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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쇄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성기를 맞이했던 포스

터는 20세기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변화

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기차역과 공항 등에 생겨

나는 디지털 스크린과, 비디오 콘텐츠를 수용하기 시

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은,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감상 가능한 정지된 이미지의 포스터에 움직임

이 더해진 새로운 형식의 포스터를 탄생시켰다[1].

이후 오프라인 공간을 채우는 디지털 사이니지와 영

상 매체를 수용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증가, 그 외 다

양한 상업적·비상업적 용도의 움직이는 포스터(Moving

Poster, Motion Poster) 제작으로 움직이는 포스터에 

대한 관심과 작품 제작이 활성화되고 있다. 움직이는 

포스터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포스터 제작 방식 

혹은 광고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움직이는 영

화 포스터’의 의미로 사용되는 ‘모션 포스터(Motion

Poster, Moster)’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영화 광

고는 티저 및 예고편 등을 위시한 영상 광고와 인쇄 

형식 및 정적인 이미지의 광고 양방향으로 제작되어 

왔는데, 양측의 성격이 혼합된 모션 포스터 형식이 

2005년 이후 공식적으로 탄생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디자인 역사에서 포스터라는 

형식의 중요성과, 움직이는 포스터의 트렌드에도 불

구하고 디자인 학계에서 관련 연구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모션 포스터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들로

는 디지털 사이니지 혹은 모바일 인터넷 광고에서의 

사용자 특성과 매체 광고 효과 분석에 관한 것으로 

광고학, 미디어학 측면에서 다수 이루어졌다. 그 외 

움직이는 포스터의 시각적 표현 관련 연구들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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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마그래프 기법에 중점을 둔 작품 연구[2,18], Ani-

mated Gif(움짤)의 특성에 관한 연구[3,4,5], 인터랙

티브 포스터에 관한 연구[6]가 있다. 현대 영화포스

터의 실태분석을 주제로 한 김종원(2010)의 연구에

서 모션 포스터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7] 본 논문에서는 모션 포스터의 시각 표현 

특징에 관해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움직이는 포스터의 한 갈래인 모션 포

스터(Motion Poster, Moster)의 특징과 시각 표현 방

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뉴미

디어 및 멀티미디어 분야, 포스터 및 영화 포스터에 

관한 연구 및 작품 제작에 있어 참고 자료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포스터의 한 갈래인 모션 

포스터(Motion Poster, Moster)의 특징을 분석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각 표현 방식과 발전 과정을 

논의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션 

포스터 관련 기존 문헌을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한다.

이후 모션 포스터의 시각 표현 특징을 이미지 표현 

기법, 움직임의 정도와 방식, 재생시간, 사운드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분석한다. 또한 2005년 이후 Geek-

nation에 의해 정립된 모션 포스터의 형식과 최근 인

도에서 제작되고 있는 모션 포스터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모션 포스터의 시각 표현 특징

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

이 선정하였다. 모션 포스터를 모아 놓은 공식적인 

아카이브 및 학술 연구가 없는 관계로 세계 1위 검색 

포탈인 Google에서 ‘official+영화 제목+motion post-

er’라는 검색어를 통해 나온 결과물 혹은 신문 기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행이 입증된 경우 1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이미지 표현 기법, 움

직임의 정도, 움직임의 방식, 재생시간, 사운드 사용 

여부 등에서 대표성을 보여주는 작업들을 의도적 표

본 추출하여 논의하였다.

2. 영화 포스터와 모션 포스터(Motion Poster)  

2.1 영화 포스터

포스터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면 위에 문자·그림·사진 등을 사

용하여 표현하는 광고물을 뜻한다[8]. 영화 포스터는 

‘영화’라는 콘텐츠를 위한 홍보물로 대체로 영화의 

주된 분위기를 알려 주는 비주얼을 등장인물의 모습

으로 표현하고, 영화 제목과 캐스트, 주요 제작진 크

레디트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진진아(2017)에 따르

면 영화포스터의 구성요소는 스토리텔링(Storytell-

ing), 메인 비주얼(Main visual), 레이아웃(Layout),

색상(Color), 타이포그래피(Typography)가 있다[9].

이 중 메인 비주얼은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황

지영·장순석(2001)에 따르면 영화포스터의 구성요

소 중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요소이다[10].

최초의 영화 포스터는 1896년에 영화 <물벼락을 맞

는 정원사>의 포스터였으며, 1970년대 이후 컴퓨터

의 발달과 컴퓨터 그래픽의 활용으로 다양한 포스터 

활용이 가능해지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6].

2.2 모션 포스터(Motion Poster, Moster)

Geeknation(2013)에 의하면 ‘Motion Poster’는 본

래의 정적 이미지의 영화 포스터에 움직임을 더한 

움직이는 영화 포스터인 ‘Motion Movie Poster

(Moster)’의 뜻으로 기존 영화 포스터나 영화의 장면

에 움직임을 더한, 20초 이내의 포스터를 의미한다

[11,12,13,14]. 김종원(2010)은 모션 영화 포스터란 기

존의 일반적인 영화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이미지와 한계점을 극복하고 디지털 공간 속에서 움

직임과 소리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여 

영화가 가진 내용과 특징들을 입체적으로 디자인하

는 것이며, 모션 포스터에서는 기존 영화포스터에서 

고려했던 디자인 요소들 외에 움직임, 사운드 및 설

치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7].

공수경(2018)은 모션 영화포스터를 트레일러(trail-

er), 티저(teaser)영상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즉, 트레

일러는 영화 광고를 위해 만든 짧은 예고 영상으로,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장면, 자막, 사운드를 혼합하

여 2∼3분 길이로 편집한 영상이라면, 티저는 이보다 

길이가 짧고 제목도 밝히지 않은 채 관객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영상이며, 모션 영화포스터는 20초 남짓의 

짧은 영상으로 기존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영화의 

컨셉, 제목, 캐스트, 그리고 주요 제작진과 크레딧 등

의 내용에 약간의 모션을 준 영상이라고 말한다[6].

정식 의뢰에 의한 최초의 Motion Movie Poster는 

2005년에 개봉한 스릴러 영화 <Hard Candy(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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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션 포스터이다[11,12]. 기존 정적 이미지 포스터

와 거의 유사하지만, 10초의 시간동안 캐릭터의 발과 

캐릭터가 서있는 덫 부분이 조금씩 움직인다. 우리나

라에서도 영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2010)>의 영

화포스터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에 의해 최초 제

작되었다[7].

3. 모션 포스터(Motion Poster)의 시각 표현 특징

3.1 메인 비주얼(Main Visual)의 표현 특징

Geeknation(2013)은 모션 포스터의 메인 비주얼

에 영화의 장면 혹은 오리지널 영화 포스터의 이미지

만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역대 톱 50위권 한·미 

영화 포스터(인쇄 포스터)를 분석한 진진영(2017)에 

따르면 메인 비주얼의 이미지 유형은 사진이 76%,

사진+일러스트레이션이 14%로 사진이 압도적이었

으며, 표현 내용의 유형은 등장인물52%, 등장인물+

영화의 장면45%로 ‘영화 등장 인물 사진’ 유형이 가

장 많았다[9]. 결국 영화는 사진 사실주의 혹은 컴퓨

터 그래픽, 합성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15] 대부분의 영화 포스터들의 메인 비주얼 

표현 기법 또한 영화의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영화의 

주요 장면이나 등장인물을 소재로 사실주의적인 기

법으로 제작되며 이는 모션 포스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3.2 움직임의 종류와 방식

모션 포스터는 기술적으로는 영상이지만 정적인 

포스터 이미지에 약간의 움직임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메인 비주얼을 비롯한 시각 요소들의 

움직임의 정도는 트레일러, 티저 영상들과 구별되었

다. 크게는 메인 비주얼을 비롯한 시각 요소들은 움

직이지만 화면을 비추는 카메라 워크는 고정되는 경

우, 반대로 시각 요소들은 멈춰 있거나 경미한 움직

임을 보이고 카메라가 이동되는 경우로 나뉘었다. 예

를 들어, 카메라와 장면이 고정된 경우 Fig. 1, 3, 4,

5, 6, 9 처럼 주제 요소가 이동(Fig. 3), 간단한 몸짓 

혹은 회전(Fig. 1, 4, 5), 사라지고 나타나는(Fig. 6,

9) 등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화면을 비추는 가상의 

카메라가 줌인 혹은 줌아웃, 회전, 이동 등으로 움직

이는 경우 Fig. 2, 7, 10, 11처럼 포스터 내의 주요 

인물과 소재는 고정된다.

3.3 사운드와 재생시간

Geeknation(2013)이 제안한 재생시간은 20초 이

내였지만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다. Fig. 1, 4, 5, 6,

Fig. 1. <Hard Candy(2005)> Motion Poster.

Fig. 2. <Blades of Blood(2010)> Motion Poster. 

Fig. 3. <Saw6(2010)> Motion Poster.

Fig. 4. <Beauty and the Beast(2017)> Motion Poster.

Fig. 5. <American Horror Story: Coven(2017)> Motion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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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는 20초 이내였지만, Fig. 3은 28초, Fig. 7은 41초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심지어 Fig. 10, 11를 비롯한 

인도에서 제작된 모션 포스터들은 대부분 1분 전후

의 재생시간으로 제작되었다. 사운드는 BGM이 포

함되거나(Fig. 2, 3, 4, 6, 7, 9, 10, 11) 포함되지 않는 

경우(Fig. 1, 5) 모두 존재했다. 20초를 넘는 긴 재생

시간의 모션 포스터에서는 BGM은 대부분 포함되었

고 나래이션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Fig. 7, 9, 10).

이는 모션 포스터가 트레일러나 티저 영상과 비교하

여 움직임이 단조로운 특성을 지니고, 20초가 넘어가

는 등 재생 시간까지 길어질 경우 감상자의 흥미 감

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Motion Poster 표현 방식의 다양화 : 인도권 

모션 포스터의 예시

2,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초기의 모션 포스터

는 <Hard Candy(2005)>를 비롯하여 20초 이내로 오

리지널 영화 포스터 인쇄 버전에 약간의 움직임만 

더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나 이후 표현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 제작된 모션 포스터들이 

그 예시이다. Google Trend를 통해 파악한 ‘Motion

Poster’용어의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도였

고, Motion Poster 관련 검색어 상위 10개는 모두 인

도 영화 관련 모션 포스터였으며, 지난 5년간 세계적

으로 ‘Motion Poster’의 검색량이 높아진 시기도 인

도에서 특정 영화의 Motion Poster가 공개된 시기였

다(Fig. 8).

그런데 최근 인도에서 제작된 모션 포스터들은 영

상에 자주 사용되는 가로형 포맷, 1분 전후의 긴 재생 

시간, 카메라 이동을 비롯한 수차례의 장면 전환 등 

‘트레일러’ 혹은 ‘티저’ 영상과 큰 구분이 없어보인다.

즉, 3장에서 언급한 영미권에서 제작된 모션 포스터

(Fig. 1, 3, 4, 5, 6, 7)와 인도에서 제작된 Motion post-

er(Fig. 9, 10, 11)들의 경우 포스터의 메인 비주얼,

움직임 등의 방식은 유사했지만 판형, 재생시간, 장

면전환 횟수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인도권 모션 

포스터 중 영미권의 모션 포스터와 유사한 형식인 

경우도 있었지만(Fig. 9) 대부분은 20초를 2배 이상 

뛰어 넘는 긴 재생시간과, 긴 재생시간만큼 빈번한 

카메라 이동과 장면 전환이 특징적이었다. <Viswa-

sam(2019)>의 모션 포스터는 재생시간 47초였고,

Fig. 11에서 보듯 다양한 장면 전환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Petta(2019)>의 Motion Poster(Fig. 10)도 

마찬가지였고 재생시간은 1분 4초였다..이외에도 

Motion Poster 연관 검색어 상위권인 인도 영화들 

<Kodi(2016)>, <Pk(2014)>, <Singam3(2016)>, <Remo

(2016)>의 Motion Poster들도 평균 50초 내외의 긴 

재생시간, bgm 사용, 다양한 비주얼 요소 사용과 카

메라 이동, 수차례의 장면 전환을 보이며 Geeknation

기반의 Motion Poster와 구별되는 인도권 Motion

Fig. 6. <Terminator4(2009)> Motion Poster.

Fig. 7. <Star Trek into Darkness(2013)> Motion Poster.

Fig. 8. Search Results for 'Motion Poster' in Google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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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만의 특징을 보였다.

다만 카메라의 이동으로 인한 장면 전환이나 요소

들의 등장에서도 모션 포스터 특유의 움직임 방식인 

‘카메라 고정+메인 요소 움직임’ 혹은 ‘카메라 이동+

메인 요소 움직임 고정’ 패턴의 절제된 움직임을 보

여 일반 영상과의 차별점을 가진 모션 포스터임을 

드러냈다. 화면 비율은 가로형이 대부분이었는데,

Fig. 2, 7, 10, 11의 예시를 볼 때 영상의 길이가 길어

질수록 일반적인 영상의 가로형 비율을 사용하는 경

향을 보였다. 영화, 텔레비전 등 대부분의 동영상 미

디어의 화면이 가로형으로 발전해오고[16] 인쇄형 

포스터가 좁은 벽면이나 기둥에 붙이고, 주목도를 높

이기 위해 세로형으로 제작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

가로형 화면에 긴 재생시간으로 제작된 모션 포스터

는 인쇄형 포스터보다는 일반 영상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5.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볼터(Bolter)는 뉴미디어 형식이 등장할 때마다 

자기보다 더 앞섰던 미디어를 차용하고 재구성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고 또 찬양받는다고 말했다[15].

포스터를 포스터의 ’Post’어원에 한정하여 기둥이나 

벽에 붙여 홍보하는 광고물로 본다면 모션 포스터는 

‘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모션 포스터는 인쇄매체 영화 포스터의 

Fig. 9. <Gulmakai(2018)> Motion Poster.

Fig. 10. <Petta(2019)> Motion Poster.

Fig. 11. <Viswasam(2019)> Motion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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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메인 비주얼, 화면 비율)과 트레일러 및 티저의 

특징(움직임, 사운드)을 차용하여 대중에게 이해받

고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Geek-

nation뿐만 아니라 Stark(2014), Mcgregor(2017)는 

모션 포스터가 기존의 영화 홍보 형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써의 기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12,13,14]. 하지만 2005년 <Hard Candy

(2005)>의 모션 포스터가 나온 이후 15년이라는 시

간이 지난데 비해 Motion Poster의 대중적 인지도와 

형식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Online Dictio-

nary인 Urban Dictionary에서는 모션 포스터의 정의

에 대해 “트레일러 영상 만들 정도로 충분한 클립과 

시간은 없지만, 영화에 대한 화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드는” 이라고 말한다[17]. 기존 인쇄 포스터에 약

간의 움직임을 더한 형식만으로는 인쇄 포스터나 영

상 예고편과 같은 채널에서 홍보되는 경우 비교 우위

를 갖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인도의 모션 포스터가 

비교적 흥행하는 것도 Geeknation의 형식에서 벗어

난 다양한 시도를 하기 때문일수도 있다. 따라서 

Motion Poster의 발전을 위해서는 메인 비주얼 소재,

움직임의 방식과 정도, 사운드 사용, 홍보 채널의 다

양화, 상호작용성 등 새로운 기법의 사용 등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모션 포스터의 자

료 수집에 있어 공식적인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 없었

다는 데에서 한계를 지니지만 시각 디자인의 주요한 

형식인 포스터에서 발전한 모션 포스터의 시각 표현 

기법을 논의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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