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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모션 그래픽 진화에 따른 모션 그래픽 트랜드 변화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웹의 트랜트 변화와 함께 웹에서의 모

션 그래픽스의 인터렉티브 기법에 관해서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렉티브 기법을 적용한 웹 동영상 콘텐츠 기법들을 나

타내었다. 웹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및 활용으로 플래시 동영상 제작 활용을 나타내었다. 웹에서의 인터렉티브 콘텐츠는 이용 

목적에 따라 제작 및 활용 기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콘텐츠 이용에 대한 인터렉티브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키워드: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 웹 트랜드(web trend), 인터랙티브(interactive)

I. 서 론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발전 방안을 위한 서론을 기술하고 있으며, 
본 방안을 수행하기 위한 본 학회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추
가적으로 기록 할 내용은 연구내용과 함께  ..   

모션 그래픽스(Motion graphics)는 영상 커뮤니케이션 언어로

서 Motion 과 Graphics 합쳐진 합성이다. 이 의미는 움직이는 그

래픽이라고 할 수 있다. 움직임이란 본래 갖고 있는 그래픽의 의미

에 시간과 공간이 더해진 개념이다. 시간과 공간, 타이포와 이미지

의 움직임，사운드 등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영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모션 그래픽스라고 할 수 있다. 모션 그래

픽스는 공간적인 개념인 위치(Position) 개념과 시간적인 개념인 

프레임(Frame)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레임 혹은 타임라인 으로 표

시할 수 있는데 이는 위치적인 개념을 나타내는x，y 좌표축과 프

레임 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Second)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모션 그래픽스는 2차원적인 스크린에 표현된 오브젝트의 움

직임을 마치 3차원 공간으로 인식하게도 하는데 이는 사람이 2차

원(2D)적인 평면보다는 3차원(3D)적인 공간을 더 쉽게 지각하기 

때문이다. 웹을 비롯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경우 이러한 공간의 

비율은 자유로워졌고 현재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플래시 무비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래시무비에서의 모션 그래픽

스의 경우 일반적인 TV나 영화에서의 비율은 물론 배너광고에 사

용된 모션 그래픽스의 경우 기존의 TV，영화，비율 보다는 차이

가 극단적인 비율을 볼 수 있으며，또한 공간의 가로의 비율보다 

세로의 비율이 더 큰 경우도 볼 수 있다.

II. 웹 트랜드 변화

웹 1.0은 인터넷에서 문자，영상，음성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신

기술이었다면，웹 2.0은 싸이월드나 마이스 페이스 등과 같이 참

여、공유、개방의 철학적 명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웹 

트렌드입니다. 즉 웹 2.0은 플랫폼으로서의 웹(Web as a 
Platform)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웹 트랜드가 바뀌면서 모션 그래

픽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면 디자인요소보다는 코딩에 더 

집중 하거나，웹 세이프 칼라를 사용해야 하거나 웹에서의 모션 

그래픽사용 자제 등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로서 자유로운 표현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파격적인 레이아웃

과 함께 꽃 문양，소용돌이 모양，붓 터치 느낌，애니메이션이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 등 다소 예술적으로 보거나 언더그라운

드적인 느낌을 내는 사이트들도 많이 생겨났다. 비록 이러한 표현 

방식이 웹에서만 시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웹에서 사용되

는 기법은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 기 위해 3D，2D，비디오촬영 

등의 1차 소스로 가공한 다음 플래시에서 완성하는 형태로 모션그

래픽스를 이용한 웹 디자인이 요즘의 웹 디자인 트랜드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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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본 론

모션 그래픽스에서 생명을 불어 넣어준 가장 대표적 인 매체가 

바로 플래시(Flash)이다. 플래시는 동적인 애니메이션의 장점을 

가지고도 용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gif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용량이 11kb이라면 플래시로 제작한 

swf파일은 4kb 정도로 파일 크기가 작다. 백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화면을 보여준다. 또한 2D와 

함께 3D 오브젝트，영상，사운드 편집 기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인터렉티브 웹 사이트를 디자인 할 수 있다. 전통적인 

플래시무비가 *.swf 파일이었다면 최근에는 동영상을 플래시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flv 파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flv 는 플래시 비디오 파일로써 보통 FLV1과 FLV4 코덱

을 사용해 압축되고 플레이어 기능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동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일이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플래시는 무비들을 웹상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

르거나 갖다 대기만 하면 무엇인가 변화하는 동작을 구현해 줄 수 

있고, 구경만을 하던 사용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킴으로써 수많

은 인터넷 기업들뿐만 아니라 개인사용 자들에게도 함께 참여하여 

순식간에 플래시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인터랙티브 콘텐츠  

Fig. 1. Interactive Contents

    

그림 1은 인터랙티브 콘테츠를 나타낸다. 그림 1과 같이 웹 사

이트는 광고，영화 매체와 마찬가지로 동영상 및 소리，텍스트，

그래픽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입체적 공간으로서 모션 그래

픽 디자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 이

용된다. 이러한 인터렉티브는 기존 매체(TV，라디오)와 달리 사

용자가 수동적으로 정보전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

들이게 한다. 다양한 분야 의 학문 및 기술이 전통적 예술 개념들

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예술 형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IV. 결 론

현대의 모션그래픽스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 해보다 창

조적이고 감각적인 영상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초기에 이미지와 

디지털 요소에 그래픽 영상 등과 결합하여 환상적인 영상을 만들

어 내고 있다. 또한 매체의 변화에 따라 변이되고 발전 하여 강력

한 인터랙티브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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