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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고(思考)의 전환을 위해 디자이너는 창조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idea)를 발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한다. 디자이너는 다

양한 시각화(visualization)를 위해 수없이 많은 연구

와 고민을 통해 디자인적 창의력을 분석하고, 분류하

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가며, 많은 디자이너가 

지금까지 연구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새로운 기법

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으며, 급변하고 빠른 디지털 

기술을 통해 디지털 매체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큰 변화를 하였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가듯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고 분석할 필요성을 느낀다.

지난 2016년 전 세계 주요 이슈 뉴스에 의하면 인

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알파고(Alpha

Go)까지 등장하면서 디지털 세상에 사는 우리는 하

루가 다르게 매우 빠르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다. 최근 TV광고를 통해 인공지능 디

바이스나 서비스가 눈에 띄게 늘었고, AI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예전보다 조금 더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오늘날 정보 통신 기술은 새로운 유행으로 빠

르게 변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디바이스로 

출시되면서 쉽고 간단한 동영상을 플레이 할 수 있

고, 간단한 움직이는 GIF사진으로 의사소통하며, 커

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짧은 동영상을 만들고, 소셜네트워크(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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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빠르게 공유하며, 글로 표현 하는 것보다 움

직이는 이미지를 더욱 활용한다. 과거에 비해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일명 “움직이는 사진”(간단히 

단순 반복의 움직이는 동영상)의 등장이 자연스러웠

다. 결국 매체를 통해 쉽게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 

공유하거나 글쓰기 할 때 첨부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젊은이들의 의사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 논문은 완전한 동영상도 아닌 정적 사진

도 아닌 중립 개념의 “시네마 그래프(cinemagraph)”

를 연구 하고자 한다. 정지된 사진에서 일부 움직임

이 강조된 디지털 이미지를 ‘시네마 그래프’라고 정

의 한다. 루돌프 아른하임(Rudolf Arnheim)은 “운동

은 인간의 주의력을 끄는 매우 강력한 시지각 대상이

며, 모든 표현은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강조

한다[1]. 최근 광고매체에서 사용된 시네마그래프의 

특성은 무엇이며, 눈으로 지각된 이미지는 어떤 심미

성(審美性)을 느끼는지, 비교 실험을 위해 일반 사진

과 시네마그래프 사진을 샘플링 하여 실험을 통해 

알아본다.

연구의 진행 방법은 시네마 그래프의 시지각 관심

도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한 사진으로 된 일반 사진과 

일부 움직임이 표현된 시네마 그래프 사진을 준비하

여 피험자 국내 대학생 20대 남녀 15명을 대상으로 

실험 테스트를 진행한다. 태블릿 디스플레이스(dis-

play)를 이용하여 피험자에게 동일 작성된 콘텐츠에

서 방법만 달리 만들어진 것의 두 개의 대조군을 비

교하며 실험을 하였다. 순서는 상관없는 사진을 1분

씩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테스트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본 이론이 되는 시네마그래프와 시지각의 심미성

에 대하여 정의한 다음, 3장에서 광고매체에서 활용

된 사례를 설명한다. 광고영역에서 활용된 예시를 통

해 시네마 그래프의 시지각 효과를 위한 구체적 사례

를 서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한 표본 예제를 

통해 실험한 결과를 기존의 일반사진들과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하여 평가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연구의 선행 연구로는 박지섭외 2명의 시네마그

래프 e매거진에 대한 아이트레킹 연구에서 시네마그

래프 이미지로 제작된 것에 사람들이 관심과 자주 

오랫동안 보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고 연구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2]. 같은 연구자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된 음식 이미지를 시네마그래프로 표현된 것 과 

일반 사진과 비교연구에서도  시네마그래프의 이미

지에 주시했다는 실험결과를 도출했다[3].

2. 시네마그래프와 시지각의 심미성

2.1 시네마 그래프

시네마그래프는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은 “헤리포터

와 마법사의 돌”에서 표현된 신문의 이미지가 짧은 

움직임을 통해 마법 같은 신문이 영화에 등장하면서

부터 시작했다[4]. 2009년 미국의 사진작가 “Jamie

Beck”과 웹,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Kein Burg”와 함

께 작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영화

(움직임)를 의미하는 “Cinema”와 사진을 뜻하는 

“Photograph”의 합성으로 2011년 ‘Cinemagraph’ 라

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사진을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 많은 사용자에게 알려지면서 오늘날 

앱(App)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2.2 시지각의 심미성

지각(perception)은 인간의 가장 기초한 인식행위

이다. 무언가를 가까이 혹은 먼 곳에 포착하고 그것

의 형태나 크기, 색, 소리, 맛, 냄새와 같은 감각 기능

의 정보를 지각하고 인식하며 인지적 의미로 지각되

는 것이다.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지각이 행동

과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행동(움직임)으로 통

해 지각되고 인식된다. 동물적 감각으로 늑대가 울음

소리를 듣고 소리에 놀라는 것보다 위험이나 신호로

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지각으로 인식되어 진다.

지각된 시네마 그래프 또한 사진과 영상의 중간지점

으로 사진이 왜 움직이지? 또는 동영상인 것 같은데 

왜 일부분만 움직이지 라는 의문점을 갖고 바라보게 

되며, 미묘한 심미성(審美性)을 느끼는 매력이 있다

[5]. 심미성은 디자인 미술관점에서 미학부분에 해당

된다. 시지각(Visual Perception)은 지각(Perception)

으로의 하위개념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의 시각으로 감관(感官)을 통해 아는 것을 지각

한다고 정의 한다. 보통 감각이나 인지와 구별 없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감각기능이 자극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며, 시각적 표현물을 구성하

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각 자극을 

뇌에서 느껴 알게 된다. 인간의 시지각은 형태, 색채,

윤곽, 대비 그리고 움직임의 이러한 기본요소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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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극으로 통해 기본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습득

하게 된다. 눈으로 사물과의 위치 및 거리를 판단하

듯 영상이나 시각물을 우리의 시각적 시신경을 통해 

자극된 객체를 인지하며 사고의 과정이 상호작용으

로 기본적시지각의 이해 과정으로 설명된다[6].

3. 광고매체에서 활용된 시네마그래프의 사례

본다는 것의 의미(About Looking)는 존버거(John

Peter Berger)의 책에서도 설명하듯 인간이 지각하

는 것은 사진 기록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선택적 과정에 있다[7]. 빛을 통해 비친 사물들을 사

진을 통해 본다는 것은 그 사물의 상태와 이미지를 

그대로 가두는 형태일 것이다. 바라는 관점은 관찰에 

의미가 있다. 사진은 무엇을 이미지화 만드는 도구이

다.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응용된 것들은 오늘날 

광고나 이미지에서 의미하는 중요도를 따져 볼 필요

가 있다. 광고적 메시지는 사진들의 시선을 끌거나 

기억을 상기시킨다[8]. 어떻게 봐야 이해되는 건가 

아니면 달리 해석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와 

마찬가지이다. 아래 Fig. 1은 Gmarket 쇼핑몰 광고

이다. 사진의 정지된 이미지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

트에서 반복적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시네마 그래프

의 기법으로 통해 비정형적인 심오함을 전달하고 있

다. 시각적 선택적 주의(Selective Visual Attention)

를 극대화 시킨 광고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예시는 Fig. 2 광동 옥수수 수염차 CF,

세사리빙CF, 현대자동차CF 자료이다. 전체 프레임

에서 전부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 주인공의 

움직임만 나타나며 다른 배경들은 일시적 정지된 모

습을 띠고 있다. 마치 정지된 시간 속에 주인공만 움

직이는 시간이 멈춘 듯 시지각 효과를 자극한다. 관

람자로 하여금 미묘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국내광고에서도 시각적 자극을 만들기 위해 많이 활

용됨을 알 수 있다. 몽환적 기법처럼 보일 수 있고,

순간의 정지된 화면과 특정 부분의 움직이거나 움직

임이 아닌 것의 시각적 자극을 줌으로 기억에 상기시

킨다.

세 번째, 예시는 케이블 방송국에서 방영된 드라

마 내용을 디지털 포스터 광고를 사례로 든다. 단순

히 광고 포스터라고 하면 지면광고 및 일반 사진에서 

머물렀으나, 지금은 영상의 시대 디지털의 시대를 반

영한 것처럼 시네마그래프 기법을 이용하여 일부 사

진의 움직임을 적용한 예시이다. 드라마 “혼술 남녀”

tvN 제작사로 알려진 드라마 이며, 술이라는 메인 

포인트에 초점을 두어 포스터 제작시 각 성별의 술잔

에 실제 술잔이 있는 것처럼 요술 또는 마법 같은 

효과를 극대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술잔이 흔들리거

나 술을 따르는 효과를 정지된 포스트와 중첩된 결과

를 만들어 냈다는 평이다. 여기서도 기법은 시네마그

래프의 기법 사용으로 인해 관람자 또는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므로 드라마의 

Fig. 1. Cinemagraph advertising of the Gmarket.

(a) (b) (c)

Fig. 2. (a) Kwangdong Oksusu Tea CF, (b) Sesa Living CF, (c) Hyundai Motor CF.

Fig. 3. Drama Poster“Mixed sex of alcohol”.



1132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7호(2017. 7)

묘미를 한 층 더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곳곳 

시네마그래프를 이용한 광고 매체를 확인 할 수 있

다.

4. 연구 방법 및 연구 분석결과

4.1 연구 방법과 연구 모형

본 논문에서는 광고매체에서 본 사례를 통해 시네

마 그래프 표본을 분석하여 시네마 그래프의 심미성

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단계를 거쳐 인터뷰 통계분석

을 하였다. 분석을 통해 유의수준을 검증하는 단계프

로세스이며 실험 표본 A, B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A컷은 시네마그래프 사진이미지며, B컷은 일반이미

지로 적용된 사진이다. 특성으로는 움직이는 개수가 

1개 이상이며, 움직임의 강도는 크지 않는 작은 면적

이며, 인지 차는 처음부터 움직이는 이미지이다. 시

지각적 환기성은 두 개의 동일 사진을 비교하며 한 

장의 이미지가 움직임을 주었을 때 반응을 살펴본다.

그리고 무한 반복된 움직임으로 제작되었으며, 측정

의 객관화를 위해 같은 사진으로 제작된 표본이다.

실험 대상자는 SNS 사용자가 많은 20대 남녀이며,

15명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측정하였다. 밀폐된 공간

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화면을 보면서 순서는 남녀상

관 없이 진행하였고, 1대1 면담형식으로 화면을 보면

서 작성된 내용을 제출하는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리커트척도(Likert Scale) 5점을 기준으로 진

행결과를 추출하였다. A와 B를 동시에 보고 평가하

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는 “시네마그래프와 일반사진과 비교로 

볼 때 시지각의 심미성의 차이로 인해 광고 효과가 

더 좋을까?” 이며,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H0 : A(시네마그래프)와 B(일반)는 심미성 

차이가 없다.

가설 H1 : A(시네마그래프)가 B(일반)보다 심미

성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을 통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을 실시하여 1개의 표본을 2회 측정(사전–사후)의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양측 측정으로 전후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화량의 분석을 통해 

결과 유무를 비교할 수 있었다.

4.2 실험 연구 샘플

실험을 위해 측정 샘플은 앞 광고 매체를 통해 본 

시네마그래프 기법을 이용한 샘플을 제작하여 피험

자에게 보여준 후 데이터를 얻었다. 아래 레드 표시

(Red Marking)로 된 부분이 일반 사진과 움직임이 

있는 시네마 그래프의 기법을 활용된 두 개의 비교 

사진이다. 같은 표상의 대상이미지이지만 일반사진

Fig. 5. The Cinemagraph technique image and the normal image used as the sample.

Fig 4. how to create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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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네마그래프 기법으로 만들어진 사진이다. 레드 

표시가 움직이는 부분이다. 왼쪽 A 이미지이며, 오른

쪽은 B이미지이다. 같은 동일 이미지를 정지 컷과 

움직이는 컷으로 다르게 제작되었다.

4.3 연구 응답 설문 

위의 샘플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각으로 관찰한 후 

아래와 같은 설명 내용을 실시하였다. 광고매체에서 

사용되는 시네마그래프 기법을 심미성의 차이 유무

를 알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점수의 

합산으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간략한 질의 설문: A(시네마그래프), B(일반)의 

이미지를 본 후 눈에 띄는 광고 이미지는 A이다. (매

우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리커트 척도 5점 답안)

설문의 내용은 단순히 두 가지 이미지를 비교측정

에 대한 심미성 검증에 관한 내용으로 측정하였으며,

첫째 두 사진 중 무엇이 시각적으로 눈에 끌리는가?

A, B 중으로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리커트 

척도 5점으로 측정하였고, 둘째 사진 중 심미성이 더 

높은 것은 무엇인가? 같은 방법으로 리커트 척도 5점

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심미성이 높으면 광고메시지 

전달력이 높다 리커트 척도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제

시된 샘플을 보고 바로 표기 하는 방식으로 즉답으로 

측정하였다.

4.3 실험 결과 분석

실험 후 결과는 2가지의 비교 분석통계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SPSS v24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대응

표본 T 검정을 시행하였다. Table 2에서 집단 통계량

을 보면 표본 A는 시네마그래프 전용, B는 시네마그

래프 미전용으로 측정 수치를 변환하였으며 15개 기

준으로 A(시네마그래프 적용) 평균 78.40 , B(미적

용) 평균 25.80 값으로 선택 결과 값을 도출하여, 시네

마그래프 적용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심미성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H1에 가까웠

다. 대응 표본 통계량 결과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

차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15명의 국

내 대학교 학생들이 모집되었다. 대학생 평균 연령 

22세가 12명, 23세 1명 24세 1명으로 21세가 가장 많

으며, 남녀의 비율은 남자 4명, 여자 11명으로 여자가 

가장 많았다.

대응표본 검정은 유의 확률(유의수준)을 확인한 결

과, Table 3에서 확인해 보면 ‘유의 확률’이 P값은 

0.000으로 표시되어 있다. 즉 005보다 작으므로 실험전

과 실험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값은 14.859이므로 t

값의 절대값 1.96보다 크면 유의하다고 판단 할 수 있

다. 그리고 전 후의 평균차이는 52.6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0은 기각되고 H1이 채택되었다. 시네마그래

프의 이미지가 심미성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Statistics Value

example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standard error

of the means

score

After applying

Cinemagraph Photo
15 78.40 8.781 2.267

Unapplying

Cinemagraph Photo
15 25.80 10.455 2.700

Table 2. Paired T-test Sample Verifica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Average

standard

error

T
freedom

%

P

(both)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min max

score

After applying

Cinemagraph Photo
52.600 13.710 3.540 14.859 14 0.000 45.008 60.192

Unapplying

Cinemagraph Photo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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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사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고, 동영상의 움직임과 정지된 사진의  중간단

계에 있는 시네마 그래프는 IT기반의 웹과 이동 통신

의 도구로서 변화가 빠른 디지털 미디어에서 급속도

로 번져가고 있다. 그 중 광고매체에서 활용된 사례

를 분석하고, 광고 기법을 개발할 때 시네마 그래프 

기법은 관람자의 욕구와 심미성의 시각화를 만드는

데 발전된 기술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

네마 그래프는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새로

운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젊은 세대 층

에서 많이 활용된 시네마 그래프는 시지각 환기성의 

이미지 놀이가 될 수도 있으며, 누구나 쉽고 간결하

게 직접 찍어서 만들 수 있는 앱(App)도 이미 등장했

기에 점점 영역이 확대되어 간다. 사진 기술력도 세

밀하고 섬세한 부분의 동영상 촬영이 요구되는 만큼 

비례적으로 기술향상이 필요하다. 사진의 심미성은 

시네마 그래프로 하여금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만족

도를 충족시키고, 판매자와 광고주의 광고디자인 영

역에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또

한 시지각적 움직임의 반응을 관람자가 일반 사진보

다 심미성 측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고 환기성의 매

료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실험에서 본 것처럼 시

네마그래프의 적용과 미적용의 차이로 인해 52.600

의 평균차가 났으며, 14.859의 T값의 차이로 인해 대

응표본 T테스트 결과값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판단

하였다. P값은 0.05보다 작은 0.000으로 유의한 수치

결과가 나타났었다. 따라서 논문에서 제시한 가설의 

심미성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시

네마 그래프는 여러 작품 및 서비스디자인 전반에 

사용되길 기대해 보고 앞으로 디자인 작품으로 예술

적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 되며, 많은 사람의 눈을 즐

겁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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