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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술  표 을 목 으로 하는 모션그래픽 상의 역사  개과정과 표 양식을 분석하고 그 

표  단체인 F5와 Semi-Permanent의 활동과 작품의 내용을 통해 모션그래픽에서 술  표 의 가치

에 해 논하고자 한다.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상제작 환경의 변화로 모션그래픽의 상업  활용

은 빠르게 보편화되었고 부분의 상 콘텐츠에서 사용되고 있다. 모션그래픽의 발단은 그래픽디자인이 

상 콘텐츠에 용되어 나타남과 동시에 애니메이션의 추상  표 으로부터 이되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그래픽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의 토  에 독자 인 장르로서 분류되어 발 되고 있으며 동시

 디자인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이해와 발 을 해 요한 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기법

에 한 실험과 장르의 혼합  양상이 나타나는 모션그래픽은 디지털 상미학의 정수를 보여주며 시각이

미지의 다양화와 발 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F5와 Semi-Permanent

는 술  실험  성격의 상을 모션그래픽으로 발표하는 단체이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의 술  개 

방식과 표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모션그래픽에서 실험  술  표 의 가치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 중심어 :∣모션그래픽∣추상 애니메이션∣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and expressive style of motion 

graphics which are intended to artistic expression, and discusses the value of artistic expressions 

in motion graphics through the works and activities of F5 and Semi-Permanent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at. Commercial use of digital motion graphics has been rapidly 

widespread and used in most of the picture contents by changes in the digital video production 

environmen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mputer. Motion graphics begins with a graphic 

design applied to the motion graphic content and is transferred from the abstract representation 

of the animation at the same time. Since then motion graphics have been developed as an 

independent genre on the basis of graphic design and animation, and take the important position 

for the understanding and development of the contemporary design and content industry. 

Moreover, the motion graphics which present the experiment of various techniques and the 

aspect of mixed genr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of the visual image. 

This paper is covered on not only F5 and Semi-Permanent that have published experimental 

artistic motion graphics but also the analysis of the developed ways and expressive patters to 

produce experimental motion graphics of their works.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experimental 

artistic value of thes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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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상 콘텐츠 산업은 비약 인 기술개발의 성

과로 부분의 이미지들을 컴퓨터를 통해 표  가능해

졌다. 디지털 방식의 환은 실사 화에서 그 동안 카

메라로 촬 할 수 없었던 표 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

고 아바타를 비롯한 최근 화들에서는 가상의 공간을 

완벽하게 재 하여 실사 상과 그래픽이미지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디지털 상 제작 기술을 통해 표 의 한계가 사라짐

과 동시에 새로운 상 표  기법들도 등장하 는데 모

션그래픽 분야가 표 이라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

니라 상 제작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디자인과 감성, 

융합  표 기법의 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모션그래픽 분야는 기술과 감성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상의 미  쾌감을 극 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

되어지고 있다.

모션그래픽은 컴퓨터의 출 과 함께 소 트웨어기술

의 향상, 네트워크 시스템의 확장으로 화나 TV뿐만 

아니라 웹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상 메시지를 달하는데 

있어서 주체와 객체간의 커뮤니 이션을 한 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시각디자인과 애니메

이션의 경계에서 형성되었던 모션그래픽 산업은 독자

인 형식으로 분류되어 성장하고 있다.

모션그래픽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되며 발달

해오고 있지만 상콘텐츠를 한 부수 인 요소로 인

식되어 모션그래픽에 한 개념정립이나 산업  술 

역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 모션그래픽은 추상애니메이

션형식의 술  성향의 작품들과 그래픽디자인의 

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  표 으로 실험성이 주

를 이루었지만 최근 상업  가치를 심으로 한 상콘

텐츠산업의 구조로 인해 그 술  실험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이다. 한 패턴화되는 모션그래픽디자인

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생각마  들게 한

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F5와 Semi-Permanent는 

술  실험  성격의 상을 모션그래픽으로 발표하는 

단체이며 화 <Kiss Kiss Bang Bang>(2005)과 미국 

드라마 <Six Fit Under>(2001)의 오 닝 시 스 디자

이 로 유명한 데니욘트(Danny yount)를 비롯한 알려

진 모션그래픽 아티스트들이 모여 페스티벌 형식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상디자인의 발달과정에서 나

타난 모션그래픽 작품의 개 양상을 알아보고 앞서 언

한 두 단체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술  실험성과 표

 양상을 통해 모션그래픽에서 술  표 의 가치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모션그래

픽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추상 애니메이션, 상 콘텐츠, 

그래픽디자인, 컴퓨터의 발 과 함께 짚어보면서 다양

하게 생되며 발 해온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실험 모션그래픽 단체인 F5와 Semi –

Permanent를 심으로 실험  술  표 양상을 보이

는 모션그래픽 작품의 표 방식과 실험  요소를 알아

본다. 이를 해  두 단체와 화인터뷰를 진행하

고, 참고 문헌들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어진 실험 모

션그래픽을 비교해보았다.

Ⅱ. 모션그래픽의 개념과 형성과정

1. 모션그래픽의 개념
모션그래픽은 모션(Motion)과 그래픽(Graphic)의 합

성어로 상제작 혹은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그

래픽  요소를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표 하는 상구

성 기법이다. 모션그래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

은 상 콘텐츠의 메시지를 달하는 데에 있어서 텍스

트, 그림, 도형 등의 그래픽디자인  요소들과 이를 시

간의 개념에서 순차 으로 화면에 보여주기 해 애니

메이션을 이용하여 상콘텐츠의 주체와 객체 간에 원

활한 커뮤니 이션을 돕는 것이다. 즉 모션그래픽은 정

보 달을 한 극 인 커뮤니 이션을 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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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자 등의 요소를 시간 이고 공간 인 개념에서 통

합하여 표 하는 창조 인 행 이다[1].

재 모션그래픽은 부분의 상콘텐츠 분야 뿐만

아니라 공연  체험형 콘텐츠와 결합하고 융합하여 다

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정지된 그래픽에 시간과 

공간감이 입 지면서 생동감 있고 새로운 상미를 선

사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제작자 사이의 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상물은 물론, 웹, 

모바일 앱, 인터랙티  미디어, 유  인터페이스 디자인 

역까지 그 범 는  확 되고 있다[2]. 이처럼 단

순한 기법이나 기술이 아닌 복합 이며 통합 인 커뮤

니 이션 수단이며 화나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상 

콘텐츠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더 나아가 

술  성향의 모션그래픽 단체와 모션그래픽 아티스

트를 통해 술의 한분야로 발 해오고 있다.

그림 1. 모션그래픽의 적용 분야

2. 모션그래픽의 발생배경과 형성과정
모션그래픽의 발생배경과 기 형성과정은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실험정신과 상업  목표를 배제한 

술  표 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모션그래픽이 가진 

술  표 방식과 실험  성격을 잘 말해 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상산업에서 보여지는 모션그래픽 기법들은 

디지털 상제작 시스템이 본격화된 20세기 후반에 상

용화되기 시작하 지만 모션그래픽 개념  시 를 이

루는 것은 미술 이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추상표 주의 작가인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사실 인 형태를 배제하고 순수한 추상

형태를 통해 리듬, 가락, 음색, 반복과 같은 음악  요소

를 회화에 용시켜 복합 인 술의 형태를 추구하

다. 그를 비롯해 추상표 주의 작가들에 의해 탄생된 

추상 이미지의 등장은 미술과 디자인의 태동과 발

에 있어서 명 인 계기가 되었고 추상 인 시각 표

의 개념  확장은 실험 상의 탄생에까지 큰 향을 

미친다. 이들이 발표한 추상표 주의 작품과 실험 상

은 모션그래픽의 발생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 다.

객들이 이야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주얼 스

토리텔링(Visual Storytelling)의 연속성을 시한 표

기법을 발 시켜온 상업 화나 상업애니메이션과 달리 

추상 인 이미지의 움직임에 사운드를 결합하거나 비

연속 인 몽타주  구성이 특징인 실험 상은 모션그

래픽의 표  특징과 개념 으로 매우 유사한 면이 많

다. 다시 말해 추상  이미지의 사용과 비연속 인 

상의 편집 방식 그리고 움직임과 사운드의 조화로운 

계성이 모션그래픽과 실험 상이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표  특징이라 할 수 있다[3].

그림 2. 오스카피싱어 <Allegretto> 1936 

 [그림 2]는 20세기  실험 상의 표  작품으

로 오스카 휘싱어(Oskar Fischinger)의 <알 그

토>(1936)이다. 이 작품은 음악과 움직이는 이미지의 

계에 하여 표 하 으며 실험 애니메이션 혹은 실

험 모션그래픽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그래

픽 이미지들이 감속과 가속의 속도 변화를 주면서 음악

에서 발생되는 속도감을 매우 정교하게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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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기 실험 상 술가들에 의해 

표 된 작품들은 추상  이미지와 사운드의 계를 통

해 의미 달과 술  표 을 추구하 고 이 것은 사

운드와 그래픽  요소의 움직임을 통해 커뮤니 이션

을 이루어내는 모션그래픽의 의미 달 방식과 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4].

그림 3. 존 휘트니 <카탈로그> 1961

그림 4. 솔바스, 제임스 휘트니 <현기증> 1958 

1950년  컴퓨터가 등장하 을 때 존 휘트니(John 

Whitney)와 그의 동생 제임스 휘트니(James Whitney)

는 화  장치와 기기기를 이용한 실험  추상애니

메이션을 제작하 고 1961년 최 의 컴퓨터 그래픽 애

니메이션이라 불리는 <카탈로그>(1961)는 기하학 이

고 키네틱(Kinetic) 인 움직임을 실험  술작품으로 

완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존 휘트니는 모션그래픽의 어

원이 된 회사 Motion Graphics Inc를 1960년에 설립하

다. 휘트니 형제의 기 실험 상작품들이 Motion 

Graphics Inc를 통해 제작되었고 이는 이후 상 산업

에 향을 미치면서 모션그래픽으로 발 하게 된다.

비슷한 시기 동생 제임스 휘트니는 모션그래픽 디자

이  솔바스(Saul Bass)와 함께 알 드 히치콕

(Alfred Hitchcock)의 화< 기증>에서 오 닝타이

틀을 모션그래픽 기법을 이용하여 공동 제작하 으며 

술  실험 그래픽 상을 상업 으로 표 하는데 성

공하 다. 

1950년  반부터 휘트니 형제와 솔바스는 화 오

닝타이틀을 비롯한 필름 그래픽스를 통해 상업 인 

성공과 더불어 술성을 인정받았고 같은 시기 TV 

망의 양산에 따른 상그래픽 산업의 발 에도 기여

한다. 이와 같이 실험  술  경향의 모션그래픽 작

품들은 컴퓨터의 등장과 상산업의 발달과 함께 새로

운 도약의 시작을 알린다[5].

이후 007시리즈로 알려진 모리스 바인더(Moris 

Binder), 리차드 리암스(Richard Williams), 톰 베일

리(Tom Bailey), 존 슨(John Wilson)등 몇몇 아티스

트들을 통해 60년 와 70년 를 지나며 이어온 실험  

모션그래픽의 명맥은 90년  말부터 카일 쿠퍼(Kyle 

Cooper), 데니 욘트(Danny yount) 등 스타  모션그래

픽 아티스트의 활약으로 새로운 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림 5. 카일쿠퍼 <세븐> 1995

1995년 카일 쿠퍼(Kyle Cooper)가 제작한 데이빗 핀

처(David Fincher) 감독의 화 <세 >(1995)의 화 

오 닝 타이틀 시 스는 21세기 모션그래픽의 유행과 

부흥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한다. 화 <세 >의 오

닝 시 스는 그 에 볼 수 없었던 실험 인 제작방식

과 표 들로 본 화 이상의 술성을 인정받아 솔바스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모션그래픽 분야에 큰 심

과 변화를 가져왔다[6]. 이 작품의 실험성과 술성은 

모션그래픽이 효율 인 상 커뮤니 이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상미의 신을 한 시각표 언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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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작품임을 입증하 고 이후 독립된 산업으로서 폭

발 인 성장을 이끌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션그래픽의 시원과 발달과정에서 실험

성과 술성은 가장 요한 요소로 작용하 고 이는 모

션그래픽의 근원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모션그래픽의 예술적 표현

1. 모션그래픽의 예술적 전개와 표현양상
오스카 휘싱어, 존 휘트니, 노먼 맥라  등의 실험  

추상 상에서 출발한 모션그래픽은 솔바스, 카일쿠퍼 

등과 같이 상업  역의 성공에 힘입은 화와 함께 

실험  융합  시도들을 통한 술 인 표 의 경향을 

보인다. 표 인 로 21세기  등장한 F5와 Semi – 

Permanent를 들 수 있고 이들의 활동과 발표된 작품들

을 통해 융합  술  성격을 가진 모션그래픽의 경향

과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1.1 F5의 활동내용과 작품 분석
2011년 4월 뉴욕의 Roseland Ballroom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필름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실

험 화는 물론이고 실험 애니메이션과 모션그래픽, 인

터 티  미어어 아트, 실험 음악가, 로 공학자, 행

술가들과 DJ들이 함께 섞여 그들의 작품들을 발표하

다. 추상 이고 상징 인 내용으로 구성된 작품들은 

융합 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션그래픽  표 을 

심으로 많은 작품들이 구성되었다. 이것은 F5 

RE:PLAY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행사이며 주축

을 이룬 모션그래픽 작가와 기업들은 실험 애니메이션

과 실험 화 등을 융합하며 모션그래픽의 술성과 가

능성의 확장을 시도하 다.

F5 RE:PLAY 필름 페스티벌을 기획한 단체는 행사

에 해 이 게 설명한다. F5는 디자인과 술, 기술의 

교차를 탐험하는 창의  페스티벌이다. F5는 세상을 보

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경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페스티벌은 그동안 보지 못하고 

기 하지 않았던 지각의 창의 인 충돌들을 보여 다. 

그 목표는 당신의 일과 삶에 한 생각에 아주 작은 변

화를 주는 것이다. F5 모든 구성원들은 술가와 디자

이 가 함께 그들의 창의 인 시각과 더불어 여러 가지

를 나  수 있다고 믿는다[7].

발표된 작품들은 시각과 청각 혹은 각의 새로운 경

험을 한 실험  경향이며 상업  장르의 기 이나 네

러티 인 스토리텔링을 괴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F5 RE:PLAY 필름 페스티벌은 2009년 1회 개최

를 시작으로 2015년 4월에 3회가 개최되었다. 해를 거

듭하면서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통해 실험  융합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 인 행사

의 심에는 모션그래픽이 있고 이 행사에 된 아티

스트의 목록을 보면 활발하게 활동 인 모션그래픽 회

사와 아티스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청된 아티스트  디자이 를 살펴보면 모션그래

픽 분야로 Buck, Dvein, Nathan Love, Psyop, Block & 

Tackle, Erin Sarofsky, Gmunk, Patrick Clair & 

Antibody, Mixtape Club, Digital Kitchen, Imaginary 

Forces가 있고 사진분야에 Charlie White, 만화 일러스

트 분야에 Jacob Escobedo, Shantell Martin, Patrick 

Moberg & Dots, Julia Pott, 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Mark Romanek, Brannon Braga, 음악가 Antfood와 

Wayne White, DJ로 Kid Koala 등이 참여하여 장르간

의 교차와 융합으로 구성된 작품들을 선보 다.  

아래 그림은 고 상을 주로 제작하는 기업인 Buck

이 제작한 <Sexual Worms>(2015)라는 작품으로 F5 

2015에서 발표되었다. 추상  형상을 가진 각각의 생명

체들이 음악에 맞추어 살아 움직이듯 서로 연결되거나 

무언가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여 다. 미니멀리즘  화

면구도와 상의 표 은 미술작품과 같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듯이 흔들리는 오 젝

트들이 유쾌한 심미  쾌감을 가져다 다.

그림 6. Buck <Sexual Worm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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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에서 보이는 두 가지 특징은 인지 가능한 

오 젝트가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고 상이 어떤 움직

임을 가지는지는 인식이 되지만 구체 인 내러티 는 

배제하 다. 이를 통해 음악에 따라 움직이는 화면의 

미  아름다움과 감성  상징성을 달하고자 하 다. 

다음 상은 모션그래픽 디자이  Albert Omoss의 

<Entangle>(2015)라는 작품으로 남녀 조각상이 모습

이 서로 연결되거나 꼬이는 과정을 몽타주 형식으로 보

여주는 작품이다. F5 2015에서 발표되었고 인체의 아름

다움과 흑백의 조화가 강렬한 인상을 풍기고 3D 상

기법을 통해 구성된 사실 인 조각상이 로그래 의 

과정을 거쳐 비정형의 구조와 비 실 인 움직임으로 

꼬이거나 뒤틀어지는 비를 통해 추상성과 실험성을 

드러내었다.

그림 7. Albert Omoss <Entalgle> 2015

아래 [그림 8] 역시 F5 2015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람객의 선택에 따라 세가지 모니터의 상이 변화하는 

인터 티  설치 상이다. 가운데 치한 모니터에서

는 추상 인 패턴의 움직임을 통해 분 기의 환이나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고 좌우에 치한 모니터를 통해 

람객이 , 아이스크림, 보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기

술과 디자인, 미디어아트를 융합한 실험  작품으로 F5 

페스티벌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

그림 8. Tem Dillon <Trifecta> 2015

이처럼 3회째 이어오는 F5 페스티벌은 모션그래픽이

라는 장르를 심으로 기술과 디자인, 음악, 상, 공연 

등의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상 작품을 보

여주며 술  표 과 실험을 통해 모션그래픽의 변화

와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 다.

1.2 Semi-Permanent의 활동내용과 작품분석
Semi-Permanent는 Design is Kinky라는 슬로건을 

심으로 그래픽디자인, 화, 술, 일러스트 이션, 

웹디자인, 사진, 시각효과, 애니메이션, 그래피티, 모션

그래픽, 스톱모션 등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디자인들을 

술가와 디자이 들이 함께 모여 작품발표와 워크샵, 

컨퍼런스등의 통해 그들의 감을 교류하는 페스티벌

이다[8].  

Semi-Permanent는 디자이 와 아티스트들이 실험

디지털 상과 디지털이미지를 발표하는 성격의 페스

티벌로서 2003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하여 해를 거듭

하면서 호주의 여러 도시와 뉴질랜드, 국, 미국, 국 

등 많은 나라에 확장되었다. 12년 동안 45번의 행사를 

5개 나라 11개 도시에서 400명이 넘는 아티스트와 함께 

하 고 화제나 애니메이션 페스티벌과 다르게 다양

한 장르의 융합과 실험들을 추구하며 내러티 를 통한 

메시지나 감동의 달보다 미학  실험성과 기술을 통

한 도 에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술가와 디자

이 들이 참여하 는데 화 <Kiss Kiss Bang 

Bang>(2005)과 미국 드라마 <Six Fit Under>(2001)의 

오 닝 시 스 디자이 로 유명하며 상업 으로 큰 성

공을 거둔 데니욘트(Danny yount)를 비롯하여 시각효

과와 모션그래픽으로 잘 알려진 Industrial Light & 

Magic(ILM), Mill+, Digital Kitchen, Weta Digital, 

Gmunk, MPC 등의 상 산업의 주류 기업들이 모션그

래픽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  작품들을 발표하 다. 

아래 상은 데니욘트가 제작한 2013년 Semi –

Permanent의 오 닝 타이틀 상이다. 이 상은 칭

형태의 실사 상으로 체를 구성하고 참여한 아티스

트의 이름 등을 타이포 모션그래픽을 통해 표 하 다. 

데니욘트 특유의 리듬감으로 음악과의 조화가 돋보이

며 칭 상을 통해 실 이미지의 도식화를 시도하

고 음악의 리듬감을 심으로 몽타주  편집을 통해 도

시 이미지의 추상성을 나타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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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데니욘트 <Semi-Permanent 2013.
Opening Sequence> 2013

 

디지털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인 참여자

들은 그들의 상업  상콘텐츠의 결과물에서 시도된 

실험  술  성과들을 발표하 는데, 표 인 로 

2015 Semi-Permanent 출품작인 미국드라마 True 

Detective 2의 타이틀시 스를 들 수 있다. 이 상을 

디자인한 Patrick Clair는 인물의 실루엣과 도시이미지

의 병합을 시도하 고 이를 통해 상이 가진 상징성을 

극 으로 보여주며 미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10. Partrick Clair <True Detective 2, Opening
Sequence> 2015

그림 11. Semi-Permanent 2014 전시장 광경

그림 12. 디지털 키친 <The Cosmopolitan Digital 
Experience> 2013

 그림은 고 상분야에서 완성도 높은 모션그래

픽 작품들로 잘 알려진 디지털키친(Digital Kitchen)의 

작품 <The Cosmopolitan Digital Experience>으로 라

스베거스 코즈모폴리턴 호텔에 설치된 500여개의 모니

터를 통해 실사 상,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융합한 

작품을 발표하 다. 이 작품은 2013년 Semi– 

Permanent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

과 실험  공간연출, 내러티 를 배제한 술  상미

의 추구는 Semi-Permanent라는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

는 융합  모션그래픽의 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

다.

2. 실험적 예술적 목표를 지향하는 모션그래픽의 
표현양상

앞서 언 한 디지털키친(Digital Kitchen)의 작품 

<The Cosmopolitan Digital Experience>은 실사, 스톱

모션, 그래픽이미지등 다양한 재료들을 스토리의 개

를 한 편집방식이 아닌 몽타주 형식으로 배열하고, 

융합된 이미지들로 구성된 화면의 극 인 연출과 미장

센을 한 편집에 을 두었다. 이것은 노먼 맥라랜

과 같은 실험 화 작가의 작품에서 내러티 의 괴를 

통한 이미지의 정서  달과 같은 맥락에서 논할 수 

있다. 이것이 실험  술  목표를 지향하는 모션그래

픽의 첫 번째 표 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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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arkos Kay <Playgrounds 2012 Opening
Title> 2012

두 번째로 형태  구체성을 제거하고 추상표 주의

 형태의 묘사와 음악의 리듬을 통한 움직임을 표 한

다. 이를 통해 색과 형태를 통한 순수한 조형미를 실험

한다고 할 수 있다[9].  그림은 네덜란드 디지털 상 

페스티벌인 Playgrounds 2012의 오 닝 상이다. 유

기 으로 연결된 형상들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끝

없이 변하고 음악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상은 생명

을 가진 유기 이며 디지털 인 세포의 조형  표 으

로 보여진다. 

세 번째로 기술  실험을 통해 표 되는 모션그래픽 

제작 기법인데 티클이나 다이나믹스와 같은 물리

인 기능을 통한 움직임의 표 이다. 이것은 람객과 

비선형  교감을 요시하는 인터 티  아트나 웹아

트 등에서 보여지며 로그래 과 스크립트의 조작을 

통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완성해나가는 자동

기술법을 통해 상작품이 완성되기도 한다. 아래 [그

림 14]는 컴퓨터 로그래 과 티클, 다이나믹스 등

을 활용한 모션그래픽 작품으로 체조의 운동성을 표

하 다. 이 작품은 런던시가 주최한 2012 런던 문화 올

림피아드(London 2012 Cultual Olympiad)에서 후원하

여 실험된 모션그래픽으로서 넥서스 인터 티  아트

(Nexus Interactive Arts)를 심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14. Memo Akten and Quayola <Forms>, 2012

3. 모션그래픽에서 예술적 실험성의 의미
1995년 데이빗 핀쳐의 화 <세 >에서 보여  오

닝 시 스의 강렬함은 화에서 오 닝 시 스의 역할

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모션그래픽의 격한 확산을 

가져왔다. 솔바스와 존 휘트니의 작품 이후 그들의 형

식을 차용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처럼 카일 쿠퍼

가 제작한 화 <세 >의 오 닝 시 스 이후 그의 독

창 인 타이포모션과 몽타주  합성 기법은  하나의 

스타일로서 많은 모션그래픽디자이 들에게 향을 미

쳤다. 그들이 보여  실험성과 술  표 들은 상 

콘텐츠의 시각  다양성에 요한 역할을 하 다. 뿐만 

아니라 정보 달의 수단으로 여겨지던 모션그래픽을 

함축 이고 상징인 표 이 가능한 술  언어로서의 

인식 환을 가져온 계기를 마련하 다.

이런 측면에서 F5와 Semi-Permanent와 같은 표 의 

장에서 상업 으로 활발히 활동 인 기업과 디자이

들은 실험 이고 술 인 모션그래픽 작품을 통해 서

로의 감을 공유하고 스스로 발 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와의 융합과 첨단 

기술을 통한 실험으로 탄생하는 작품들은 술  목

을 가진 디지털 콘텐츠와 모션그래픽의 가능성을 확장

시킨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션그래픽은 추상  실

험 상에서 그 시원을 볼 수 있으며 20세기 그래픽 디

자인과 결합하며 창의 인 아티스트와 디자이 에 의

하여 그 역이 확장되었다. 최근 술성에 목 을 둔 

실험  모션그래픽 작품들이 F5, Semi-Permanent 등

과 같은 페스티벌에서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

션그래픽은 새로운 표 방식에 한 도  도구임과 

동시에 술  언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F5와 Semi-Permanent 페스티벌의 작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장르와의 융합과 실험  술  표 방

식을 통해 나타나는 모션그래픽 작품들은 세가지 특징

 표 양상을 보인다. 첫 번째로 내러티 의 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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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이미지의 정서  달이다. 두 번째로 형태  구

체성을 제거하고 음악의 리듬을 통한 움직임과 순수한 

조형미를 실험한다. 세 번째는 기술  실험을 통한 

상미의 표 이다. 이와 같은 도 인 실험과 상이미

지 개의 술  확장은 상 산업의 질  향상과 다

양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타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

운 상문화를 개척한다고 할 수 있다.

상 콘텐츠의 탄생과 발달의 근간은 창작자의 새로

움에 한 도 과 실험정신이다. 뿐만 아니라 모션그래

픽 분야의 시작도 새로운 매체를 향한 실험  술  

표 으로 가능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F5와 Semi 

-Permanant 페스티벌과 같은 실험성과 술성을 강조

한 융합 미디어 페스티벌은 정보 달을 목 으로 한 모

션그래픽의 기능을 넘어 술 작품으로서의 독립된 모

션그래픽으로의 진보와 타장르와의 융합과 기술을 통

한 상표 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모션그래픽의 확장

성을 잘 보여 다. 이와 같은 모션그래픽의 가능성이 

표 화되고 패턴화되는 상콘텐츠 산업을 다양화하고 

융합할 수 있는 매체로 발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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