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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포스터는 디자인의 개념이 탄생한 이래 그래픽 디

자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논의되는 형식으

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표현

과 예술적 실험의 장이었다. 인쇄술의 발달과 산업화

로 각광 받은 포스터 형식은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

달로 변화를 겪고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PC와 DTP

(desktop publishing)의 보급으로 포토샵 등의 디지

털 미디어 소프트웨어에 의한 표현 기법의 다양화가 

가능해졌으며, 21세기 인터넷과 모바일, 디지털 스크

린, 온라인 플랫폼 등의 발달은 과거 인쇄 이미지 혹

은 정지된 포스터로 채워졌던 온·오프라인 공간을 

움직임이 있는 포스터 혹은 영상을 기반으로 한 다양

한 광고로 채워가고 있다. 즉, 디지털 스크린에 띄워

진 정적인 포스터에, ‘움직임이 더해진’ 무빙 포스터

(Moving Poster) 형식의 작업들이 새롭게 제작되고 

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무빙 포스터의 특정 

표현 기법을 논의하거나, 작품 제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네마그래프 기법에 중점을 둔 작품 연구

(Kim, 2017)(Leem, 2017)[1][2], 시네마그래프의 심

미성을 실험한 논문(Kim외 2명, 2017)[3], 인터랙티

브 모션 포스터에 관한 연구(Sérgio외 3명, 2017

((Kong, 2018)(Ro, 2018)가 있다[4,5,6]. 그러나 다양

한 무빙 포스터 작품이 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식적, 내용적 분석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

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무빙 포스터 디자인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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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무빙 포스

터’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포스터 및 무빙 포스터 관련 연구와 작품 제작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무빙 포스터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

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포스터와 무빙 포스터의 정

의를 정리한다. 둘째, 무빙 포스터의 시각적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인쇄 포스터와 동영상 양측의 성격

을 가진 무빙 포스터의 구성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인쇄 포스터를 구성하는 요소와 동영상 및 모션 그래

픽을 구성하는 요소, 무빙 포스터 실제 사례들까지 

참고하여 무빙 포스터를 구성하는 요소를 논의한다.

연구 대상 작품은 Weltformat Poster Festival의 무빙

포스터 전시 아카이빙 웹사이트에 올라와있는 무빙 

포스터 53점을 1차 대상으로[7], google에서 ‘moving

poster’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을 2차 대상

으로 함께 참고하였다.

2. 포스터와 무빙 포스터

2.1 포스터의 정의 

전통적인 의미의 포스터는 기둥의 의미인 포스트

(post)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광고나 벽보의 대부분

이 기둥에 부착되기 때문이었다[6]. 포스터의 어원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뉴미디어 이전 시대의 ‘포스터’에 

대한 정의들은 ‘인쇄’, ‘벽이나 기둥에 부착’ 등의 키

워드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발

달로 포스터에서 ‘인쇄’, ‘부착’이라는 키워드가 사라

져가고 있다[8]. 리퍼트(Lippert, 2018)는 포스터란 

특정 아이디어, 생산물, 행사 등을 위한 일시적인 홍

보물로 대량 소비를 위해 공공 공간에 게시되는 것들

이라고 말했으며[9], 에스킬슨(Eskilson, 2012)은 포

스터는 일반적으로 문자와 이미지를 포함하고, 감상

자의 시선 유도와 정보 제공 기능을 담아 디자인된다

고 언급하였다[10].

2.2 무빙 포스터의 정의

무빙 포스터는 무빙(Moving)과 포스터(Poster)의 

합성어로 ‘움직이는,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포스터’

를 뜻한다. Sérgio외 3명(2017)은 무빙 포스터는 디

지털 스크린의 잠재력을 탐험하고 매력적인 커뮤니

케이션 형식을 창출하기 위한 움직임(motion)과 기

존 인쇄물(print worlds)의 결합이라고 말한다[4].

Benyon(2016)에 따르면 2016년 Weltformat Poster

Festival의 무빙 포스터 전시를 기획했던 Shaub와 

Brechbühl은 당시 작품 수집 기준을 1)Standard

Portrait Format, 2)Having Single Idea, 3)Using

Animation to Enhance Their Message 세 가지로 

정했다[11]. 이를 정리하면 무빙 포스터란 ‘인쇄매체 

포스터에서 주로 사용되던 세로 형식의 비율에, 하나 

이상의 메시지 혹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고, 담겨진 

아이디어의 전달력과 호소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

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포스터’라고 정의할 수 있

을 것이다.

2.3 Schaub(2016)의 무빙 포스터 스펙트럼[7]

Shaub(2016)는 무빙 포스터란 인쇄 포스터와 필

름 사이에 위치하며 짧은 시간 안에 흥미와 정보를 

Fig. 1. an Example of the Static Moving Poster.

Fig. 2. an Example of the Dynamic Moving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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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포스터라고 말한다.

Schaub(2016)에 의하면 무빙 포스터는 ‘Static Pos-

ter–Dynamic - Filmic’의 스펙트럼 중 어딘가에 위

치한다. ‘Static Poster’의 경우 정적인 포스터 형식에

서 색상 변경, 한 개의 시각 요소 변경 등 요소들의 

이동이나 위치 변경 없는 최소한의 변화만 보인다.

‘Dynamic Poster’는 가장 많은 무빙 포스터들이 속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화면의 가장 큰 요소들이 움직이

거나 작고 다양한 시각 요소들이 ‘Pushing’, ‘Turning’

등 추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빈 화면에서 새로

운 구조물이 생성되거나, 특별한 플롯 없는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Filmic’ 포스터들은 film 미디어

에 근접한 무빙 포스터 형식으로 포스터의 움직임은 

특정한 영화의 신(Scene) 장면에 근접한다[7].

2.4 볼터와 그루신(Bolter & Grusin)의 재매개론과 무

빙 포스터

볼터와 그루신의 재매개 이론은 하나의 미디어를 

계보학적 관점 하에 다른 미디어간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이론으로[12], 정승혜(2014)에 의하면 재매

개 이론은 무빙 포스터처럼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설명하기에 매우 유용한 

단초이다[13]. 재매개론에 의하면 특정한 한 미디어

는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선행 

미디어를 포함한 다른 미디어를 표상하며 존재를 입

증한다[12]. 이에 따르면 무빙 포스터 또한 독자적으

로 갑자기 생겨난 형식이 아니라 인쇄 매체 포스터와 

동영상(모션그래픽, 광고 등)의 기존 미디어들을 재

매개하고, 표상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진동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무빙 포스터는 기존 인쇄 매체 포스터

에 비해 사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포스터의 메

시지를 보다 잘 각인시키기 위해 부분적인 움직임을 

끈다는 주장[11]은 무빙 포스터가 전통적인 포스터,

영상 미디어 등과 경쟁하고 그들을 통해 존재를 입증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8].

3. 인쇄 포스터와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

2장의 내용을 통해 무빙 포스터가 무빙(Moving)

과 포스터(Poster)의 합성어로 인쇄 포스터에 움직

임이 더해진 포스터이고, 인쇄 포스터와 모션그래픽,

광고 등을 재매개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

구자는 무빙 포스터를 구성하는 요소를 논의하기 위

해서 기존 인쇄매체 포스터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들과 모션그래픽, 광고 등의 동영상 디자인 시 고려해

야 할 요소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3.1 인쇄 포스터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Table 1은 포스터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

들을 정리한 표이다. 윤학중(2003), 정정숙(2004)은 

Fig. 3. an Example of the Filmic Moving Poster.

Table 1. Components of Poster Design

researcher components

Yoon(1997)
copy main/sub headline, body copy, slogan

artwork photo, illustration, sketch, borderline, layout, typography

Chung(2004)
communication type and message

visual layout, logo, illustration, photo, color, size

Kong(2006) color, typography, illustration, photo, layout

Lee(2007) photo·illustration, typography, blank space, size

Lee(2013)

visual
main/sub-object, expression material & technique, layout,

illustration, photo, main/sub color

communication typography

etc. blank spac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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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언어적 요소)와 아트웍(시각적 요소)으로[14,

15], 이들 외에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요

소를 재정리한 이은정(2013)은 언어적 요소, 시각적 

요소, 기타 요소로 분류하였다[16]. 그 외에 공지은

(2006)과 이서영(2007)은 포스터의 문구 또한 시각적 

요소로 편입하여 시각적 요소들에서만 상세 분류를 

시도하였다[17,18].

3.2 모션 그래픽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 움직임

과 관련된 요소 

움직임(moving)과 관련된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

해 무빙 포스터와 가장 유사한 구조의 합성어이자 의

미를 지닌 동영상 형식인 ‘모션 그래픽(Motion Gra-

phic)’의 구성 요소에 대해 논의한 선행 연구들을 참

조하였다. 모션 그래픽이란 ‘모션’과 ‘그래픽’의 합성

어로 모션은 움직이는 그래픽을 말한다. 즉, 일러스

트레이션, 애니메이션, 사진, 타이포그래피, 사인, 심

볼, 아이콘 등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 요소들에 디자

인의 조형적 요소와 시간이 동반된 움직임이 추가되

어 표현된 것이다[21]. 조용근(2009), 이윤정(2012),

강태임(2013) 등 모션 그래픽의 구성 요소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의 대다수는 세부 항목의 차이는 있었으

나 모션 그래픽의 구성 요소를 형태적인 측면과 커뮤

니케이션 측면으로 나누었다[19,20,21]. 나정조(2019)

는 그의 모션 인포그래픽 관련 연구에서 ‘청각(Sound)’

부분을 따로 분류하여 시각 형태, 청각, 정보 전달로 

구분하였다[22].

4. 무빙 포스터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인쇄 포스터와 모션 그래픽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시각·형태적 측면과 커뮤니

케이션 측면의 구분을 두고 있었다. 무빙 포스터 또

한 아이디어 혹은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조형적인 요소들과 움직임을 결합하는 미디어로 ‘시

각·형태적 부분’, ‘커뮤니케이션 부분’의 구분이 적절

하다고 판단되었다. ‘사운드 부분’은 모션 그래픽 연

구들에서는 ‘시각·형태적 측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실제 무빙 포스터 작업 사례들을 살펴보았

을 때 사운드를 사용하는 작업이 많지 않아 무빙 포

스터에서는 부가적인 요소로 따로 분류하였다.

4.1 커뮤니케이션 측면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메시지(message)와 전달 방

식(delivery method)으로 구분하였다. 메시지에는 

상품 광고, 행사 안내, 선전 및 정치, 정보 전달, 조형 

실험 등 ‘포스터의 종류(type of poster)’와 영상의 필

수 요소 중 하나인 ‘내러티브(narrative)’, 그리고 여

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기호(symbol)’의 세 영

역으로 구분하였다. 내러티브는 이야기의 가장 작은 

단위인 신(scene)부터 사건의 인과관계의 연결인 플

롯(plot), 그리고 최종 형태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narrative storytelling)까지 포함시켰다. 메시지 전

달 방식은 인쇄 포스터와 무빙 포스터 모두에서 포함 

가능한 요소이지만, 무빙 포스터가 ‘시간’속성을 가

짐으로써 인쇄 포스터에 비해 시간에 따른 변화나 

대비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넓다고 보았다. 포함

되는 내용으로는 선형/비선형 내러티브(linear/non-

linear narrative), 계층구조(hierarchy), 비교/대조

(comparison/contrast), 은유적 표현(metaphorical

expression) 등이 있다.

4.2 시각·형태적 측면

시각·형태(visual·form) 부분은 ‘그래픽(graphic)’,

‘레이아웃(layout)’, ‘움직임(movement)’, ‘시간(time)’

으로 나누었다. 그래픽 요소들은 사진, 일러스트레이

션, 타이포그래피, 색, 다이어그램 등이 있다. 그래픽 

요소는 시간이라는 요소와 함께 작용함으로써 크기

와 위치 등의 변화로 2차원인 공간에서 3차원적 깊이

를 창출해내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된 요인이다

[23]. 레이아웃(layout)은 그래픽 디자인의 가장 기본

적인 고려 사항으로 그래픽 요소들을 배치하여 정보

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무빙 포스터에

서는 인쇄 포스터와 달리 움직임이 포함되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른 레이아웃의 변화도 포함되며, 설치될 

미디어와 플랫폼에 따라 판형의 방향과 요소들의 크

기 조절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승 공간에 

설치되는 세로형 디지털 사이니지와 스마트폰을 통

해 보는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SNS에 게시되는 

작업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레이

아웃과 판형을 지니게 될 수 있다. 스크린 상에서의 

움직임은 움직임의 주체에 따라 오브젝트의 움직임,

카메라의 움직임, 관객 시선의 움직임으로 나누거나

[24], 움직임의 속성인 속도, 방향, 변형, 동작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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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객관적 시간)과 주

관적인 시간으로 나누어지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장

면의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을 의미하고, 주관적 시간

은 관객이 느끼는 심리적 시간이다[25].

4.3 사운드 영역 

‘사운드’는 음악 및 배경음악, 나래이션, 효과음으

로 나누어진다. 사운드는 일반적인 동영상 미디어에

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되지만, 연구자가 살펴본 

무빙 포스터 작업들에서는 사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무빙 포스터가 동영상의 

필수 요소인 사운드를 제거함으로써 인쇄 포스터와 

유사하게 보이고자 하는 점, 대부분의 무빙 포스터가 

5초 내외로 짧은 재생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사운드

를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점 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oogle에서 moving poster를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파일 형식이 gif인데 

이와 동일한 파일 형식이자 5초 내외의 짧은 재생시

간으로 제작되는 animated gif(움직이는 짤방)가 최

근 인터넷 및 SNS에서 각광받고 있는 특성과도 연결

되는 것으로 보인다. Bakhshi외 5명(2016)은 ani-

mated gif가 인기를 끄는 이유로 첫째, ‘소리가 없는 

움직임’으로 인해 공공장소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컨

텐츠를 즐길 수 있는 점, 둘째, 낮은 용량으로 짧아진 

로딩 시간, 셋째, 재생 버튼을 클릭할 필요가 없는 

점, 넷째, 멀티테스킹이 가능하고 낮은 관심으로도 

소화가능한 점 등을 언급하였는데[26] 무빙 포스터

들 또한 gif형식으로 제작됨으로써 이러한 장점들을 

Table 2. Components of Motion Graphic

researcher components

Cho(2009)
form time, movement, figure&ground, color, sound

communication sign, rhetoric, narrative, interactive

Lee(2012)
form graphic, movement, sound

communication sign, narrative

Kang(2013)
form time, movement, graphic, text, sound

communication narrative storytelling, interactive, symbol/icon, metaphor

Na(2019)

visual form
components graphic style, typography, diagram, color, subtitles

screen layout layout, screen transition, screen size

sound bgm, sound effects, narration

information delivery linear narrative, timeline, hierarchy, comparison and contrast

Table 3. Components of Moving Poster

components

communication

message

type of
poster

product/event ads, propaganda, information delivery,
formative experiment, etc.

narrative narrative storytelling, plot, scene

symbol icon, symbol, sign

delivery
method

Linear / non-linear narrative, Hierarchy, Comparison/Contrast,
Metaphorical expression, etc.

visual
·
form

graphic photo, illustration, typography, color, diagram

layout screen layout of graphic elements, size, orientation(horizontal, vertical, square)

movement
movement of object, camera, audiences’ eyes

speed, direction, transform, kinds of movement

time physical time, subjective time

sound music(bgm), narration, sound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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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4장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3와 같다.

본 연구는 무빙 포스터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

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인쇄 포스터에 움직임이 더

해진 무빙 포스터의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인쇄 포스

터, 모션 그래픽을 구성하는 선행 연구들과 무빙 포

스터의 실제 작품 사례들을 참고하여 무빙 포스터를 

구성하는 요소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무빙 

포스터 구성 요소를 크게 ‘커뮤니케이션 영역’, ‘시각·

형태’ 영역, ‘사운드’ 영역으로 분류하고 세부 요소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미발표된 박사 학위 

논문의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무빙 포스

터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에 대한 자체 연구로 의의

를 가지며 추후 포스터 및 무빙 포스터 관련 후속 

연구와 작품 제작 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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