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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yber world는 유기적으로 살아 있어, 계속 진화하며, 인간과 상호 소통하면서, 컴퓨팅과 네트워크의 단말을 통하

여 가상과 현실의 인간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Cyber world에서 brand는 심벌과 로고타입 등 디자인으로 표

현되는 BI(Brand Identity)를 통해서 창조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발전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과 조

직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cyber world의 mobile 환경에 적응하는 동영상을 개발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Brand identity의 개념, brand identity의 구조, 통합적 brand identity 연구를 시작으로, 해외 

Swisscom, HP, BBC 사례에서 적용한 brand identity의 개념과 구현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가치 향상을 위한 moving 
brand identity를 위해 본인 작품인 ACM SIG CHI 2015, HCI Korea 2014, Aegis Ship ‘Yulgok YiYi’의 설계 내용과 

개발한 결과물을 통해 moving brand identity에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본 논문은 cyber world에서 moving brand 
identity를 연구하여 기업가치의 향상과, 우리나라의 브랜딩 향상 전략에 기여 할 것이다.    
    
ABSTRACT

The cyber world is organically alive. It continues to evolve as humans interact with it.  Real life and virtual reality 
are directly or indirectly connected through technology at the network terminal. Branding, in the cyber world, is 
created by BI(Brand Identity), using designed symbols and logotype developed with digital technolog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brand value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through the use of moving images to adapt 
to the mobile environment in this rapidly changing cyber world. First, the basic concepts of brand identity, structure, 
and integrated brand identity were studied. Next, case studies of overseas enterprise branding such Swisscom, HP, 
BBC were analyzed examining their design concepts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moving brands. Finally, 
moving brand identity is explored, for value enhancement, in my projects in ACM SIG CHI 2015, HCI Korea 2014, 
Aegis Ship ‘Yulgok YiYi.’ with a discussion of design planning and results. This treatise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brand strategy and design in th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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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yber world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기업은 big 
data, cloud computing, 3D printing, cyber security 등으

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Cyber world는 인공지능의 발

전에서 볼 수 있듯이,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인간의 생

활과 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화하고 가상과 현실

의 세계를 넘나들며 모든 미디어를 통해 획기적으로 발

전하며 실체적인 우리 현실과 연결되고 있다.
기업들과 조직들은 cyber world에서 기업의 brand 가

치향상을 위해, symbol과 logo를 이용하여,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창조와 발전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cyber world에서 컴퓨팅과 네트워크 및 단말기의 

발전은 브랜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고객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2015년 기업과 조직들은 고객과 이해관계자 집단에

게 꾸준히 기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는데, 기업의 브랜드는 고객의 시각적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스마트폰 등의 mobile device를 

통해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기

업과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는 이제 단일 제품이나 서비

스가 아닌 IoT(Internet of Things), IoE(Internet of 
Everything), VR(Virtual Reality) 등의 cyber reality로 

구축되어, 네트워크 단말기를 통해 확산된다.
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나 HP 

(Hewlett-Packard) 같은 기업에게 브랜드 가치는, 많은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무형자산으로 수억 달

러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이나 애플이 제품에 있어 디

자인을 중시하는 것은, marketing share와 기업의 브랜

드 가치를 향상 시키면서, 고객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다. 결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키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의 영

속성과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기업과 조직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빠

른 속도로 확산되는 cyber world의 mobile 환경에 적응

을 위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moving brand의 

컨셉을 연구하고, moving brand identity를 분석하여, 실
제로 이를 개발하였을 때, 얼마나 큰 브랜드 가치 향상

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맞춰,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대적 필요

성과 환경에 적응하는 동영상을 개발하고 보여준다. 

Brand identity의 기본적인 개념, 구조, 그리고 통합적

brand identity를 연구하고, moving brand identity 사례 

분석으로 이 분야에 세계적으로 성공사례로 꼽히는 

Swisscom, HP, BBC 기업에서 적용한 motion branding
의 개념과 구현을 연구한다. 그리고 가치 향상을 위한 

moving brand identity를 ACM SIG CHI 2015, HCI 
Korea 2014, Aegis Ship ‘Yulgok YiYi’에 적용한 결과

물을 통해 움직이는 BI의 중심 내용을 보여준다. 
이 moving brand identity 연구가 역동적인 디지털 미

디어 시대에 조직, 기업, 그리고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주요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Ⅱ. 관련연구

2.1. Brand identity(BI)의 개념

Brand의 의미를 살펴보면, 원래 ‘불꽃’이란 어원에서 

파생되어 ‘타고 남은 것’이란 의미로 변환되었고, 이것

이 가축의 등에 찍는 ‘소인’으로 발전되어 ‘낙인(burn)’
을 찍는다는 게르만어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자유로

이 방목하던 소들 중 자신 소유를 식별하기 위해 낙인

을 찍었는데, 후에 그 소들이 살이 찌고 육질이 우수해

지자 사람들은 그 소를 찾게 되었고 그게 브랜드의 시

작이었다[1].
Identity란 ‘identify’에서 파생된 언어로, Webster 사

전에 의하면, 특정 사람이나 물체를 식별하거나 성립시

키기 위해 이름, 느낌, 흥미 또는 행동과 연관 짓기 위한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시대나 상황을 초월하여 일관성

과 연속성을 제공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즉, brand identity란 고유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다

른 것들과 차별되는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브랜드 전문가 Marty Neumeier는 이에 대해 ‘브랜드란 

당신이 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무엇’이라 하였다[4]. 알리고 싶은 대상에게 다른 것들

과 차별화되고 독특한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이 브랜드

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2.2. Brand Identity의 구조

Fig. 1처럼 brand identity는 핵심과 확장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Understanding Media’에서 Marshall 
McLuhan이 인간의 확장이 media라고 했는데, brand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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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대를 초월하여 브랜드를 독특하고 가치 있게 만드

는 ‘핵심적인 identity’와 이 브랜드의 핵심을 나타내는

데 도움을 주는 슬로건 등의 전략 마케팅을 포함한 ‘확
장된 identity’로 구성되어 진다[3].

Fig. 1 Structure of brand identity

미국의 McDonald 사의 경우, 음식의 질, 서비스, 청
결, 고객층은 어디에서나 일정한 핵심적인 identity이고, 
확장된 identity로는 제품 종류, 하위 브랜드, 공익 서비

스, 로고, 캐릭터 상품 등 마케팅 전략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2.3. 통합적(Integrated) Brand Identity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나타나는 cyber world의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가 바로 분야 간의 분류 및 기준

의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신문, 방송, TV 등 각 

종 미디어로 나누어진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한 융합 미디어가 이루어지면서, 또한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시 되고 있다. 즉, 인터넷, IP TV, mobile 등으

로 시청자나 소비자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

기에 이러한 통합적 미디어를 아우르는 cross media 
marketing 광고 전략[2]이 필수적이다.

이 통합적 미디어에서의 공통점이 바로 ‘움직임

(movement)’이다. 과거 CI(Corporate Identity)로 불리

던 시대에 identity가 멈춰있는 고정된 이미지였다면,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BI(brand identity)의 개념으

로 바뀌면서 정지된 brand 이미지는 더 이상 고객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게 되었다. 로고로 불리던 BI는 시선

을 끌게 움직여야 하고, 동시에 marketing concept은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여 변화하여야 한다는 double 
meaning의 moving brand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Ⅲ. 해외 Brand Identity 분석

통합적 branding을 동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대표적 

해외 기업의 브랜드가 cyber world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을 분석 해 보겠다.

3.1. Swisscom

Swisscom은 스위스의 척추 역할을 하는 신뢰도를 가

지는 T.I.M.E.(Telecoms, IT, Media, and Entertainment)  
60% 이상의 market share를 보유하는 리더 기업이다. 
복합적이고도 일률적이지 않은 moving branding을 시

도하여, Fig. 2처럼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딩 이미지

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지하지 않고 항상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진 ‘Fluid 

Identity’개념의 이 기업 dynamic living brand identity 
시스템은 2011년도 나올 때 cyber world의 google 검색

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으며, 내부의 

보고서를 대신한 brand 영상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브

랜드로서의 영감을 주었다. 이들의 골자적인 신념은 단

일체, 친근함, 열림, 그리고 간결함으로 믿을 수 있는 동

반자로서의 역할이다. 브랜드를 사람의 인격처럼 동일

시하여 살아있는 identity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Fig. 2 Analysis for overseas case of ‘Swisscom’

3.2. HP(Hewlett-Packard)

약 3십만 명이 넘는 HP employee들이 세계에 퍼져

있는 기업인 HP는 분야 경쟁자들보다 가장 방대한 

portfolio를 가지고 프린팅에서 네트워킹, 저장고에서 

이동에 관여하는 분야에서 리더적인 입장으로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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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었다. 하지만 5년 동안에 50건이 넘는 기업의 인수합

병을 해오면서, 리더의 입장으로 HP 문화는 개성을 잃

어갔고, 브랜드 아이콘은 희미해지고 생명력이 없어졌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 세계의 직원들이 힘을 합쳐 

re-branding으로 살려낸 케이스이다.
HP의 야망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로 세계 최

대의 기술 기업을 변환하는 것이었다.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믿기에, HP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열망

해야 한다는 신념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Fig. 3처럼 브랜

드 스토리(brand story)는 ‘인간의 진행’이라는 주제로 

모아졌으며 ‘진행 마크’로 상징되었다. 브랜드 마크 그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그 개념은 직접 ID 및 설

계 시스템의 개발로 진행되었다. 브랜드 스토리는 이를 

더 알리기 위해 인물의 차별화와 행동화로 확장되었는

데, cyber world에서 moving brand 작품들을 보면 인간

과 인간과의 소통, 이야기, 들어주고 반응하는 개념으로 

최대한 생명력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Fig. 3 Analysis for overseas case of ‘HP’

3.3.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는 Fig. 4처럼 BBC Newsbeat이라는 brand name
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들의 슬로건은 Snapchat 세대

에 위한 Cyber world에서 새로운 디지털 뉴스 서비스의 

창조’이다. 16~24살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를 하려

면 기존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로 따라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브랜드는 모두 beat에 관한 것이다. 비트처

럼, 우리는 굵게, 틀림이 없이, 앞으로, 항상 움직인다. 
우리는 또한 평범한 것을 깨고, 기존의 일반적인 것에

서 벗어날 수 있다”.

Fig. 4 Analysis for overseas case of ‘BBC’

BBC의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이들처럼 진

동하고 차별되는 디지털감각이 처음부터 묻어나는 

identity로 승부를 보았다.
Image board에서 볼 수 있듯이 ‘the beat’라는 리듬이 모

든 brand identity와 cyber world의 프로그램의 동작, 트
랜지션 레이아웃 등의 그리드 시스템으로 녹아있다. 마
치 카드가 위에서 아래로 리드미컬하게 바뀌듯이 움직

이는 애니메이션이 시작에서부터 느껴진다. Mobile 기
기에서나 touch screen PC에서의 트랜지션 또한 손으로 

어 넘어가는 자연스러움으로 가고 있다.

Ⅳ. 가치 향상을 위한 Moving Brand Identity 

설계 및 개발

우리나라에 적용 시킬 수 있는 통합적 brand identity
의 일환으로, 기업과 조직의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Cyber world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본

인의 무빙 브랜드 작품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3장에서 분석한 해외 기업의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큰 scope을 가진 통합적 brand identity에서의 moving 
brand였다면, 본인의 작품들에서는 moving brand 
identity의 유연함과 생명력에 스토리가 있는 narrative 
구조 속에서, 세계적인 작품으로 추진 할 수 있는 high 
quality 전략을 가지고 개발 하였다.

4.1. ACM SIG CHI 2015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를 리드하는 

국제 학술대회인 CHI(Computer Human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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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유치되었는데, 
Fig. 5, 6는 이 conference의 opening 작품이다. 총 1분 

12초 분량으로, CHI BI인 나비를 metaphor로 하여 

‘Crossing’이라는 주제를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다양

한 주제로, 또한 학계를 넘어 산업계로 뻗어 나간다는 

의미를 설계하고, 그림 6처럼 Cyber world에서 사용을 

강조하여 개발하였다.

Fig. 5 Planning of CHI 2015 moving brand identity

Fig. 6 Development of CHI 2015 moving brand identity

설계의 중심인 스토리보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tro : 지구의 모습이 보이면서 시작한다.

1) Crossing nations: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모이는 것

과 학회 사람들이 한국으로 참가하기 위해 모인다. 
- Synopsis : 세계를 이루는 요소들이 부서져 모이면서 

한국 안으로 zoom-in한다.
2) Crossing disciplines  :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공학 등 다양한 분야들이 모여서 CHI가 됨을 나타낸다. 

- Synopsis: 입자들이 진공상태의 공간에서 둥둥 떠다

니다 close-up이 되는데, 입자들은 분야를 나타내며 

이 들이 모여서 나비 or 고치가 된다.
3) Crossing industries: 학계를 넘어서 산업계로 진출 하

는 것을 표현한다. 
- Synopsis: 생성된 나비가 위쪽에 위치한 터널로 들어

가게 되는데, 터널의 도입부에는 학계를 상징하는 

object들로 구성 돼 있다가 터널의 끝으로 갈수록 산

업에 관련된 object들이 등장한다. 저 끝에서 터널의 

끝이 보이며 끝에서 비춰지는 빛이 점점 강해지다 

white-out 된다.
Outro :  나비가 터널로 구성된 로고 바깥으로 나오면

서 나비가 자연스럽게 로고로 된다.

4.2. HCI Korea 2014

국제 융합 학술대회인 HCI Korea 2014년도 conference 
opening 작품으로 Fig. 7과 같이 설계하여 Fig. 8과 같이 

cyber world에서 구현되도록 1분의 분량으로 제작되었

다. 3가지의 분야를 상징하는 3 종류의 BI를 ‘Rubik’s 
Cube’의 컨셉으로 주제인 ‘Flying Imagination’을 인간

의 뇌에서 시작하여 퍼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융합의 

의미를 표현하였다.
설계의 중심인 스토리보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tro : 하늘에서 큐브가 떨어져 부서지면서 line 

animation을 시작한다.

Main:
1) 논문발표: 공감.  상징물: 뇌

논문발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알리는 장이기 때문

에 공감이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되어 채택했다. 표현방

법은, line animation을 뇌의 뉴런과 연계하여 transition
을 통해 큐브들과 연결을 하여 네트워크를 공감으로 표

현하였다.
2) 워크숍: 협력.  상징물: 톱니바퀴

워크숍에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교류를 이루

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했고, 이를 톱니바

퀴로 상징하여 표현했다.
3) 전시: 융합.  상징물: Rubik’s Cube

HCI에는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가 모여서 전시를 여

는 것이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했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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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작은 조각이 모여 Cube를 형성함으로써 전시가 

다양한 분야의 융합임을 나타낸다.
Outro: 완성된 Cube가 BI가 된다.

Fig. 7 Planning of HCI Korea 2014 moving brand identity  

Fig. 8 Development of HCI Korea 2014 moving brand 
identity

4.3. Aegis Ship ‘Yulgok YiYi’

WCU(World Class University) 홍익대학교 디지털미

디어디자인 전공 사업본부에 의뢰된 대한민국 해군 두 

번 째 이지스함 ‘율곡이이’호의 사관실 상설 moving 
brand 작품이며 cyber world에서 상영이 가능 하도록 

개발하였다. Fig. 9에서 보듯, 광활한 바다를 수호하는 

율곡의 의지를 한국의 신사임당의 태몽이자 군함의 상

징 BI인 용을 metaphor로 설계하여, ‘1분35초’ 분량으

로 Fig. 10의 작품이 제작되었다. 

설계의 중심인 스토리보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ynopsis: 검은 화면(혼란)에 흰 먹이 퍼지면서 밝은 

화면으로 전환된다. 안개와 구름 속을 전진, 화면 뒤쪽

에서 흑룡이 빠른 속도로 카메라를 추월하여 나간다. 
화면은 잠시 흑룡의 궤적을 따라 가다, 이윽고 안개가 

걷히며 광활한 바다 위를 가로지른다.
바다를 가로지는 중에 화선지에 먹이 퍼지듯 율곡 이

이를 상징하는 요소들이 생성 된다.
- 율곡 이이를 상징하는 요소로 시무 육조의 서체 시각

화, 흑룡, 군마, 성 , 봉화 등이 보인다.
화면이 진행 될수록 상징물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하

나의 형태를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율곡 이이함 BI를  

보여주며 종료한다.

Fig. 9 Planning of Aegis Ship ‘Yulgok YiYi’ moving brand 
identity

Fig. 10 Development of Aegis Ship ‘Yulgok YiYi’ moving 
brand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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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적용 시킬 수 있는 

moving brand identity를 연구하기 위해 대표적 해외 기

업들의 brand  identity를 사례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과 조직의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Cyber world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ACM SIG CHI 2015, HCI Korea 2014, Aegis Ship 
‘Yulgok YiYi’ 의 moving brand identity 작품을 설계

하고 직접 개발하였다. 본인의 작품들에서는 moving 
brand identity의 유연함과 생명력에 스토리가 있는 

narrative 구조 속에서, 세계적인 작품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 하였다. 
향후, 통합적 moving brand identity로써 고객과 국민

과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과 전략적인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

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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