영상이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용자의 수용자의 주의를 끄는 정도가 높은 영상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2.3.2 그래픽 이미지와 모션그래픽의 해석

그래픽 디자인에서 수용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쓰이는

시각적 요소의 배치 방식과 모션그래픽에서 쓰이는 시각적 요소의 배치

방식은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은 수용자가 그래픽과 모션그래픽을

인지하는 시지각적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뇌 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변화와 추론방식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도희정(2015)은 연구를 통해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의 순서를 시각적 대비를 통해

형성하며 이 경우 수용자는 주관적인 시간 경험을 통해 이를 해석하게

된다고 말한다. 모션그래픽의 경우 화면내의 움직임과 모션그래픽 내의

시간 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 정보와 의도를 전달한다. 

모션그래픽의 경우 수용자는 시간을 통해 직렬로 정렬된 프레임 내의

이미지 변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게 되고, 이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시각 요소의 반복과 대비, 강조는 정지된 이미지의 정지된

시각적 대비보다 시선을 주목시켜 같은 공간 내에서 동시에 그래픽과

모션그래픽이 전시될 경우 영상 쪽이 먼저 인식되는 위계구조가 형성되게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래픽 디자인은 프레임으로 정의된 공간 내에서

하나의 정지된 시점을, 모션그래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프레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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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다시점적 표현 방식을 가진다는 점이다.16 이러한 차이는

수용자가 모션그래픽이 묘사하는 상황과 분위기를 보다 다면적이고

생생하게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의 시점의 이미지에 형성된

시각적 대비를 수용자가 주관적으로 읽어나가는 그래픽 디자인은

생산자의 의도보다는 수용자의 주관적 해석과정에 좀 더 집중하게 된다.

2.3.3 그래픽이미지와 모션그래픽의 시지각을 통한 뇌내 반응 비교

이윤정(2013)은 EEG측정방법을 사용해 그래픽이 이미지의 움직임이

없는 장면과 모션그래픽의 움직이는 장면을 시청했을 때 변화하는 뇌파

반응에 대해 실험하고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정지된 이미지로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래픽 이미지와 영상으로 대응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모션그래픽이 시지각을 통해 인식되었을 때 일어나는 뇌내 반응에

대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윤정(2013)의 실험, 분석 결과 움직임이 없는 자극과 움직이는

자극의 뇌파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윤정은 자극을 인지했을 때 뇌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베타파와 알파파의 발생에 주목하였으며, 

움직임이 없는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전두엽 사이의 베타파 활성은

그 순간 사고와 인지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수용자가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볼 때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움직이는 이미지를 볼 때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볼 때

활성화된 하이베타파는 움직이는 장면을 볼 때 보다 수용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17 이윤정은 이러한 그래픽 이미지와 모션그래픽을

                                                    
16 도희정, 그래픽디자인과 모션그래픽디자인의 위계구조에 관한 비교 연구, 2015, p.396
17 이윤정, 모션그래픽 자극에 대한 반응- 뇌파 실험을 바탕으로, 2013,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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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뇌파의 차이를 통해 그래픽디자인과 모션그래픽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움직임이 있는 모션그래픽으로 제작했을 시 자연스럽게 메시지

를 전달 받을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션그래픽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검증은 물론 영화, 

TV방송, 뮤직비디오, 컴퓨터아트, 웹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다양

한 장르에서의 모션그래픽 활용은 더욱 필요하며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18

김세화, 성치경(2011)은 인간이 기억탐색, 주의집중, 몰입을 할 때

도달하는 뇌파의 정도인 P300의 잠재기(자극 이후 P300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를 통해 디지털 화면상에 표현되는 이미지의 움직임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밝히고 있다. 연구에서 김세화, 성치경(2011)은

움직임이 없는 이미지보다 움직임이 있는 이미지를 볼 때 잠재기가 더

빠르게 나타나며, 특히 자연스러운 시선 이동 방향과 일치하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 대각선의 움직임일 경우 즐거움 감정과

흥분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미지가 움직이는 속도에

관해서도 P300의 잠재기는 차이를 보였는데, 김세화, 성치경(2011)은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매우 느린 요소가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

수용자가 인식하기에 적절한 속도로 진행되는가가 수용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19

위의 실험을 통해서 정지된 이미지와 움직이는 영상 사이 수용자의

지각방식, 감정 등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속도와 음향 등 영상의

                                                    
18 이윤정, p.312-313
19 김세화, 성치경, 그래픽 이미지의 움직임 속성 변화에 따른 뇌파 및 감성의 변화 연구, 

2011,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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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가 뇌파의 변화에 독립적으로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적용해 영상 내의 요소를 분리시켜 정지된

이미지와 결합 시 기존의 정지된 이미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뇌파를

형성하고 시지각을 자극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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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정지된 이미지의 동영상화 현상

3.1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발달과 광고매체의 변화

동영상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매체의 발달은 영상 콘텐츠의

보편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상 콘텐츠의 보편화와 발전은 일상의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TV, 개인 컴퓨터의 스크린

이외에도 일상의 새로운 공간에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적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디스플레이들의 등장은 정지된 이미지로

표현되던 지면매체의 일부를 동영상 콘텐츠를 상영하는 영상매체로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예는 곽명희(2007)의 뉴욕과 쿄토의 옥외광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기술된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옥외광고판의 역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아래는 연구 내용 중 타임스퀘어 역사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904년 전기를 이용한 사인(Electric Sign)이 처음 거리에

등장하면서 타임스퀘어는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으며 당시 뉴요커들이 밤이 없는 타임스퀘어를 ‘거대한 백색의

거리(Giant White Way)’라고 불렀을 정도로 뉴욕 광고의 역사는 곧

타임스퀘어의 역사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1950년에 들어서 포르노를 상영하는 극장들, 비디오 숍과

매춘, 마약밀매 등이 공공연해 졌고, 1970년대 범죄률의 증가 등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TV의 보급률이 매우 높아지며 TV광고가

광고주에게 가장 매력 있는 광고 미디어로 성장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광고주와 뉴욕시민들은 타임스 스퀘어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에 뉴욕시

당국은 타임스 스퀘어 지구 일대를 재개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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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48건의 소송이 재개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많았지만 1992년

당국은 <24시간 밝은 장소>라는 표어를 가지고 도시의 이미지를 재건할

수 있는 라이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화려한 극장과 수많은 전등사인, 

호텔, 유흥장, 스포츠클럽, 거기에 오피스를 조합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는 1993년 디즈니사가 타임스 스퀘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표명하면서 가속화되었고, 시당국의 건설자금 원조와 사업주들이

대거 참여하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지금의 타임스 스퀘어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그림1> 1911년의 타임스퀘어

<그림2> 1970년대의 타임스퀘어 주변의 극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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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21세기의 타임스퀘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며 동영상 재생 기술 및 웹을 통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타임스퀘어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광고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고

있다.20

위의 사진의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타임 스퀘어의 옥외 광고판은

상당부분 디지털 옥외 광고판으로 변화해 왔다. 2102년 기준

타임스퀘어에 광고판을 내건 세계적 기업이나 기관은 230여 개이며, 

광고판 하나가 연간 지불하는 광고비는 그 크기나 위치에 따라 약 25억

원에서 35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21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중에서 작은 사다리꼴 모양의 빌딩인

‘원 타임스 스퀘어’는 디지털 옥외 광고판 임대료만으로도 연간 2,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원 타임스 스퀘어’는

타임스 스퀘어에서 일어나는 카운트다운을 시각화한 신년 행사인 ‘볼

드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뉴욕 시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타임스

                                                    
20 곽명희, 뉴욕 타임스퀘어와 일본 쿄토의 옥외광고 정책의 고찰을 통한 한국 옥외광고의 활

성화 방안에 관한 小考, 2007, p.2-3

21 aplovepp, 맨하탄 타임스퀘어의 진화하는 광고 전쟁, 동아저널로그, 2014
http://blog.donga.com/aplovepp/archives/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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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의 상징적인 건물로 자리잡았다.22

  

<그림4> ‘원 스퀘어’의 디지털 옥외 광고판의 광고비용

                                                    
22 ELIOT BROWN, Ads, Not Tenants, Make Times $quare, The wall street journal, 2012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1278873234763045781993104707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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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원 스퀘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신년행사 ‘볼드롭’

이러한 사실은 근 10년 사이 타임스퀘어의 중심이 되는 옥외

광고판이 인쇄된 아날로그 이미지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바뀌었으며

이전에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를 사용한 옥외 광고판보다 수용자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가치를 올려왔음을 증명한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타임스퀘어를 찾는 관광객은 하루 31만 2000명 정도이며, 

그 중 60%, 약 19만 명이 5분 이상 옥외 광고를 집중해서 쳐다본다고

한다.23

또한 ‘원스퀘어의’ down jone은 현대자동차의 빌보드로서

현대자동차의 쌍방향 소통형 인터랙티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다. 2012년에는 벨로스터HD의 레이싱 트랙이 된 뉴욕

                                                    
23 aplovepp, 맨하탄 타임스퀘어의 진화하는 광고 전쟁, 동아저널로그, 2014

http://blog.donga.com/aplovepp/archives/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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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 빌보드 앞에서 수많은 뉴요커들과 관광객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였고, 상위 10위 안의 레이서들은 하루 동안 타임스퀘어

빌보드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Brilliant Hyundai Race를 진행했다. 

해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진행하는데, 2015년에는 미디어 작가

맷 파이크와 콜라보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원 순환의 과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미디어작품인 ‘running man’을 빌보드를 통해

상영했다.

<그림6> ‘원 스퀘어’ 건물의 현대자동차 빌보드에서 상영되고 있는 ‘running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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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running man’의 연속 스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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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등 원재료를 녹인 쇳물이 각종 철강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인

철판이 되고, 현대적인 프레임의 바디 조형물로 완성된 후 다시 해체되는

과정을 반복하여 보여주며 이는 자원의 순환 속에서 탄생하는 현대자동차의

모습을 보여준다.24 Running man은 구체적인 제품의 이미지와 설명이

나오지 않으며,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나 모델이 등장하지 않는 광고로서

구매에 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업 광고보다는, 타임스

스퀘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기업이 가지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현대자동차의 퍼포먼스에 가깝다. 이렇듯 타임스 스퀘어의 옥외 광고판은

진보된 테크놀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는 여러 방식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실험하는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타임스퀘어의 디지털 옥외 광고판은 기존의 이미 공간에 존재하는

부분적인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공간의 아이덴티티와 사람의

새로운 경험을 결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25

이러한 사례는 기존의 광고매체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면서 정지된

광고 이미지에서 디지털 영상으로 변화하는 추이와 방식을 보여준다. 

타임스 스퀘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광고시장에서 4대 매체를 통한 광고 점유율은 하락하는 반면 뉴미디어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하나(2011)는 광고매체로서의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며 뉴미디어 시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옥외 광고판을 대체하는 형상과 그 종류의 세분화와

다양성에 관해 논의했다. 

뉴미디어 분야에서도 인터넷 네트워크의 유비쿼터스화로 광고매체로서 디

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트랜드가 옥외광고 산업에서 전통 옥외 매체를

                                                    
24 현대자동차, Hyundai in New York Times Square, 2015

http://brand.hyundai.com/ko/brand/campaigns/hyundai-at-new-your-times- squa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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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해 나가며 옥외 광고시장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

란 공공장소와 상업 공간에 LCD, PDP, LED등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

해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의 콘텐츠를 표출하는 미디어로서 하드웨어 측

면을 강조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하

드웨어, 콘텐츠, 네트워크 등 다양한 IT 기술의 복합체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다. 26

2015년, 201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에 출품된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진일보된 디스플레이 시장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자체 플랫폼 웹OS를 탑재한 디지털 사이니지, 호텔 TV, 투명

디스플레이, 미러 디스플레이, 비디오월 등이 출품되었다.

  웹OS 디지털 사이니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와

연동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메뉴, 가격, 영양정보 등 수시로 바꿔야

하는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와이파이(wi-fi)도 연결된다. 웹OS 호텔

TV는 쉽고 편리한 유저 인터페이스(UI)로 호텔 소개와 주변 명소, 

엔터테인먼트 등의 정보를 준다. TV로 조명과 냉난방, 커튼을 제어할

수도 있다.

투명 디스플레이를 쓴 투명 쿨러 도어는 스크린의 뒷면이 투과되지

않았던 기존 스크린과는 달리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상을 보면서 뒤의

사물을 함께 볼 수 있다. 편의점·대형마트 냉장고 문으로 활용되었을 때

상품의 홍보영상과 상품을 동시에 소비자에게 전달하기에 용이하다.

                                                    
26 이하나, 광고매체로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1,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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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쿨러도어

이렇게 2015년에 소개된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투명 쿨러

도어’는 2016년 ISE에서 초슬림 베젤기술을 이용한 비디오월에 적용되어

45%의 투명도와 어도비 RGB를 100% 지원하는 ‘투명 OLED 

비디오월’로 발전하였다. 베젤은 디지털 패널과 패널을 연결 시킬 수

있는 연결의 전면부를 가리키는 말로 비디오월은 베젤을 이용해 단일

패널들을 쌓아 면적이 넓은 하나의 패널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다. 27

                                                    
27 최정호, 디스플레이 기술의 진수 보여준다, 2016, 헤럴드 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210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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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전면의 투명 OLED 비디오월과 그 뒤로 보이는 초슬림 비디오월 제품

디지털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영상 등의 발달은 이러한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발달과 매우 밀접하다. 수용자는 기존의 인쇄매체에서

지녔던 인쇄물의 높은 선명도, 인쇄물의 물성 등을 재현할 수 없는

디지털 이미지에서 기존의 시각물과는 다른 장점을 찾으려 한다. 초대형

패널의 등장과 섬세한 색감 구현, 높은 해상도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발달은 일상생활에서의 동영상화 현상을 촉진 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서의 동영상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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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례연구

3.2.1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문화 원형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엄주희(2012)는 뉴미디어를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미디어에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정보전달

방식을 지닌 미디어를 포괄하던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뉴미디어와

비슷한 개념인 멀티미디어의 정의를 통해 이후 등장한 뉴미디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엄주희(2012)는 “멀티미디어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영상이나 음성, 문자 등

이질적인 정보형태를 하나의 매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미디어 혹은 미디어 환경” 이라고 정의하면서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통합, 저장, 유통한다는 점에서 뉴미디어와 흡사하지만

멀티미디어는 뉴미디어와는 달리 디지털망을 통해 연결된 사용자들이

서로 교류와 상호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 재생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고 있다.28

이처럼 디지털망을 통한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뉴미디어의 특성을

이용해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생산자들에게 중요한 구성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며 다양한 크기와 용도를 지닌 디스플레이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서 탈국가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콘텐츠는 더 이상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체험을 통해 수용되는 지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9

이전의 텍스트로 이루어진 콘텐츠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점점 줄어들고

                                                    
28 엄주희, 디지털미디어 기반의 문화원형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p.21-22
29 심혜련, 이미지 수용의 변화-읽는 이미지에서 지각하는 이미지로, 2013, p.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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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인간의 시지각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수용 가능한 이미지

콘텐츠와 동영상 콘텐츠들이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정지된 이미지에

비해 높은 시각적 대비를 가지는 동영상은 최초 응시 시 정지된

이미지에 비해 높은 주목성을 가지며, 한 페이지당 표시되는 정보량이

많은 웹상에서 효과적인 시각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되었듯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옥외 광고판이 디지털 광고판으로 바뀌고, 메뉴판이나 층별 안내도, 거울

등이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재생되는 영상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온라인에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변화한 뉴미디어 시대의 특성인 이미지의 즉각적이고 몰입도 높은

체험과 더 나아가 상호 소통 가능한 콘텐츠를 전시하기 위해서이다.

3.2.2 뉴미디어 시대 인터넷 ‘짤방’이 가지는 의의

인터넷이 상업화 거대화되면서 인터넷 상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현재까지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짤방’이라 불리는

콘텐츠를 통해 모바일과 인터넷상의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동영상화하는 현상을 살펴보자. 김나래(2015)는 논문을 통해 ‘짤방’의

유래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디지털카메라 전문 사이트였던 ‘디시인사이드’는 게시판이 아닌 갤러리로

운영되었던 터라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모든 게시물은 삭제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게시글에 삭제 방지용 사진을 첨부하여야 했다. 이

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 하나를 무작위로 올

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글이나 이미지가 갤러리에 올라오는 수

많은 게시물에 묻혀 자연스레 소멸하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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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잡아두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이미지를 검색해 첨부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점차 자신이 올리는 게시물과 관련된 것으로 재가

공하는 과정을 통해 ‘짤방’만을 의도적으로 대중들이 생산하는 시기로까

지 이르게 되었다. 30

김나래는(2015)는 연구를 통해 ‘짤방’의 몇 가지 제작원리에 관해

밝히고 있다. 첫째로는 원본의 흥미로운 상황과 이미지를 캡쳐 해 몇

장의 이미지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제작 시 결과물에는 ‘짤방’

제작자의 개입이 많지 않으며, 단순히 자신에게 흥미로운 이미지를

타인에게 공유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다. 

이 방식으로 제작된 ‘짤방’은 원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원본의 내용과 맥락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공유된다. 

<그림10> 김성모의 만화책의 한 장면을 캡쳐한 ‘짤방’

둘째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거나, 커뮤니케이션 도중 적합한 감정과 상황의 분위기를 전하려는

                                                    
30 김나래,’짤방’의 생산원리와 특징을 반영한 그래픽 디자인, 2015,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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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로 생산된 ‘짤방’이다. 이 경우 기존의 ‘짤방’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포토샵이나 그림판 등의 브러쉬 도구나, 디지털 폰트를

사용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감정 표현을 적어 변형시킨다. 

<그림11> 기존의 병 사진에 텍스트를 삽입해 마치 방송 중의 상황인 것처럼 묘사한 ‘짤방’

첫째 방식 에서 제작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들은 캡쳐 된 이미지

자체의 상황이 흥미로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두 번째의 경우

사용자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이미지에 합성되어 원본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기존에 이미지 자체로는 흥미를 자아내지

않는 이미지들로까지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세 번째는 ‘짤방’자체의 패러디를 통한 또 다른 ‘짤방’의 생성이다.  

'짤방'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는 새롭게 생성된

맥락을 공유한다는 뜻이 되고, 그 '짤방'은 점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짤방'의 모방과 변형을 주로 하는 인터넷 사용자끼리의

놀이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31

보통 이 경우 ‘짤방’은 발생 초기에는 정지된 이미지로서

                                                    
31 김나래, p. 24-29



３６

생산되었지만, 사운드를 지원하지는 않으나 인터넷 상에서 별도의 재생

장치 없이 쉽게 재생 가능하기에 접근성이 높고, 파급력이 큰 GIF 

방식의 이미지 제작방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직관적으로

붙잡아두기 쉬운 ‘움짤’ 즉 움직이는 ‘짤방’으로 바뀌었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디스플레이가 발달하자 일상 속 인쇄 매체를 통해 생산되던

콘텐츠들이 영상 콘텐츠로 대체되는 현상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렇게

‘짤방’ 영상화된 ‘움짤’들은 기존의 정지된 이미지의 ‘짤방’이 가지는

원본의 일부의 상황의 순간을 강렬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강조되었다. 

또한 영상의 특성은 ‘짤방’을 가지고 노는 사용자의 놀이방식을 더욱

다양화 시키기도 했다. 

콘텐츠 형식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움짤’의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

게시물 내에서 생산자의 메시지를 담은 텍스트와 함께 사용될 경우

영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게시물 내에서 이미지처럼 인식된다는

점이다. 우선 ‘짤방’은 영상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사운드가 부재되어

있으며, ‘짤방’의 스타일로 인식되는 Low quality를 보여주는 방식 중

하나인 낮은 화질을 고수하는 경우 특히 게시글 내에서 낮은 시각적

대비를 일으킨다. 영화나 드라마의 한씬(scene)혹은 단일 샷(shot)으로

까지 축소되는 짧은 내용은 수용자가 앞 뒤의 서사를 이해하는

해석과정을 생략시키고, 게시물 내에서 자연스럽게 앞 뒤의 텍스트와

연결 지어진 이미지로 인식하게 한다. 

‘짤방’의 성격 중 하나로 Low quality의 이미지를 언급하기도

하였지만 제작자가 자신이 호감을 가진 영화나 드라마, 작품을 공유

하고자 하는 의도로 원본 그대로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원본의

흥미로운 부분을 캡쳐 해 ‘움짤’을 제작하기도 한다. 이때 ‘움짤’ 속

이미지 자체의 힘은 오히려 수용자로 하여금 출처와 원본을 찾게

만들기도 한다.

앞서 언급된 ‘움짤’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영상의 요소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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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가 빠져있고 재생시간이 영상의 타 분야와 비교해 매우 짧다.  

인터넷 내 서브컬쳐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부담이 없고, 낮은 퀄리티의

이미지 구성를 사용하며, 짧고 흥미로운 순간을 포착해서 박제한

것이기에 ‘짤방’ 내의 상황에 대한 환유도와 몰입도가 높아 원본의 맥락

대신 이용자의 놀이 속에서 새로운 맥락을 가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움짤’은 동영상이 가지는 주목성과 시각적 대비를 가지면서도 평면의

레이아웃 안에서 텍스트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 존재한다. 하지만

계속될 연구에서 ‘움짤’이러는 명칭을 사용시 ‘움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 불필요하게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니, 혼란을 피하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러한 형식의 콘텐츠를 정의하기 위해 ‘움짤’의

형식적, 시지각적 효과적 특성을 가진 gif 형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구분해 ‘Animated gif’라 부르기로 한다.

3.2.3 분야별 적용 사례

디지털 기술이 점점 발달해 용량이 동영상의 로딩 시간이 단축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에서 타임라인 내의

동영상의 자동재생기능을 도입하면서, ‘움짤’의 파일형식으로 쓰여졌던

‘Animated gif’의 장점인 적은 용량과 별도의 재생 동작 없이도

재생된다는 특성은 점점 뉴미디어 매체 내의 영상 콘텐츠 사이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Animated gif’가 가졌던 커뮤니티 내의 전파력과

수용자에게 시지각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제작 방식은 다른 문화 예술 분야에도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와 동영상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Animated gif’

형식은 어떤 러닝타임으로, 어떤 장면을 어떻게 연출해 제작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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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영상과 이미지의 특성 중 하나를 더 강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용자에게서 각각 다른 시지각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그 예로 미국의 대형 방송국인 HBO에서 2015년 방영되었던

드라마시리즈인 <트루 디텍티브(True Detective)>의 시즌2 홍보를 위해

제작된 ‘Animated gif’ 포스터를 살펴보자.

<그림12> <트루 디텍티브(TRUE DETECTIVE)>의 티져포스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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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트루 디텍티브(TRUE DETECTIVE)>의 티져포스터의 연속 스틸이미지

포스터에서는 “We get the world we deserve.”라는 슬로건 외에는

이전 시즌에서 보여주었던 캐릭터의 등장이나 줄거리를 직접적으로 유추

가능한 시각물을 넣지 않은 채로 제작되었다. 슬로건은 여러 갈래로 엉킨

도로 위에 배치되어 있으며, 도로에는 차들로 보이는 자그마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형체들은 앞으로 시작될 시즌의 미스터리어스한

분위기와 내용을 암시하는 단서로 보이고 있다.32

시리즈로 3개의 포스터가 SNS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이 3개의 포스터는 모두 이미지의 빛, 까마귀나 자동차와 같은

원경에서 촬영된 사진 속에서 보이는 작은 오브제와 같이 이미지의

부분적인 요소들만 움직이는 형태로 제작되었고 포스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경이미지는 정지된 이미지로 구성되었다. 포스터의 움직이는

부분이 반복될 때 생기는 처음과 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반복되면서

마치 저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불길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임 없이

반복된다는 인상을 준다. 

이 포스터는 높은 주목성과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32 NERDCOREMOVEMENT, “True Detective” Season 2 Poster Moves Slightly and Is

Kind of Creepy, 2015, nerd core movement
http://www.nerdcoremovement.com/true-detective-season-2-poster-moves-slightly-and-is-kind-
of-cre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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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이었던 ‘움짤’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 요소와 느린

움직임, 화면 내에서 움직이는 영역과 정지된 영역의 확식한 구분을 통해

마치 정지된 이미지를 해석하는 듯한 시지각적 반응을 수용자에게

요구한다. 또한 HBO 같은 대형 방송국에서 이러한 gif형식의 홍보물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만 공유해 홍보다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대중매체의 홍보방식과 차별을 두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결과물의 높은 그래픽 디자인적 수준은 기존의 낮은 퀄리티를 유지했던

‘움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016년 방영된 넷플릭스의 드라마인 <더 크라운(The CROWN)>

의 홍보물도 ‘Animated gif’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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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더 크라운(The CROWN)>의 홍보이미지와 동영상

넷플릭스의 드라마인 <더 크라운(The CROWN)> 격변의 시기에 갓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2세가 정계 내에서의 중대한 문제와 개인적인

시련을 마주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33 <더 크라운(The 

CROWN)>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 홍보물을 나란히

게시하였다. <더 크라운(The CROWN)>에서 제작한 사진과 영상

홍보물은 서로 같은 시각적인 요소와 형식을 공유한다.

<그림15> <더 크라운(The CROWN)>의 사진 홍보물

                                                    
33 더 크라운, 2016, Netflix   

https://www.netflix.com/kr/title/8002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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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더 크라운(The CROWN)>의 영상 홍보물 스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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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현대미술 분야에서도 이미지와 동영상의 특성이 결합된 콘텐츠

형식에 관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시네마 그래프는 영화를 뜻하는 ciema와 사진을 뜻하는 photograph의

합성어로 뉴욕의 패션전문 사진작가인 jamie Beck와 그래픽 아티스트

Kevin Burg에 의해 2011년 처음 만들어 졌으며, 허핑턴 포스트지와

뉴욕타임즈를 통해 알려지게 되다. 이 후 많은 사진예술 작가들의 예술

기법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시네마그래프의 특징은 정지된 사진의 일부분이 동영상으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파일의 확장자는 gif로 제작되며, 사진의 일부분이 영상으로 무한

재생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때 사진 속 움직이는 영역을

모션큐(motion Cue)라고 부른다. 모션큐(motion Cue) 영역은 작가의

의도를 암시하고 관객의 시각을 집중시키고, 상황과 장면에 대한

상상력을 증폭시켜 주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34

                                                    
34 김진현, 해리포터 속 움직이는 신문은 어떻게 찍었지?, 연세대 UXLab 인지공학스퀘어

http://storyball.daum.net/episode/1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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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시네마그래프 작업의 연속 스틸샷에서 표시한 모션큐 부분(흰색 원 내부)

박지섭(2014)은 시네마그래프 형식으로 제작된 쇼핑몰의

홍보이미지가 기존의 정지된 쇼핑몰 홍보 이미지와 비교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설문지와 아이트래킹 방식을 통해

실험자의 반응을 비교해 본 결과 실험그룹이 대조그룹보다 더 긴

주목시간과 더 많은 주목빈도를 기록하였다. 또한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를

본 실험그룹이 대조그룹보다 더 높은 구매의도, 지각된 맛, 지각된 신선함, 

브랜드 태도, 지각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35

현대미술 분야에서도 줄리안 오피의 작품을 통해 사례를 찾아볼 수

                                                    
35 박지섭, 전자상거래에서 시네마그래프 이미지가 환기성에 미치는 영향, 201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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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줄리안 오피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통해 단순화 된 인체가

리듬감 있게 걷거나 움직이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줄리안 오피의

작업에서 인물의 형태는 단순화 되었지만 특유의 행동과 리듬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평면에서 시작된 그의 작업은 입체, LED를 거쳐 LCD를

이용한 움직이는 그림, 렌티큘러로 확대되었다. 

<그림18> imgen 2013의 연속 스틸이미지

촬영한 영상을 애니메이션화 할 때는 40~50 프레임을 캡쳐 한 뒤

무릎관절이나 근육 등의 미세하게 변화하는 부분을 20~30개의 점으로

찍어 선으로 연결한 그림을 1초에 25컷을 보여주는 식으로

애니메이팅한다. 디지털 기기로 촬영된 영상은 보통 1초에 30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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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36 오피의 방식대로 움직임을 만들 경우 매우

느리고 섬세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수용자는 정지된 듯

보이는 이미지의 움직임을 천천해 따라가며 이미지에 몰입하게 된다. 

디자인 분야 내에서도 더욱 효과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정지된 이미지와 함께 영상과 ‘Animated gif’ 형식의 결과물을 제작하고

있다.  2015년, 제33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전시의

홍보물을 살펴보자. 과정을 콘셉으로 한 포스터의 메인 그래픽은

디자인의 제작과정을 기호화하고, 추상, 단순화해 표현하고 있다.

<그림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전시 포스터

                                                    
36 한겨레, “나는 사실주의 작가요”/영국의 팝아트 작가 줄리언 오피 인터뷰, 2009

http://blog.hani.co.kr/dreamingmoon/2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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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유투브를 통해 공개한 졸업전시 홍보영상에서 보여지는 포스터 그래픽의

동영상화 모습

   

각각의 과정을 픽토그램으로 제작하고 각각의 픽토그램이 정해진

단계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동작을 한다. 전체적인 작업 알고리즘의

모습과 원리를 보여주는 정지된 포스터는 수용자가 기호화된 과정을

유추하고 추론하게 만들고, 동영상은 각각의 과정을 좀 더 생생하게

환유시키는 역할을 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의 졸업전시 포스터는 현재

그래픽 디자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보물의 변화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1인 출판, 1인 미디어, 디자인 스튜디오 등의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그룹이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이들은 홍보비용이

비교적 높은 TV, 지면광고 등의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대신 모바일과 인터넷 상에서 간단한 동적 요소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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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제작해 대중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림21> 홈페이지의 그래픽 요소들에 움직임을 부여한 ‘영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홈페이지

이러한 소규모 창작자들은 looping되는 ‘Animated Gif’를 홍보물의

방식으로 택하면서 인터넷상에서 기존의 유머자료를 위해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해 퍼뜨리고, 공유하는 ‘짤방’의 그래픽적 해석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짤방’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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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선 사례들은 기존에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animated Gif’의 제작원리를 일부 받아들여 재해석한 디지털

콘텐츠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와 동영상의 특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 활용한 작업들은 수용자에게 다양한 시지각적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 제작 방식의

그래픽 디자인적 활용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소규모 크리에이터와, 비주류 분야 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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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4.1 두려워하는 것들

4.2 후천적 생일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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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행연구

4.1 두려워하는 것들

모션그래픽과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화산과 혀 민들레꽃씨를 소재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표현하려 했다. 프레임바이프레임(frame by frame)으로  

움직임이 있는 각 장면을 그려서 1초당 8장 정도를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애니메이팅했다.

<그림 22> ‘두려워하는 것들’ 스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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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두려워하는 것들’ 스틸이미지 2

스케치와 채색은 포토샵, 이펙트 삽입과 편집은 애프터이펙트와

프리미어를 이용하여 작업의 전 과정을 디지털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로 진행했다. 디지털 효과를 부분적으로만 적용함으로서 움직임에

있어 전통적인 셀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비연속적이고,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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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후천적 생일 증후군

‘시’ 라는 매체에서 출발해 포스터와 책, 엽서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래픽 모티브(일러스트)를 파생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하지만 ‘시’라는 매체가 가지는 함축성과 메시지는 추상적인

이미지만을 사용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작업을 통해서 그래픽 요소에 동세를 부여함으로서 부연적 설명과 구체적

심상을 일으키게 하는 방식에 관해 고찰하게 되었다.

<그림 24> ‘시’ 가 포함된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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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눈과 생일을 결합한 이미지인 날아다니는 촛불들

<그림 26> 통일된 그래픽 모티브를 사용해 제작된 책과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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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작품 연구

5.1 시각화 대상의 선정

5.2 오페라 시각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5.3 시각화 과정

5.3.1 선정 오페라 연구

5.3.2 시각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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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최종작품 연구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그리고 영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들을 전달하는 매체 또한 지면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매체의 다양화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질수록 그에 맞는 콘텐츠의 행태나 적용 방식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통한 지면 그래픽을 활용해 대중과 소통하는 분야는 뉴미디어 매체를

사용해 소통하는 분야와 비교해 한정적이고 낮은 접근성을 가지게 된다.   

필자는 문화예술 분야 중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이 적고, 새로운

향유자의 진입장벽이 높으며, 인쇄매체를 통한 전통적인 홍보 방식을

유지하는 오페라 분야의 홍보 그래픽을, 앞서 소개된 뉴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사례의 특성의 적용을 통해, 정지된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의 특성과의 결합을

통한 시각디자인 프로젝트 결과물의 양식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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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각화 대상의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시한 국내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를 보면

공연시설 장르별 공연 실적이 가장 우수한 연극 장르에서 연간 7,131건의

작품이 69,489일 동안 85,628회 공연되었으며, 약 941만 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한 것에 비해, 오페라 장르에서는 연간 697건의 작품이

1,047일동안 1,186회 공연되었으며 약 52만 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였음을 알 수 있다.37

<그림 27> 2015 공연시설 장르별 공연실적

<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15 공연실태조사, 2015

도표의 타 장르에 비교해도 오페라의 공연건수, 공연일수, 공연횟수, 

관객수가 모두 현저히 낮다. 이러한 오페라의 저조한 공연 실적 성적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는 2013년 13시즌 오페라 하우스

좌석의 79%만이 판매되었다. 2008-2009년에는 좌석의 88%가 판매

완료되었지만 2013년, 좌석의 판매율이 급격히 떨어져 최근 몇년간 가장

낮은 판매율을 기록하였다. 낮은 판매율은 티켓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37 문화체육관광부, 2015 공연실태조사, 201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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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티켓 가격은 대중들이 구매를 꺼리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38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예술감독 Lyndon Terracini는 “오페라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고루하고 딱딱하고 엘리트주의적이고, 접근하기

어렵고 비싼 것으로 여겨졌으며, 많은 문화 콘텐츠의 틈바구니에서

오페라의 관객수는 줄어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오페라에 저조한 공연 실적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한 시도로 이어졌다. 공연의 블루레이 DVD출시, 가정의

AV시스템을 이용한 시청, 오페라 공연의 실시간 HD 촬영 영상을

영화관에서 생중계 하는 등 대중들이 오페라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했으며, 무대미술, 의상, 조명, 분장 등 모든 시각적인 분야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전통적인 극의 외관에서 최첨단의 예술과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페라 하우스와

공연 자체의 비쥬얼 아이덴티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오페라 하우스를 포함한 벨기에 로얄 오페라

하우스, Saint-Etienne Opera House 등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와 협업에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으며, 기존에 공연 홍보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오페라 가수의 사진이나, 공연의 사진, 오페라

내용상의 심볼을 사용하지 않고 은유적이면서도 새로운 상징과 이미지로

비쥬얼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

                                                    
38 Michael cooper, Met Opera Reports Falling Attendance, the new york times, 2014

https://www.nytimes.com/2014/01/29/arts/music/met-opera-reports-falling-attend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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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Saint-Étienne Opera House의 공연홍보물

또한 전통적인 대중매체 만을 사용하지 않고 웹, sns와 모바일 등의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비디오, 팟캐스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한 것도 특징적이다. 

시각화 대상으로 오페라를 선정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문화 콘텐츠로

여겨져 왔던 장르를 뉴미디어 시대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특성을

가진 시각 콘텐츠를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이다. 또한 오페라는 음악, 무대미술, 분장예술, 패션디자인 등이

결합된 복합 예술 분야로서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로 가공

시 더욱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시지각 경험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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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오페라 시각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16세기말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오페라는 18세기 최초의

오페라 극장이 설립된 이후, 19세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바그너, 

베르디라는 대 작곡가가 등장하며 대중들에게 보편화되었으며, 독특한

무대예술로서의 위치를 획득했다.39 특히 19세기 당시 포스터의 상업화와

발달은 오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탈리아 포스터의 그래픽적

특성에 관한 연구한 박종빈(2015)의 연구에선 포스터와 오페라의 그래픽

디자인의 연관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874년에 베르디와

푸치니의 음악 출판사인  Ricordi는 오페라의 홍보를 위해 사내 인쇄소를

건립하였으며, 가장 진보 된 독일어 리소그래피 프레스를 설치 한 뒤

독일인 아르누보 마스터, 아돌 포 호헨 슈타인을 고용해 디자인을 맡겼다.  

아르누보 방식을 사용한 슈타인의 포스터 디자인은 이탈리아 포스터

전통의 기반이 되었고, 프랑스나 유럽의 포스터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다.40 이처럼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아르누보, 아르데코와 같이

시대의 미술 양식이 반영된 일러스트가 주로 사용되었다. 

                                                    
39 두산백과, 오페라의 역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7647&cid=40942&categoryId=33017

40 박종빈, 이탈리아 그래픽 포스터의 특징 연구, 2015,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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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9세기 오페라 홍보물

주된 이미지는 오페라의 스토리의 한 장면이나 극의 주인공의 모습을

전달한다. 오페라 포스터는 소장가치가 있는 시각 예술적인 표현물로서

인정받았으며, 비어즐리와 같은 당시의 일러스트레이터, 회화 작가와

협업해 제작되었다. 사진이 발명되어 보편화된 19세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공연을 촬영한 사진이나 오페라 가수의 사진을 메인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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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0> 20세기 이후 현대까지의 오페라 홍보물

        

  <그림31> 2010년 이후, 현재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오페라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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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0년 초 이후에는 The belgian royal opera house, Opera 

Australia, Opera australia 등이 오페라하우스의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리뉴얼 하면서 기존의 가수의 사진과 공연 사진을 넣은 보편적인

홍보물에서 탈피한 새로운 이미지들을 제안했다. 이러한 오페라 하우스의

홍보물은 극의 내용이나 주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오브제와 단순하고

과감한 그래픽 모티브, 모델을 사용한 패션사진 기법의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5.3 시각화 과정

우선 시각화 대상이 되는 오페라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선정된

오페라 작품이 만들어진 사회상과 의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소개한 다음

시각화 과정에서 오페라의 아리아와 각 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와 관련된 시각화 원리를 기술하고자 한다. 

5.3.1 선정 오페라 연구

온라인으로 오페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Operabase)의 통계에 따르면 ‘라트라비아타’는 2011/12으로부터

2015/16의 5개 시즌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어진 오페라이다.41

‘라 트라비아타’는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인 베르디의 3대 걸작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아 예술의 전당이나 대구 오페라

                                                    
41 Operabase, Opera statistics 2015/16, 2015

http://operabase.com/top.cgi?lang=en&splash=t



６４

페스티벌에서 여러 차례 선정되어 공연되는 작품이다.

‘라트라비아타’는 1853년 Aleandre Duma의 희곡, ‘동백꽃 부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총 3막으로 구성된 오페라이다. 베르디의

18번째 오페라이며 ‘리골레’토와 ‘일 트로바토레’에 이어 사회적 신분

때문에 고통 받는 인간상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비극이다. 원제의 ‘La 

Dame aux Camelias’는 동백꽃을 단 여인이라는 뜻으로 사교모임에서

항상 가슴팍이 동백꽃을 달고 나타나는 주인공 마르그리트를 뜻하는

제목이다. 오페라의 제목인 ‘La Traviata’는 잘못된 길에 들어선 여인, 

타락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지탄받았던 주인공의

직업(고급접대부)과 이로 인해 벌어진 드라마를 강조하는 제목이다.

주인공의 이름도 마르그리트에서 비올레타로 바뀌었다.42

‘라트라비아타’는 고급접대부인 비올레타와 순진한 청년으로 등장하는

귀족 청년 알프레도와의 사랑과 헤어짐을 줄거리로 한다. 파리의

살롱에서 비올레타에게 한눈에 반한 알프레도는 간절한 구애를 통해

비올레타와 맺어져 행복한 한 때를 보낸다. 폐병을 앓고 있던 비올레타는

파리의 화려한 생활을 청산하고 알프레도와 함께 파리 근교의 한적한

시골집에서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알프레도가 잠시 파리로 간 사이

알프레도의 아버지 죠르지오가 찾아와 비올레타에게 접대부와 사귀는

오빠 때문에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딸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알프레도와 헤어져 줄 것을 부탁한다. 그의 청을 받아들인 비올레타가

알프레도에게 일방적인 결별을 선언하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 고급

접대부로의 생활을 계속하자 사정을 모른 채 이에 분노한 알프레도는

사람들 앞에서 비올레타를 심하게 모욕한다. 이후 폐병이 심해진

비올레타는 쓸쓸히 죽음을 앞두게 되는데 그녀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뒤늦게 둘의 사랑을 인정한 죠르지오의 고백으로 알프레도는

                                                    
42 박종호, 오페라 에센스 55, 시공사, 2010, p.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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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레타의 진심을 알아차리게 된다. 드디어 알프레도가 비올레타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고 다시 한번 파리를 떠나 시골로 향하자 말하지만

비올레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베르디는 이 오페라가 공개된 당시 현실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쓴 점, 

그리고 신성해야 할 무대 위에 접대부를 여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점

등으로 대중의 심한 혹평을 받았다. 하지만 베르디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 오페라는 머지않아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그의

말처럼 오늘날 ‘라트라비아타’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43

‘라트라비아타’의 서사와 음악성은 오페라를 모르는 수용자에게 분야의

입문작으로 적합하다. 그렇기에 ‘라트라비아타’를 선택해 이에 관한 시각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43 박종호, p.642



６６

5.3.2 시각화 과정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홍보물을 통해 다양한 시지각 해석 방식을

유도하면서도 뉴미디어 시대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들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미지의 제작

메인 이미지는 기존에 오페라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소품을

이용하거나, 실제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하였다. 

<그림32> 공연장면을 포스터의 메인 이미지로 사용한 메트로폴리탄에서 공연한

라트라비아타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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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흰 동백꽃과 젊은 여인으로 메인 이미지를 구성한 2010년 대구 시립

오페라단의 라트라비아타 공연 포스터

보편적으로 ‘라트라비아타’의 인물을 묘사하는 동백꽃, 피묻은 손수건, 

병색이 짙어 보이도록 창백하게 분장한 여자 등의 상(像)을 배제하고, 각

막의 서사를 대표하는 아리아가 묘사하는 극의 상황을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재구성하여 연출하고 촬영하였다. 시각물 전체의 색 배합 역시

기존의 라트라비아타 공연의 포스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붉은 색상

외에 각 막의 포스터마다 다른 메인 컬러를 지정 함으로서 차이점을

만들었다.

특히 ‘라트라비아타'의 주인공인 비올레타가 그녀의 성별과 직업으로

인해 시대 속에서 겪은 편견과 사회적 착취를 통한 고초를 그대로

이미지에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회 내에서 성적

대상화되어 소비되는 ‘여성스러움’, ‘여성적 미(美)’를 보여주는 양식화 된

형태로의 신체 표현을 지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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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막

1막 내용:    주인공인 비올레타는 파리의 고급 접대부로 사교계에서

사람들과 파티를 열며 인생의 즐거움에 관해 예찬한다. 

주요 아리아:  Libiamo ne lieti calici

축배의 노래

Tra voi sapro dividere il tempo mio giocondo

내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행복입니다

Tutto e follia nel mondo cio che non e piacer

쾌락 이외의 것은 이 세상에서는 모두 미친 짓입니다

Godiam, fugace e rapido e il gaudio dell'amore

관능의 즐거움은 눈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니까요

E un fior che nasce e muore, ne piu puo goder

즐기지 않으면 그 사이에 꽃은 피었다가 시들어 버리는 법

Godiam, c'invita un fervido

시든 후에는 다시는 즐길 수 없죠

Accento lusinghier

즐깁시다, 우리같이 행복한 꿈을 꾸어보아요44

시각화 방식:  붉은 색을 메인 컬러로 지정하고, 아리아의 가사인 쾌락과

관능을 표현하는 오브제로 난초와, 푸딩, 젤리, 앤틱 유리

식기, 깃털을 배치해 장면을 연출하였다. 또한 주근깨

분장과 초근접 촬영의 거친 피부표현을 통해 인물의 당찬

성격과 의연함을 표현하려 하였다. 

                                                    
44 박종호, p. 64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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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1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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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1막 이미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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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막

2막 내용:     파리의 화려한 생활과 접대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연인인

알프레도를 따라 시골로 내려온 비올레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하지만 알프레도가 돈을 구하려고 파리로 떠난

사이 알프레도의 아버지인 죠르지오가 찾아와 알프레도와

헤어질 것을 부탁한다. 알프레도의 아버지 죠르지오는

처음에는 비올레타가 알프레도를 유혹해 재산을 빼앗을

속셈을 품은 줄로 오해하지만 그녀가 진정한 사랑에

자신의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있음을 알고 감격한다. 

그렇지만 알프레도와 비올레타의 동거생활은 딸의 결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므로 제발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애원한다.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청을 받아들인 비올레타는, 

한 여자가 자신의 행복을 희생했음을 딸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한다.

주요 아리아:    Ah! Dite Alla Giovine

오, 가련한 내 운명이여

Di piu' risorgere speranza e' muta!

모든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구나!

Se pur beneficio le indulga Iddio

하나님은 날 불쌍히 여기실 거지만

L'uomo implacabile per lei sara

그이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Dite alla giovine si' bella e pura

천사같은 따님께 이 말을 전해 주세요

Ch'avvi una vittima della sven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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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다고

Cui resta un unico raggio di bene

행복의 햇빛이 막 비치기 시작할 때

Che a lei il sacrifica e che morra'!

그 여인은 죽었고, 그 희생은 따님을 위한 거라고!

시각화 방식:  가장 사적인 공간인 욕실에서 울다가 피를 토하는

비올레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연출하였다. 

머리카락과 타일을 사용해 욕실이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매니큐어가 벗겨진 손톱과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들은

비올레타의 직업을 보여주는 단서인 동시에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오브제로 사용하였다. 배경에

배치된 물방울 모양의 오브제는 비올레타의 눈물을

단순화 하여 그래픽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또한 손의

골격과 근육이 표현이 뚜렷한 남성 모델의 손을 촬영

함으로서, 주인공의 절망적인 상황이 대상화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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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2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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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2막 이미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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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막

3막 내용:     사정을 알고 알프레도는 비올레타에게 돌아오지만 이미

비올레타의 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비올레타는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에게 돌아오겠다는 알프레도의 편지를

받지만 너무 늦었다고 절망하며 죽음을 예감하는 아리아를

부른다. 

주요 아리아:  Addio del passato

지난날의 아름답고 즐거웠던 꿈이여, 안녕

Addio, del passato bei sogni ridenti

지난날의 아름답고 즐거웠던 꿈이여, 안녕

Le rose del volto gia sono pallenti

장밋빛 얼굴도 완연히 창백해지고

L'amore d'Alfredo per fino mi manca

알프레도의 사랑조차도 지금 내게는 없다

Conforto, sostegno dell'anima stanca

지쳐 버린 영혼을 뒷받침해 주었으련만

Ah, della traviata sorridi al desio

아, 저의 소원에 미소를 보여 주세요

A lei, deh, perdona; tu accoglila, o Dio

이 여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하느님

Or tutto FINI

이제 모든 것이 끝입니다45

                                                    
45 박종호, p.6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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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방식:  눈을 가린 인물과 검정색은 불안과 죽음을 의미힌다. 

또한 그리스 건축양식과 유사한 형태의 나무

몰딩으로 제작한 봉이 목을 꿰뚫는 연출을 통해

고전적인 비극의 분위기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직선적 요소(소품, 인물의 자세)를 대각선으로

배치함으로써 화면에 역동성을 주었고 이를 통해 절정에

오른 스토리의 비극성을 표현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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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3막 이미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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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오페라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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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방식:  황금색과 검정색의 대비를 통해 시각적 강렬함을

의도하였다. 또한 사랑과 죽음이라는 대비되는 개념이

포함된 극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꽃과 기괴하게 긴 손톱, 

화려한 로브 등으로도 시각적 대비를 의도하였다.

홍보물 전체의 구성

<그림40>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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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아이템이 서로 통일되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 ‘라트라비아타’

공연의 로고를 제작하고 로고의 시각적 특성인 대각선 배치, 양 옆의

직선 2개를 응용해 이후 제작될 브로슈어나, 포스터, 영상 등에

응용하였다. 오페라의 현대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산세리프 서체인

푸투라체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홍보물에 사용될 이미지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전통적이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 글자를 대각선으로

배치함으로써 역동적이고 과감한 느낌을 주었다. 양쪽 두 개의 직선은

오페라 무대, 공연이 상영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동일한 그래픽 요소를

공유하는 것은 기존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방식이나, Animated Gif와

같이 정지된 메인 이미지를 변형해 디지털 콘텐츠화 시키는 방식과, 

모바일과 웹을 통해 홍보 동영상과 ‘Animated Gif’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뉴미디어 시대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이미지를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다양한 시지각 방식을 통해 감정을 환기하는 결과물 구성을

목표로 하였다.

홍보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포스터 1장

2) 각 막을 시각화 시킨 포스터 3장

3) 각 막의 포스터 이미지를 동영상화 한 동영상 3점

4) 티켓

5) 각 막의 대표적인 아리아의 가사를 보여주는 배포물

6) Animated 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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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1막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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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2막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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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3막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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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오페라 대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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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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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극장에서 배포되는 각 막의 대표 아리아의 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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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Animated gif’의 제작

<그림47> 홍보 동영상 스틸 이미지와 메인 포스터의 동일한 구도

<더 크라운>의 홍보 방식처럼 포스터에 사용된 이미지와 구도를

그대로 사용해 동영상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지된 이미지를 활용한

포스터를 통해서는 상징적인 이미지요소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추론의

과정을 겪고, 동영상을 통해서는 음악과 함께 아리아의 가사와 스토리

내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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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 영상의 스틸컷을 사용해 만든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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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영상 속의 타이포 영역

동영상 내 움직이지 않는, 타이포그래피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막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앞선 <트루

디텍티브> 홍보물에서처럼 정지된 부분과 움직이는 부분을 분리하여

기존의 동영상 콘텐츠와 다른 양식을 구현하려 하였다. 

<그림50> 영상 속 정지되어 고정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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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처음과 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루핑 되는 영상의 처음과 끝 스틸

동영상의 처음장면과 마지막 장면에는 같은 위치에 로고를 넣어

영상이 매끄럽게 루핑 되도록 하였다. 

‘Animated gif’의 제작

‘Animated gif’ 제작 시에는 동영상보다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영역을 많이 삽입해 수용자가 동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아래의 ‘Animated gif’에서는 천천히 아래로 내리 가는 손만 이미지

내에서 움직인다. 영상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루핑 되도록 만들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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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위기보다는, 짧고 부담스럽지 않은

움직임을 통해 수용자의 흥미를 얻어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쉽게 공유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림52> 2막의 ‘Animated gif’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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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GIF 포스터 속 정지된 이미지로 인식되는 영역(어두운 부분 外)

<그림54> 2막 GIF포스터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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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1막의 ‘Animated gif’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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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 GIF 포스터 속 정지된 이미지로 인식되는 영역(어두운 부분 外)

<그림57> 2막 GIF포스터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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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SNS상에 게시된 ‘Animated gif’ 포스터 적용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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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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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전통적으로 제작되던 정지된 이미지를

동영상화 함으로서 생기는 시지각적 효과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적용

방법에 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필자는 이미지와 영상이 가진 특성이 인간의 시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미지는 현실에 존재하는 물질의 모방, 유추, 재해석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 중에서도 생산자의 유추를 통한 재해석이

많이 포함된 이미지는 해석과정에서도 수용자의 강도 높은 지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지된 이미지는 수용자가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의

순서를 이미지 요소간의 시각적 대비를 통해 형성하고 수용자의 주관적인

시간 경험을 통해 이를 해석하게 한다. 영상의 경우 부분적으로 정지된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 구성 요소와 구성 원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정지된 이미지에 부재한 시간, 공간, 움직임, 사운드 등의 기본 요소를

가지기에 이를 해석할 때 정지된 이미지와는 다른 인식 체계를 통해

해석하게 된다. 정지된 이미지와는 달리 영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과 영상 내에 나타나는 시점의 변화로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영상의 특성 중에서도 움직임은 수용자의 시선을 끌고 쉽게 상황에

몰입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뇌파를 측정한 이윤정(2013)의

아이트래킹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김세화, 성치경(2011)의 연구를 통해서는 속도의 빠르기, 움직임의 방향

등의 영상의 요소의 독립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인식의 방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정지된 이미지와 동영상의 특성이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인터넷 문화 속에서 놀이로 향유되던 ‘짤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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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원리와 특성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의 특성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인간의 시지각 방식에서 기존의 독립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인식할

때와는 다른 변화가 생긴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사례를 조사하였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뉴미디어 시대

여러 문화 예술 분야 내에서 하나의 주제를 정지된 이미지와 영상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해 종합적인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수용자에게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과

논리와 추론을 통한 해석의 과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Animated Gif’로 불려지는 인터넷 상의 콘텐츠 형식은

생산자가 정지된 이미지와 영상의 특성 중 어떤 것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느냐에 따라 인지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Animated 

Gif’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Gif형식은 사운드를 지원하지 않기에 드라마

<더 크라운>의 홍보물의 사례처럼 ‘Animated Gif’의 양식화된 형식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사운드를 첨가해 Avi나 Mp4 등의 동영상 파일의

형식으로 제작되는 사례도 나타나며, 이 경우 영상적인 특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게 된다. 위 사례와 같이 Gif 형식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닐지라도 Face book과 twitter 등의 뉴미디어 매체에서 동영상을 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동영상 자동재생 기능의 영향으로 인해

영상을 재생하고 시청하는 수용자들의 시각적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결과적으로 ‘Animated Gif’의 특성을 더욱 폭넓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다.

시각화 대상으로는 전통적인 홍보방식을 유지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공연실적이 낮은 오페라를 선정하였고 오페라 작품 중에서도

대중에게 친숙도가 높고 유려한 음악성을 가진 ‘라트라비아타’를 선택해

공연 홍보를 위한 시각물을 제안하였다. 수용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스토리를 부각시키는 시각화 방식을 선택했고, 기존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상투적인 이미지를 배제한 메인 이미지의 제작을



９９

의도하였다. 각 막마다의 아리아와 스토리 이미지를 연결시켜 4개의 메인

이미지를 통해 작품 전체의 스토리와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미지, 영상, ‘Animated Gif’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한 구성으로

수용자의 다양한 시지각 방식을 유도하였다. 

과도한 논리적 사고와 유추를 통한 해석 방식 수용자에게 시각적

부담감을 안기고,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감각을 통한 해석 방식은 해석의

지속성을 떨어뜨린다. 필자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지각 방식을

유도하는 콘텐츠 구성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데 용의하며, 

시각화 대상의 입체적인 해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본다. 

특히 ‘Animated Gif’가 인터넷 속에서 가지는 효과는 기존의 홍보

비용이 높은 전통적 매체를 이용해 홍보하지 못하는 소규모 단체나, 

작가들에게 대중과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시할 가능성을

보인다. 소속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과 호감이 가시화되는 뉴미디어 매체

속에서 그래픽 디자인도 좀 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의 방식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이미지의

동영상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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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henomenon that 

turn from ‘Still Graphic Image’ 

into ‘Video’

Leem Hye Eun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Fin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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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eneral means of human communication has changed from texts 

that have been widely used in previous historical times to images 

embodied through technical imagination. As technology developed, 

the medium for expressing images was developed. Especially, moving 

images for expressing moving things enlarged the way of expressing 

images that were limited to still images. Painting was the only way of 

expressing images before the 17th century, for example, but with the 

invention of photography and projection in the 19th century the limits 

of expression were completely overcome. By the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resulted in the diversification 

of media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display. The emergence of 

new media that combine th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media with 

new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for people to quickly accept and 

reproduce images created in new ways.

New technologies and diversification of media have further 

facilitated communication between content producers and the public. 



１０４

Users tend to favorably accept innovative media and content that 

utilize cutting-edge digital technologies effectively. The study of 

'interactive communication media advertising effect' of digital 

outdoor billboard installed at Times Square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remarkable recognition difference of traditional photographs 

and 'cinema graph'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In social 

media,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new media, continuous 

discussions and experiments on new communication methods are 

carried out through sharing of texts, still images and videos, and 

preference display devices such as ‘Like’ button is immediately 

visualizing the public's reaction to these discussions and experiments.

In the field of graphic design aiming at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 new type of communication expression style suitable for the 

new media age is required.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visual effects 

of stationary images and videos to users, and analyze the new visual 

communication method that emerged in the new media age. Among 

them, we discuss the phenomenon of replacing static images 

produced through print media with moving pictures displayed on 

display, and focus on the production of anomalous and new forms of 

content combining image and video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e 

apply this content to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 which this new 

visual communication style is not used well and discuss the expected 

effect.

Keywords : Visual Communication, ‘Animated Gif’, New media, Performing Arts Ident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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