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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선택적 시각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시네마그래프(Cinemagraph) 광고 사례를 통하여 멀티미디
어 정량분석, 스토리 정성분석 등의 시네마그래프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016년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광고모델이 출연한 G마켓의 시네마그래프 시리즈 영상 광고이고,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국내외 인터넷 매체 분석, 
사례연구 등이다. 분석결과 시네마그래프 동선의 비중은 10% 내외가 가장 효과적인 무빙의 형태로 나타났다. 동영상의 
전체적인 움직임 보다 시네마그래프의 부분적인 동적인 음직임이 더 큰 시각적 몰입효과를 주고 있었다. 무빙의 방향성은 
모델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선과 대략적으로 일치하였다. 주제부와 주변부는 한가지 포인트 또는 두가지 포인트 내에서 활
용되고 있었다. 스토리의 개연성은 짧은 순간에 모델과 제품의 단순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의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공간의 비중, 동작의 방향성을 스토리의 정성적 분석을 위하여 주제부와 주변부, 스토리의 개연성 등의 네가지 측면
을 고려대상으로 하였다.
주제어 : 시네마그래프, 선택적 시각주의, 사진예술, 멀티미디어, 스토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ptional cinemagraph ads based on the case through the psychological 
theory of visual multimedia story qualitative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Cinemagraph analysis would like to 
present the model. The analysis popular advertising model who starred with the higher profile in 2016 Gmaket 
of cinemagraph series of ads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and Internet media. Analysis, case studies, etc. The 
analysis appeared around 10 percent was the most effective in the form of moving the form of copper wire. 
Part of the video cinema than the overall movement of the graph bigger visual flow effects is a dynamic. 
Moving the direction of the model used copper wires and broadly consistent with the product. Subject & 
Surrounding and margins are being used within one point or two points. The story of probability model in the 
short and expressing simple action of the product. Direction of the action, the proportion of multimedia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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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of four.For consideration th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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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는 매체의 발달과 광고의 홍수로 인하여 엄

청난정보의양이일방적으로전달됨에따라서시각적으

로 유니크한 차별화에 대한 전달과 수용에 한계를 맞고

있다. 고도화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영상의 노출은 대중

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반적인 동영상이나 GIF애니메이션이 주는 단순한

움직임을 벗어나 예술적인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시네

마그래프가 최근 광고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택적 시각이라는 심리학적 이론

을바탕으로시네마그래프광고의사례를통하여시네마

그래프분석모델을제시하고자한다. 분석대상은 2016년

가장 트렌디한아이돌이 광고모델로 있는 G마켓의 시네

마그래프시리즈광고이고, 연구방법은문헌연구, 국내외

인터넷 매체 분석, 사례연구 등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시네마그래프(Cinemagraph)의 정의
시네마그래프(Cinemagraph)는 사진과 동영상의 중간

단계로사진내특정부분이반복재생되는것을말한다[1].

시네마그래프는 미국의 패션 전문 사진작가 Jamie

Beck와 Kevin Burg에 의해 허핑턴 포스트지를 통해

2011년도부터 알려지게 되었다. 시네마그래프는 사진예

술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최근마케팅분야에서도연

구가 되고 있다[2].

[Fig. 1] Cinemagraph principle

시네마그래프의 원리는 [Fig. 1]과 같이 이미지 한장

을 찍고 15FPS 정도의 동영상이 기기 자체에서 촬영되

어그후영상터치등으로일부분이동영상으로보이게

하는 방식이다[3].

시네마(Cinema)와 포토그래프(Photograph)의 합성어

인시네마그래프는기술의발전과함께다양한기법으로

활용되고재해석되어사진예술이대중의시선을사로잡

는상업예술로활용되어마케팅측면으로부각되고있다.

2.2 선택적 시각 주의 (Selective Visual Attention)
선택적 시각주의란 행동과 관련된 무관한 것들 중에

서자극, 반응, 기억또는생각을선택하는정신적인능력

으로 정의한다[4].

인간은 눈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정보를 선택

(Selection)하거나여과(Filtering)하는과정을거쳐, 다양

한 정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인지하는데 사용한다[5].

[Fig. 2] Itti, Visual attention Model

Itti와 Koch는 [Fig. 2]모형과 같이 색상(color), 강도

(intensity), 방위(orientation)등의 특징 요소들을 추출한

후, 입력 영상을 멀티 스케일로 분석하여 심리학적 시각

주의 모형을 제시하였다[6].

이외에도 인간의 시각 정보에 관한 모형이 심리학 분

야에서 주로 실험 연구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분야에

서 응용적인 시각 정보처리 분야가 연구되어, 마케팅 분

야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3 시네마그래프 선행연구 
김동환(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시각정보처리

과정을 바탕으로, 넓은 시야영역에서 주의를 끄는 특징

을 가지고 있는 영역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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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과 같이, 박지섭 (2014)의 시네마그래프 연구

결과에의하면실험그룹과대조그룹의환기성비교분석

결과모든영역(행동, 미각, 후각, 촉각, 시각)에서실험그

룹이 대조그룹보다 평균치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7].

[Fig. 3] Results of comparison analysis of experimental 
groups with experimental groups, taste, tactile 
sense, tactile perception, visual acuity

박지섭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에서 시

네마그래프는비언어적인의사소통인얼굴표정, 외형, 공

간적행위측면에서평균적으로길게기록되어구매의도

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박지섭 외(2016)의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광

고[8]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CG형 시네마그래프로 제작

하였을 경우 정지 이미지로 제작하였을 경우 보다 소비

자의시선을주목시키고구매의도를상승시킬수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연구 내용
3.1 시네마그래프 광고연구
매력적으로 브랜드를 전달하기 위하여[9] 시네마그래

프가 제작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메인 화면 키비주얼을

시네마그래프로 제작하여 독특한 이미지의 정적인 이미

지와트래픽의무리가가지않는동적인[10] 영상효과를

동시에 활용하는 대안으로 작업되기도 한다. [Fig. 4]참고

[Fig. 4] Online main screen Cinemagraph[11] 

[Fig. 5] Food Cinemagraph[12]

정지된 식품 화면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등의 일부분

의 동적인 이미지는 식품에 생동감을 주고 신선도가 높

게 보인다. 맛있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식품 브

랜드는시네마그래프의가장효과적인표현대상으로부

각되어온라인사이트의주요한화면으로활발하게제작

되고 있다. [Fig. 5] 참고

[Fig. 6] Small and Medium Brands Cinemagraph[13]
따라서브랜드[14]의역사가짦거나마케팅비용이작

은 중소브랜드는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어 전달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네마그

래프에 주목하고 있다. [Fig. 6] 참고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정지화면을 본 소비자는 제품

의 브랜드는 확인하려고 한 반면, 시네마그래프를 본 소

비자는 구매행동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소비자 행동

분석에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다.

3.2 시네마그래프 표현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최근 2016년 시네마그래프로 제작

된국내메이저브랜드중온라인광고모델이부각된제

작 사례를 선정하였다.

[Fig. 7] G Market, seolhyeon TVC fashion collection
        (2016.3.27. youtube Postin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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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과 같이설현, TVC 패션컬렉션 "쇼핑을다담

다, G마켓" (유투브게시일 2016. 3. 27) 온라인오픈마켓

광고로 시네마그래프 기법이 주목되는 최신작이다.

멀티미디어영상의[16] 정량적 분석으로공간의 비중,

동작의 방향성 등을 살펴보았다. 공간의 비중이 어느정

도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화면을 가로, 세로 분할 하여

13*7의 91개로분할하였을때, 시네마그래프가어느정도

공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Fig. 8]과 같이 조사하였다.

[Fig. 8] Space ratio

즉, 91개를 100퍼센트로 봤을때, 움직이는 화면의[17]

공간은대략적으로몇퍼센트인지살펴보는방식이다. 동

작의방향성과움직임의폭이어느정도인지조사하였다.

화살표 방향은 움직임의 방향성이고, 화살표 크기는 화

면에서 움직이는 파워의 크기를 나타낸다.

스토리 영상의 정성적 분석으로 주제부와 주변부, 스

토리의 개연성 등을 분석하였다. 주제부와 주변부는 모

델과상품이주요한내용의주제부와주변환경인주변부

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티브를 나타낸다. 스

토리의개연성은스토리내용과대상의움직임과의연관

성을 찾아서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3.3 연구결과 

Multimedia

Ÿ Space ratio : 13.7% Ÿ Moving path

Left, right movement

<Table 1> Multimedia & Story of Cinemagraph

<Table 1>과 같이 공간의 비중은 13.7%이고, 동작의

방향성은 큰폭의 좌우이며, 주제부와 주변부는 청바지

입은 다리(주제)와 머리, 방석깃털(주변)이고, 스토리의

개연성은청바지입은다리를움직이는시네마그래프이

다.

<Table 2>과 같이 공간의 비중은 9.8%이고, 동작의

방향성은 좌측상단에서 우측하단이며, 주제부와 주변부

는향수(주제)와 아지랭이(주변)이며, 스토리의개연성은

봄날 향수를 뿌리는 시네마그래프 이다.

Multimedia

Ÿ Space ratio : 9.8% Ÿ Moving path

Left upper hand, right
bottom

Story

Ÿ Subject and Surrounding : Perfume / Heat haze
Ÿ Probability of story : wear spring perfume

<Table 2> Multimedia & Story of Cinemagraph

<Table 3>과 같이 공간의 비중은 6.5%이고, 동작의

방향성은 소폭의 좌우이며, 주제부와 주변부는 운동화

신은다리(주제)만있고, 스토리의개연성은한가한대낮

에 누워서 발장난하는 시네마그래프 이다.

Multimedia

Ÿ Space ratio : 6.5% Ÿ Moving path

Left, right movement

Story

Ÿ Subject and Surrounding : Sports shoes
Ÿ Probability of story : Lie idle in broad daylight

<Table 3> Multimedia & Story of Cinem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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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

Ÿ Space ratio : 16.4% Ÿ Moving path

Wing direction

Story

Ÿ Subject and Surrounding : One-piece dress
Ÿ Probability of story : Flap one's skirts

<Table 4> Multimedia & Story of Cinemagraph

Multimedia

Ÿ Space ratio : 11.5% Ÿ Moving path

Left upper hand, right
bottom

Story

Ÿ Subject and Surrounding : Long hair / bag of sunlight
Ÿ Probability of story : Sunlight is shining in the woman's bag, blow
one's head

<Table 5> Multimedia & Story of Cinemagraph

<Table 4>과 같이 공간의 비중은 16.4%이고, 동작의

방향성은 큰폭의 양날개 이며, 주제부와 주변부는 원피

스치마(주제)만있고, 스토리의개연성은원피스양날개

자락을 펄럭이는 시네마그래프 이다.

<Table 5>과 같이 공간의 비중은 11.5%이고, 동작의

방향성은 소폭의 좌측상단에서 우측하단이며, 주제부와

주변부는 청바지 입은 긴머리(주제)와 가방(주변)이며,

스토리의개연성은여성이들고있는가방에햇살이비치

고 여성의 머리가 흩날리는 시네마그래프 이다.

4. 결론
4.1 연구 결과
시네마그래프는 가장 트렌드한 사진예술의 표현이며,

움직이는 화면이진화한 것으로예술적 표현과[18] 상업

적표현의경계선에있다. 최근출시되는아이폰등에사

용할수있는앱이개발되어기술적힘이대중성있게보

편화 되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의 혼용적 표현도구 이다.

분석결과 동선의 비중은 10% 내외가 가장 효과적인

무빙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영상의 전체적인 움

직임보다시네마그래프의부분적인동적인음직임이더

큰 시각적 몰입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

빙의방향성은모델이제품을사용하는동선과대략적으

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부와 주변부는 강렬

한제품의메시지전달을위하여한가지포인트또는주

제와 주변부의 두가지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었다. 스토

리의개연성은짧은순간에스토리텔링을보여주기위하

여 모델과 제품의 단순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네마그래프의 표현에 대한 분석을 위하

여 [Fig. 9]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여 정량화 하였다.

Cinemagraph

Space ratio

Moving path

Subject &
Surrounding

Probability of
story

Multimedia
Quantitative
analysis

Story
Qualitative
analysis

[Fig. 9] Cinemagraph Analytical model

멀티미디어의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공간의 비중, 동

작의방향성을스토리의정성적분석을위하여주제부와

주변부, 스토리의 개연성 등의 네가지 측면을 고려대상

으로 하였다.

4.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영상 기록 매체의 발달에 따라 시네마그래

프를 통해 선택적으로 표현되는 미디어를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실무적으로 광고[19], 예술, 영화 등의 매체에서 화면

의 특정 부분이 멀티미디어의 기술적 요소와 스토리의

내용적요소와유기적으로결합하여움직이는사진이주

는메시지를시각의선택과집중으로효과적으로전달할

수 있다. 향후 연구방향은 시간적 메시지인 속도와 선택

적시각물인사진예술이결합된영상가공기술의발전방

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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