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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원리와 한자의 특징을 근거로 중국의 '24절기'주제의 다이나믹 포스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성 방법을 통해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유형을 분석한다. 다이나믹 포스
터 디자인 중 한자의 시각 표현 법칙을 정리한다. 24절기 다이나믹 포스터가 디자인한 한자 표현은 6가지 유
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그리기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은 문자의 구조 형태 표현, 
결합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은 문자의 필획과 텍스처 형태간의 연관성, 형성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은 
필획의 변형, 변환 유형의 디자인 기법은 문자의 해체, 치환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은 시뮬레이션을, 회전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은 시각적 입체감과 공간감을 제시한 부분의 의의가 있어 보이다. 본 연구는 다이나믹 
포스터에 나타난 한자 표현에 기초적인 자료와 분석논리를 제공하여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관련 연구가 
부족한 점을 보완 하며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구조 및 다이나믹 포스터 디자인 관련 분야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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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sed on the kinetic typography principle and the structure features of Chinese characters, this study 
took the Chinese‘24 solar terms’ theme dynamic poster as the research object, explored the visual 
expression of dynamic Chinese characters, and tried to summarize the visual expression law of Chinese 
characters in dynamic poster design. It can be found that, there could be 6 different types of Chinese 
character expressions in the 24 solar terms poster design. Among them, ‘Drawing’ design method has 
the meaning of text structure and form expression, and ‘Assembling’ design method has the meaning 
of text stroke and texture association, also, ‘Forming’ design method bring its meaning through stroke 
deformation, ‘Transforming’ design method conveys the content through text disintegration, ‘Replacing’ 
design method mainly bring the meaning through simulation, while ‘Rotation’ design method always 
express through visual three-dimensional and space. Finally, the findings could not only provide 
analytical logic and methods for the expression of Chinese characters in dynamic poster design, but also 
fill the lack of formative research on dynamic Chinese characters, which hopefully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related to dynamic Chinese character structure, as well as the dynamic 
poster designers.

■ keyword :∣Kinetic Typography∣Dynamic Poster Design∣Visual Expression∣Chinese Characters∣24 Solar  
              Terms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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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포스터는 대표적인 광고매체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

용과 색깔 등 조형미에 관한 시각의 전파력이 있으며, 
다양한 장소에 게시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 전자기기와 디지털 스크린이 보급되어 지원하
면서 전통적인 그래픽 디자인 포스터가 아닌 동적 디자
인을 채택하는 포스터 디자인이 늘고 있다[2]. 키네틱 
타이포그래피(Kinetic Typography)는 뉴 미디어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보 전달 방
법으로 발전되어왔다[1]. 따라서 향후 서로 간의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작용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
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한 동적 포스터는 움직
이면 강렬한 시각적인 느낌이 있으며 전시 활동에 대한 
정보 전달하는 데에 생명력과 감화력이 많아 풍부한 시
각적 효과를 보여준다[3].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발전
은 한자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표현방식을 통해 한자의 의미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한자 다이나믹 포스터
(Dynamic Poster) 디자인 과정에서는 문자 구조와 형
태의 창의적 표현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문자의 의미와 
문화적 함의의 전달도 중요하다[4]. 한자의 서체에 관한 
연구는 판본 학, 서예 학, 한자학, 디자인학 등 여러 학
문 영역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한자 타
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
이다[4]. 또한 문화 차이 때문에 서양 디자이너들은 ‘키
네틱 한자’ 디자인 분야는 다루지 않았다. 한자는 수량
이 많고 데다가 복잡한 필획과 체계화할 수 없는 설계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 관
한 연구가 서양보다 적다고 보인다. 특히 한자 자체에 
대한 동적 표현 방법 및 형식적 면에서 한자의 구조적 
특징을 결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
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5].

본 연구의 목적은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원리와 한
자의 특징을 근거로 중국의 '24절기'주제의 다이나믹 
포스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성 방법을 통해 한
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유형을 분석한다. 다이

나믹 포스터디자인 중 한자의 시각적 표현 규칙을 정리
한다.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외에도 앞으로 
다른 관련 분야의 연구자나 디자이너가 한자 키네틱 타
이포그래피를 사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다른 분야의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디자인과 발
전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자 구조 디자인”과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
자인”이라는 개별 키워드로 검색되는 논문은 많지만, 
한자 구조를 바탕으로 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
자인과 관련된 자료는 많지 않으며 이 마저도 대부분 
중국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이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데 비해 한자의 키네
틱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하며, 연구 
범위도 한자의 감성적 표현과 같은 주제에 국한되어 있
다.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과 한자 구조를 
중심으로 한 진행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한자의 
구성과 서사적 특징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론적인 탐
구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례분석과 시각
적 표현 규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리
(2016)는 한자 디자인에서 한자의 다양한 시각적 요소
와 사유 방식을 활용하는 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서 한자 구조를 응용하
는 데 있어 선행연구로서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한자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 대한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1. 현행 연구 분석

번호 주제영역 주제 연구자 
및 연도 연구 내용

1

동적 
문자의 
예술성 
관련

動態文字的藝術性
表達

王炳懿
2018
[6]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서의 문자의 

디자인 및 움직임 양상 
등을 중심으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예술적 
표현의 디자인 원칙을 

요약하였다. 

2
한자의 

동적 효과 

字體動態化設計研究
宋莉

 2016
[7]

중국어와 영어 두 문자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및 구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포스터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다

3
动态海报中字体设
计与表现的探究

 

沈冰
2018
[8]

다이나믹 포스터에서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효과 분석

4
문자 시각 
정보 전달

 

動態字體設計在信
息傳達設計中的研

究

曹愛雪 2
017
[9]

키네틱 타이포그래피가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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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선
행연구에서는 한자의 감정 표현과 관련된 논의가 대부
분이었지만 한자의 형태이론을 다루고 있기에 참고 가
치가 크다. 그러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키네틱 타이
포그래피를 바탕으로 한자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
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기존 연구는 주로 한자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한자의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문은 한자 구조에 따른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표현 유형
과 시각적 표현 규칙에 이르기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
여 분석하였으며 한자의 문화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을 위와 같이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문의 연구 대상은 24절기 문자 다이나믹 포스터이

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오픈 전시 채널을 통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중국 ‘중화 페스티벌 다이나믹 
포스터 쇼’에서 24절기 문자를 주제로 한 33개의 다이
나믹 포스터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4]. ‘중
화 페스티벌 다이나믹 포스터 쇼’는 ‘아시아 한중디자인
협회(ADCK)’를 대표하여 중국 전문 포스터 디자인 조
직이 2015년부터 시작한 전시회이다. 이는 중국 포스
터 디자인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다[15].

24절기 문자 다이나믹 포스터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 다이나믹 포스터 디
자인 과정에서는 문자 구조와 형태의 창의적 표현을 고
려할 뿐만 아니라 문자의 의미와 문화적 함의의 전달도 
중요하다[4]. 민속 명절 문화와 세계 무형문화재 중 하
나로 24절기가 다른 명절문화보다 대표적이어서 인간
의 삶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둘째 한자 문화와 한자 다이나믹 포스터의 디자
인 작품에서 한자 문화와 동적 수법의 융합된 표현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절기 문자로 주
제인 다이나믹 포스터 작품은 양자를 결합한 대표적인 
디자인 방식으로 표현, 구조, 의미, 문화, 동적 기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이나믹 포스터 디자인의 한자 표현
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24절기 포스터에 담긴 동적
인 한자 표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년 중국디
자이너협회에서 개최하는 ‘중화 페스티벌 다이나믹 포
스터 ’ 시리즈 포스터 디자인 모집 활동은 “24절기”를 
주제로 하여 중국 디자이너들의 우수한 작품을 선보인
다. 이를 통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와 포스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뉴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탐색과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한다[16]. 
해당 웹사이트는 폰트 연구 전문가들이 보다 예술적이
고 다양한 폰트 디자인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많은 폰
트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다[6].

본 연구의 방법은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포스터 관련 
콘텐츠와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원리와 특징을 연구
하고 한자의 구조와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서사
적인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다음은 앞서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중화 페스티벌 다이나믹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이론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5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
피디자인의 

정서적 
표현 방식

漢字主題海報及動
效設計研究, 

 

曹愛葉
2021
[10]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한자의 공간적 
차원 및 한자 자체의 
함의를 표현하였다.

6
動態字體設計的情
感表達及其應用

 

張雪瑩
，2019

[11]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연구의 관련 이론을 

귀납하고,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정서적 표현 방식을 

탐색하였다

7

한자의 
형상화(意
象化)및 
구조

動態漢字意象設計
技法及應用

林芍汝 2
021
[12]

한자 디자인의 자형 
변화구조와 형상적 형태, 

그리고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형상적 
기법의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활용 
방법에 관해 연구하였다

8

컴퓨터프로
그래밍 
기법및 

한자구조

《컴퓨터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한 

키네틱 한자 의미 
표현 연구》

리신린
2020
[5]

 키네틱 한자와 관련된 
용어 정의를 정리하고,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디자인 방법과 형식에 관한 
총괄적인 결과물을 한자 

본연의 특징과 접목 한다. 
프로그래밍 방식을 키네틱 
한자의 작품 창작활동에 

응용한다. 

9

동적 
문자의 

표현 유형 
및 적용 

가치

레터링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문자 세트에 관한 

연구

박용진
2011
[13]

글꼴의 장식적 요소, 형태 
변화를 통한 한 벌의 동적 

영문타입 (Animated 
Type Set)의 제작사례들을 

통하여 유희적 표현, 
주목성과 더불어 

모듈(Module)화된 
애니메이션 단위로서의 
문자사용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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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쇼’ 중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위주의 24절기
를 포함된 다이나믹 포스터를 총 33장을 수집하였다.

이어서 그리기(Drawing), 회전(Rotation), 형성
(Forming), 변환(Transforming), 치환(Replacing), 
결합(Assembling) 총 6가지 동적 문자 표현 유형으로 
대표적인 포스터 1장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에 
24절기 다이나믹 포스터의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유형을 분석하여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시각
적 표현 규칙과 문화적 의미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는 
사례를 통계하고 토론하여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Ⅱ. 이론 배경

1. 포스터 디자인 및 다이나믹 포스터
포스터(Poster)란 홍보 광고나 벽보를 기둥에 붙이는 

데서 유래한 말로 ‘주(Post)’라고 부른다. 포스터는 시각
적인 전달을 중심으로 매체로 글자와 도형을 각 디자인 
요소와 함께 배열하여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홍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17]. 포스터는 시각 디자
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광고 매체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색채 등 조형미에 관한 시각 광고의 전파력이 
다양한 장소에서 게시 및 대량 복제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1]. 디지털 스크린이 보편화됨에 따라 애니메이
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터의 
동적 요소 결합은 예견된 결과이며 나아가 상호 작용적
인 요소도 증가할 것이다[2]. 다이나믹 포스터는 본질적
으로 모션 그래픽(Motion Graphics). MG 융합 영화
적 기술과 평면 뷰 언어로, 시각 요소의 움직임 변화를 
통해 시청자에게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는 시각 표현 형
식이다[4]. 

2000년 이래 나타난 중대한 변화는 타이포그래피를 
위주로 한 포스터의 표현이 증가하여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글자 용
도로만 사용하다가 문자와 그림의 역할을 공동으로 한 
정적이고 규칙적인 포스터와 달리 문자를 운용하는 타
이포그래피의 증가 및 문자를 시각 형태와 조형 정보기
능으로 간주하는 시각 요소이다[18].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기초적인 표현 요소

인 문자를 이용하여 관찰자에게 정보와 사상을 효과적
으로 전달하는 것이 타이포그래피의 기능이자 역할이
다[19]. 타이포그래피는 그래픽 요소나 문자 요소로만 
표현하기보다는 둘의 기능을 잘 조화시켜 정보 전달 효
과를 높일 수 있다[20]. 문자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가진다. 정확한 표현 기능을 가진 문자는 정확
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도형 그래픽을 통해 내
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다. 따라서 타이포그래
피를 요소로 하는 포스터의 장점은 분명하다. 또한 동
적 디자인은 현재 가장 유행하는 표현 형식으로서 양자
의 교묘한 결합을 통해 문자 포스터의 시대적 예술성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21].

다이나믹 포스터는 문자를 레이아웃하고 동적으로 
디자인하여 동량의 정보를 수용함과 동시에 주차를 명
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중요한 정보를 포착하기 
쉽고, 정보 용량을 증가시켜 전파 방식을 최적화하고 
스토리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정확성, 문화적인 
장점이 있다[4].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이용한 다이나
믹 포스터 디자인은 움직이는 데 강한 시각적 감각이 
있으며, 문자 포스터의 동적 레이아웃 설계에 많이 적
용되어 전시 활동 정보 전달에 생명력과 강화력이 풍부
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3].

2.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개념
키네틱 아트를 원형으로 하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는 크기, 무게, 간격 등 요소를 "타입(Type)"과 결합한 
후 "타이포그래피"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공간, 시간, 
속도, 소리와 기술 등과 결합하여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를 탄생시켰다[13].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초점은 시
간에 따른 움직이기에 무빙 타이포그래피(Moving 
Typography) 또는 모션 타이포그래피라고도 불린다
[22]. 뿐만 아니라 키네틱아트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타이포그래피(Dynamic Typography)용어
로 사용되기도 한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키
네틱 타이포그래피는 이러한 용어를 함의하고 있다. 키
네틱 타이포그래피라는 키네틱과 타이포그래피의 합성
어로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글자’라고 할 수 있다[23]. 
다시 말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란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 상태에 있는 자형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해 편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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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합한 디자인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는 시간과 공간 내의 타이포그래피의 변
화, 실행, 배열 내재적인 다양한 동작이 포함된다[24]. 
여기서 키네틱이란 물체의 무빙(Moving), 변화
(Change), 집행(Action) 또는 배열(Alignment)을 가
리키며 타이포그래피의 원뜻은 인쇄, 편성을 의미한다. 
타이포그래피에 대응하는 중국어 용어로는 ‘문자 디자
인(文字设计)’과 ‘타이포그래피(字体排印)’등이다[25]. 
한편 김은희는 문자 디자인은 글자와 관련된 모든 시각 
디자인 및 활용을 일컫는 개념으로 하위 개념인 서체 
디자인(Typeface Design)과 혼용한다고 주장하였다
[4]. 본고에서 말하는 타이포그래피에도 상기의 단어가 
포함된다. 그리고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디자인이란 
동적 수단을 통해 낱개 자형을 기본 단위로 한 한자에 
대해 진행하는 문자 디자인을 가리킨다. 즉, 시간상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한자 문자 디자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말하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라는 단어는 
문자를 묘사하는 변화 및 움직임에 따라 표현하는 디자
인으로, 배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3.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원리
3.1 공간
완전한 공간에는 길이, 너비, 깊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물체는 3차원 공간에서 평면적 입체적 움
직임을 보인다[26]. 전광판 등 제한적인 사각형 프레임
과 같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느
낌이 들기에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상상 속 공간을 구
현하여 자유와 상상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24]. 디지
털화의 스크린에서 3차원 공간 표현을 통해 가상의 3D 
공간을 구축할 수 있으며, 스크린에서의 글자의 움직임
을 통해 2차원 평면의 한계를 뛰어넘어 입체적인 형태
를 나타낼 수 있다. 디자인의 주제나 의미에 따른 입체
적인 움직임은 자유롭게 평면으로 움직일 수 있거나 평
면 움직임에서 입체적 움직임으로 다양한 형식의 공간 
표현을 실현할 수 있다[19].

3.2 시간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 시간의 흐름은 운동의 변

화, 실행과 배열을 의미한다. 시간은 과거, 현재와 미래

가 지속되는 연속적인 특성을 띤다. 시간의 연속적인 
속성으로 인해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는 반드시 
끊임없는 흐름으로 감지해야 한다[13]. 다양한 영상과 
조판의 중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표현
할 수 있는데, 특히 영상과 조판의 불투명한 무늬나 페
이드아웃, 페이드인 효과 등을 통해 시간적 중첩, 시간
과의 혼합효과를 형성할 수 있다[27]. 그래서 시간의 속
성을 활용하여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 다양하게 
변화를 가져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자의 움직임 
변화를 생동하게 구현할 수 있다.

3.3 소리
소리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중요한 구성 요소로

서 이미지와 함께 절차 전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강조한다[27]. 소리는 음악 외에 효과음, 자연현상을 녹
음한 자연의 소리, 해설이나 대화 등 모든 소리를 포함
한다[24].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화자의 목소리 톤, 대
화상의 등장인물의 성격, 텍스트의 정서와 감정을 전달
하는 데 효과적이다[28]. 소리와 문자의 조합을 통해 정
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데, 문자의 크기와 속도를 변
환하여 표현방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문자의 
크기로 어조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의 형
태를 바꿈으로써 소리의 리듬을 나타낼 수 있다[29]. 키
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특성은 [표 2]과 같다.

표 2.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특징
특징분류 표현방식

RSVP
(Rapid 

SerialVisualP
resntation)

1. 사람의 시선은 시선 위치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RSVP로 표
시한 문장을 읽을 때 시선을 한 위치에 고정하게 되고 문자의 변
화를 통해 움직임을 표시할 수 있다[24].

형태의 시간적 
특징

(Describing 
TemporalForms)

1. 이방식은 문자 도형의 형태 방면이 문자 도형을 사용할 때 언
어 반작용 방면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30].
2.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 문자 요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
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통해 디자인 의미 및 정보를 전달한다. 
때문에 각 의미 단위에 대해 시각적 분절(分節)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24].
3. 문자의 색상과 유형은 모두 문자 디자인 중의 형식 차원으로, 
시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자인을 실
현할 수 있다[30].

어조와 목소리
(Tone of 
Voice)

1. 이는 음절(Syllables), 단어(Words)와 구(Phrases)를 포함한 
발음단위가 분할될 때의 발음변화를 가리킨다[31].
2. 분할부분의 정보는 어조는 문자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키네
틱 타이포그래피의 가시화를 실현할 수 있다[30].

운동과 감정
(Motion & Emotion)

1. 강렬한 운동정인 문자의 정서적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운동형태에 따라 감정의 내용을 전할 수 있다[31].

리듬과 독서
(Rhythm & 
Reading)

1. 리듬은 동적 문자에서 가독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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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특징 
4.1 한자 및 한자 구조
한자 타이포그래피란 한자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의

미하므로 다이나믹 한자 포스터 속 한자의 타이포그래
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기원과 구조를 파악해
야 한다. 한자는 상형문자(象形文字)로서의 성격을 가지
고 있는 문자이기에 그림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22]. 초
기의 한자는 원시적인 그림으로부터 발전되었기에 ‘상
형성(象形性)’특징을 가진다[12]. 상형문자(象形文字)란 
표현하려는 사물의 외형을 도형이나 라인으로 본뜬 문
자이다.

그림 1. 물고기 문자의 진화, 바이두(百度)[32]

[그림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한자 ‘어(魚)’는 물고
기의 형상에 근거하여 글자를 만든 것이다. 한자의 발
전 과정을 살펴보면 한자는 금문(金文), 소전(小篆), 예
서(隶书), 해서(楷书)등의 형식을 거쳐, 줄곧 오늘날까
지 사용되고 있다[33]. 예서(隸書)를 기점으로 갑골문
(甲骨文), 금문(金文), 대전(大篆), 소전(小篆) 예서(隸書)
등을 고대 문자로 구분하고 해서(楷书)를 현대 문자로 
구분한다[34]. 전자의 특징은 도식화에 더욱 치우치고 
후자는 필획 개념이 있으며 문자는 기호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우야 오에 서는 ‘한자의 형태 발전 과정은 대체
로 구체적인 형상에서 추상적인 표의(表意)기호로 발전
되었다’고 밝혔다[35]. 따라서 한자는 표의문자(表意文
字)로서 한자의 표의성은 한자의 내부 구조와 높은 연
관성이 있다. 즉, 한자의 의미 정보는 문자의 내부 구조
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자 ‘명(明)’은 일
(日)과 월(月)로 구성되었는데 ‘일’은 태양과 햇빛을 의
미하며, ‘월’(月)은 달과 달빛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명
(明)은 광명을 의미한다. 한자의 의미와 형태 구조는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자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한자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5]. 따라서 한자의 동적 디자인에서 
한자의 구조 및 한자의 표의는 디자인의 출발점이자 종
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서양 로마자는 해체를 통해 자음과 모음의 의
미를 각각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거나 의미 확장을 실현한다[36]. 마찬가지로 한
자의 구조 요소도 의미의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

표 3. 모듈(Module)화 이론
한자형체 대응 관계

원소(element 단독 필획

모듈(module) 구건(構件)혹은 요소

단위(unit) 단일 한자(单独汉字)

계통(series) 연관 한자

총합(mass) 모든 한자

[표 3]과 같이 독일 학자(Lothar Ledderose)의 모듈
(Module)화 이론에  따르면 한자의 필획, 부건(部件)을 
통해 문자 간의 관계를 잘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37]. 한자의 자형을 구성하는 단위는 구건(構件), 또 부
건(部件)이라고도 한다. 한자의 부건(部件)이란 필획으
로 이루어진 한자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글자를 가리킨다[38]. 이에 모든 한자는 조합되거
나 분리되어 단일 글자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
듈화 구조 이론은 한자 폰트 디자인의 키네틱 구성 방
식과 시각적 표현의 토대가 된다[5].

한자의 필획은 점(點), 가로긋기(橫), 捺(파임)，치점
(挑), 삐침(撇), 갈고리(鉤), 내려긋기(豎), 짧은 삐침(短
撇) 8개 부분으로 나뉘는 데 영자팔법(永字八法)이라고
도 불린다[그림 2]. 영자팔법(永字八法)은 기본적으로 
‘영’(永)이라는 특정 글자의 조형적 특성을 기준으로 모
든 글자에 공통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운필법이다. 한자
의 기본 필획의 길이, 굵기를 통해 문자의 이미지를 바
꿀 수 있다. [그림 3]의 문자는 각각 필획이 다르다. 한
자의 필획은 점(點), 가로긋기(橫), 捺(파임), 치점(挑), 삐
침(撇), 갈고리(鉤), 내려긋기(豎), 짧은 삐침(短撇)등으
로 역동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 필획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다양한 교차와 배

인물/성격
(Character/P
ersonality)

1. 색상, 크기 등 타이포그래피의 여러 가지 속성을 활용하여 지
속적으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여 개성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각각 다른 타이포그래피(색상, 크기 등) 속성을 통해 개성을 구
축하는 것이다[24].
2. 인지적, 규칙적, 일관성에 따라 인물과 성격을 표현해야 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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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통해 한자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요소들의 결합은 한자 배열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
한다[5].

그림 2. 영자팔법(永字八法), 위키피디아(WIKI)[39]

그림 3. 영자팔법(永字八法), 김은희[40]

4.2 서사성 특징
한자는 중국의 언어 서사를 기록하는 기호체계로 형

태·음성·의미 3요소가 일체화되어 있다. 한자는 폰트의 
외형과 대응하는 발음과 내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5]. 
그중에서 한자 형태, 음성, 의미 3요소 중에 한자의 본
체는 ‘형태’이다. 이는 음성과 의미가 언어에서 나온다
면 문자의 형식이 언어의 껍데기가 아닌 문자 그 자체
로 독자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4]. 한자의 형태와 의미를 이용하여 더욱 풍부한 
타이포그래피 표현을 할 수 있다[20]. 즉 상형성과 표의
성 특징과 함께 형태(形), 음성(音), 의미(义)를 서사와 
결합하여 한자의 내재적 함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은 시간성 등 특징으로 인해 서사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 문자는 시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26].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시간성과 공간
성의 연계를 통해 동적 폰트 표현으로 한자 키네틱 타
이포그래피의 형태, 문맥, 이미지 등의 변화를 교제하여 
한자의 내재적 함의와 시각적 미감을 표현한다[41]. [그
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 ‘절’(截)의 절단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필획과 부재의 끊임없는 변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전한 폰트를 형성하였다. ‘절’자의 시각적 
요소가 시간의 프레임에서 일관되게 변화하면서 ‘절’자
는 동적인 형태를 구성하여 일관된 시각적 효과를 형성
했다. 따라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시간적 요소에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운동 과정은 정적 한자보다 
더 많은 시각적 정보를 실어줌으로써 시각적 서사적 향
상하고, 시각적 동적 변화를 통해 원래의 배열된 문자를 
순차로 변환하여 완전한 스토리 라인을 형성한다[42].

그림 4. 한자 ‘절’(截)의 절단의 의미를 표현, 바이두(百度)[43]

Ⅲ. 24절기 다이나믹 포스터에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유형 

1.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주요 유형
[표 4]와 같이 분류기준은 박용진(2011)의 그리기

(Drawing), 결합(Assembling), 형성(Forming), 변환
(Transforming),치환(Replacing), 그리고 회전
6(Rotation) 6가지 동적 문자의 표현 유형을 참고하였
다[14].

표 4. 동적 문자의 표현유형 
표현유형 개념 정의

그리기 (Drawing)
그리기는 문자의 기하학적 이미지요소를 시간의 흐
름에 따라 하나씩 그려내어 문자의 다양한 형태를 
획으로 표현한다[14].

결합 (Assembling)

결합은 이미지 도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다양한 구도와 길이를 형성하고, ‘결합’을 
통해 문자의 필획을 표현하고 문자의 전반적 형태
를 결정한다[14].

형성 (Forming) 형성이란 한 대상 안에서 문자의 일부분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전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킨다[14]..

변환 (Transforming)
‘변화’은 화면에 완전한 서사적 갖게 하고, 시간의 변
화를 통해 요소에서 문자로 모여들고 문자가 나타나
는 속도에 따라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다그다[14].

치환 (Replacing)
‘치환’ 표현은 변환과 마찬가지로 주제를 파악해야 
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상과 한자의 앞뒤에서 
서로 호응해야 한다14].

회전 (Rotation) 회전은 공간에서의 입체적인 형태는 회전하는 시간대
의 변화를 통해 독특한 구성 및 형태를 구성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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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자의 형태를 주체로 하고 문화적인 
요소를 보조 요소로 하여 연구하며 한자의 형태인자와 
문화 원소를 보조인자로 결합하여 분석한다.

박용진의 연구에서는 ‘동적 문자’의 개념으로 동적문
자는 형태요소의 변화와 특징에 전개된 것으로 하고 문
자의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문자에 가해지는 변형과  
그의 움직임 대한 연구이다. 또한 그의 분류기준은 롭
카터의 형태론(morphology)에서 형태인자와 보조인
자를 추출하여 문자 형태인자와 보조인자를 결합하고 레
터링 설계를 바탕으로 문자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문자 
움직임에 반영하여 연구대상을 귀납적으로 구분한다.

이 중 형태인자는 기존의 문자 형태 속성을 변화시키
는 요소이다. 보조인자는 문자의 형태를 보완하는 비 
형태적인 요소이다. 문자는 구조적 특징에 따라 필획 
문자와 기호 문자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필획 문
자는 한자, 기호 문자는 로마자가 있다[10].

한자는 상형문자, 영어는 표음문자이므로 두 문자가 
차이가 있지만 정방형을 기초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44]. 박용진은 영문 문자의 구조적 관점
에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분석하였다. 이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선행연구에 이바지하여 가치가 있으므
로 박용진(2011)의 연구를 기초로 더 분석한다. 한자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4].

한자 구조의 서사적 특징과 모듈(Module)화 이론은 
영문 문자와 다르므로 서사적 특징과 모듈(Module)화 
특징에 따른 한자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명절과 관련된 한자를 디자인할 때는 명절의 날씨, 풍
습, 절기의 특징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디자인
에 적용해야 한다[45].

조애엽(2018)은 다이나믹 포스터에서 타이포그래피
를 디자인할 때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중 하
나가 문자의 필획을 재구성하여 문자가 전달하는 정보
의 양을 늘리는 것이다. 한자의 형태는 필획으로 이루
어지며, 이를 자유롭게 변형하거나 결합 및 해체, 입체
적인 기법을 통해 동태적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자의 필획과 부건(部件) 및 절
기 포스터상의 문화적 요소를 시각적 요소로 하여 분석

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례 분석에서는 각 절기의 풍습
을 대표하는 문화적 요소를 시각적 요소로 전환시켜 이
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한자의 부건(部件)과 필획, 서사적 특징을 
명절의 각종 문화적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표현 규칙을 도출하고, 한자 키
네틱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이에 관한 문화적 의의를 제
언한다. 

그림 5. 분석 모델 

예를 들어 [그림 5]와 같이 본 연구는 키네틱 타이포
그래피 이론을 배경으로 한자 자체의 구조적 특징을 고
찰하였다. 특히 24절기 포스터를 표현하는 문화 요소와 
표현기법을 통해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6가지 
표현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을 규명하였다.

또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문화적 의미를 도
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 사례 분석 방법, 
귀납 요약법,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중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에 대해서는 정성 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량 분석을 정성 분석 통해 결
과를 통계하고 시각적 표현 규칙을 파악하였다.

2. 표현방식 및 사례분석
본장에서는 24절기문자 다이나믹 포스터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그리기(Drawing), 결합(Assembling), 형
성(Forming), 변환(Transforming), 치환(Replacing), 
회전(Rotation)의 6가지 동적 문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33건의 사례를 분류하여 집계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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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4절기 포스터사례 분류기준

유형 C - 형성(Forming)

C1대한

그림 16. 한용아(韩龙牙)[47]

C2곡우

그림 17. 한용아(韩龙牙)[47]

C3입동

그림 18. 주호(周浩)[49]

C4처서

그림 19. 한용아(韩龙牙)[47]

C5망종

그림 20. 위란서(魏兰瑞)[51]

C6소한

그림 21. 한용아(韩龙牙)[47]

C7소설

그림 22. 한용아(韩龙牙)[47]

C8망종

그림 23. 영백혜(宁柏慧)[51]

C9한로

그림 24. 한용아(韩龙牙)[47]
유형 D – 변환 (Transforming)

D1상강

그림 25. 한용아(韩龙牙)[47]

D2우수

그림 26. 우이보(吴轶博)[52]

D3대서 

그림 27. 한용아(韩龙牙)[47]

D4우수

그림 28. 리웨이(李威)[52]
유형 E – 치환 (Replacing)

E1하지

그림 29. 렐리관, 장솽펑(雷利宽 张剑锋)[53]

E2백로 

그림 30. 한용아(韩龙牙)[47]

유형 A – 그리기 (Drawing)

A1경침

그림 6. 주동봉(朱东峰)[46]

A2경침

그림 7. 홍현(弘弢)[46]

A3소서

그림 8. 한용아(韩龙牙)[47]

A4입추

그림 9. 허싱츠（何星池[48]

A5대설

그림 10. 한용아(韩龙牙)[47]
유형 B - 결합(Assembling)

B1추분

그림 11. 한용아(韩龙牙)[47]

B2입춘

그림 12. 한용아(韩龙牙)[47]

B3소만

그림 13. 한용아(韩龙牙)[47]

B4입춘

그림 14. 저우하오(周浩)[49]

B5춘분

그림 15. 예가트(叶加特)[50]

E3경침

그림 31. 류리웨이(刘立伟)[46]

E4입하

그림 32. 한용아(韩龙牙)[47]
유형 F – 회전 (Rotation)

F1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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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리기(Drawing)
그리기는 문자의 기하학적 이미지요소를 시간의 흐

름에 따라 하나씩 그려내어 문자의 다양한 형태를 획으
로 표현한다. 그리고 순서대로 그려지는 획들이 다시 
인접하여 결합하는 과정을 거친다[14]. 드로잉의 표현
에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형태의 변화는 한자의 
필획과 부재가 시간에 따라 기하도형으로 변하는 것으
로 포스터에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와 화면과의 
거리감을 부각시켜 보다. 이는 더욱 직접적인 방식으로 
움직임을 구현한다. 

도형은 문자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
다. 도형은 관객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확한 정보
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15]. 그래서 그리기 표현 유
형에서 한자 자체의 형태를 요소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
태로 바꿀 수 있으며, 한자의 일부 필획을 보존하고 비
슷한 모양으로 대체하여 대비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
다. 그리기 표현 유형 중 시각적 표현 규칙은 문자 도식
화가 있다. 먼저 문자 필획이나 부건(部件)의 해체를 활
용할 수 있는데, 해체할 때 한자의 구조에 따라 해체한 
후 재구성 및 도식화로 문자의 장식 형태를 표현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도형을 결합하여 문자로 구성된 그림
을 이룬다. 한자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서 화면이 조화
롭지 못하면 한자의 가독성을 저해하게 된다[45]. 그래
서 디자인할 때 필획의 도형은 임의로 채워서는 안 되

며 문자를 읽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각 도형 간에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 한자의 기존 구조를 바탕으로 포스
터 주제와 관련된 기하학적 도형과 한자의 필획이나 부
재를 사용함으로써 화면이 일체감을 이룬다. 

24절기 경칩(A1) 포스터를 예로 들면 경칩(惊蛰)의 
풍습과 한자의 구조를 결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
칩(惊蛰)이 농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논밭을 문화적인 요소로 추출할 수 있다[57]. 이에 
따라 시각적 요소는 필획과 문화적인 요소 속의 논밭의 
형상으로 구성하였다. 패턴 도형 요소는 원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위주로 하여 동작의 질서정연함
과 기계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하였다[16]. 그래서 경첩
의 절기 문화적인 요소를 대표하는 논밭의 형상을 필획
이나 부재로 대체하기 때문에 ‘경첩’이라는 글자는 기하 
도형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자는 기하 모
양과 선들의 조합을 그리고 움직임으로써 역동적인 효
과를 나타낸다. 이 그리는 과정에서는 문자의 개념을 
문자 움직임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한자의 표의성(表
意性)을 구현한다. 또한 문자의 구조 속에서 경칩 절기
를 반영된 문화적 의미를 구현하여 명절 문자 주제를 
가시화하다. 어두운 배경은 연한 글자와 대비되며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형태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표 6].

표 6.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 - ‘경칩’(A1)

동적 그림

그림 6. 주동봉(朱东峰)[46]

시각적인 요소

그림 39. 논밭, 구글(google)[58]

문자 절기요소-농경

시각적 표현 
규칙

1. 기하학적 시각 표현
2. 한자 구조의 완전성
3. 색깔 단순화 

그림 33. 류예차오(刘诣超)[54]

F2동지

그림 34. 서결영(徐洁莹)[55]

F3입춘

그림 35. 자오차오(赵超)[50]

F4대서 

그림 36. 주호(周浩)[49]

F5춘분

그림 37. 장인(章寅)[50]

F6경침

그림 38. 예가트(叶加特)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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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합(Assembling)
이 유형의 포스터는 이미지 도형을 반복적으로 사용

하는 것을 통하여 다양한 구도와 길이를 형성하고, ‘결
합’을 통해 문자의 필획을 표현하고 문자의 전반적 형태
를 결정한다[14]. 이 장르에서는 다양한 텍스처의 요소
들과 한자의 필획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재질과 융합하는 방식으로 혁신
적인 창조를 볼 수 있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문자는 나타나는 속도에 따라 전달되는 감정
이 다르며, 움직이는 문자나 모호하거나 선명한 요소 
간의 대조를 통해 관객들이 더욱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형상을 사용한 시각적 패턴은 
한자의 필획으로서 문자의 의미와 그림의 의미를 결합
할 수 있다. 이로써 문자의 상징적 의미와 함의를 명확
하게 전달하여 추상적인 의미나 감정에 대한 기억을 불
러일으킨다[15]. 따라서 결합은 "형성"의 표현 유형과 
역동적 효과가 비슷하더라도 패턴이 직관적이면서 그 
질감이 명확하게 구현되므로 "형성"의 표현 유형보다 
더 풍부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재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시각적 효과의 특징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질감의 재질한 활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6]. 
이러한 표현은 주제 요소를 통해 필획의 살결을 변화시
키고, 재질의 표현방식은 문자의 구조변환을 변화시키
지 않는다. 즉, 한자의 필획에 살결을 추가하며 형상을 
바꾸지 않는 데에  한자가 다른 살결에서 다른 살결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질은 결합 표현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으로 문자의 필획과 관련 재질의 형태
의 결합을 통하여 양자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글자
의 뜻이나 주제를 표현하는 재질과 문자의 필획이나 부
건(部件)을 서로 결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질과 
문자의 내재적 연관성이 대중들의 시야에 직관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양한 서사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24절기 추분(B1) 포스터를 예로 들면 한자에 다른 재
질을 더한다면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화면을 더 역동
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12]. 따라서 “추분” 절기 
가운데 마른 나뭇가지를 시각적 요소로 택하여 이 요소
의 재질과 한자의 필획을 결합하고 시간이 자나면서 한
자의 폰트를 통해 같은 요소만 반복되어 문자의 가독성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가을의 메마른 나뭇가지

를 노란색으로 표현해 추분의 절기 포스터의 주제를 살
렸다[표 7].

표 7.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추분’(B1)

동적 그림

그림 11. 한용아(韩龙牙)[47]

시각적인 요소

그림 40. 나뭇가지, 구글(google)[59] 
문자 절기요소-나뭇가지

시각적 표현 
규칙

1. 재질의 다양성 
2. 색깔의 다양성 

2.3 형성(Forming)
형성이란 한 대상 안에서 문자의 일부분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전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형성’의 
요소는 문자 자체의 필법의 변환을 통해 실현된다[14]. 
문자의 필획은 비율과 굵기 등에 차이를 두어 문자의 
무게감을 조정하고 이로써 관객에게 독특한 시각적 체
험을 선사할 수 있다[6]. 이 유형의 포스터는 한자 키네
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방식 중 한자의 구조는 변하지 
않지만 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굵기, 굴곡 등이 주
제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다. 그래서 한자의 움직임은 
글쓰기의 방향과 속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 한자 필획의 모양을 세심하게 디자
인함으로써 시각적 효과와 디자인 감각을 적절히 풍부
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성의 시각적 표현 규칙은 한
자 필획의 형태 중 굵기, 길이, 각도, 방향과 속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 다양한 감성
적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한자 필획의 형태, 즉 굵
기, 길이, 굽힘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
각적 효과를 조성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
다. 따라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
며 다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24절기 대한(D1) 포스터를 예를 들면 대한이 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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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날씨가 매우 추워 처마의 물이 날카로운 얼음을 
형성한다[57]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얼음은 대한(大
寒) 절기의 시각적 요소이다. 

중국 한자 필획의 捺(파임)，치점(挑), 삐침(撇), 가로
긋기(橫)는 동적 디자인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다[9]. 필
획을 굴곡으로 하여 필획 끝 모서리를 돌출시켜 처마에 
거꾸로 매달린 얼음처럼 예리한 느낌을 준다. 또한 시
간이 지나면서 글자가 필획에 따라 하나의 전체를 되어 
추위가 뼈에 들어가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대한 절기 
중의 빙이 문화적인 요소로 추출하여 필획의 모양과 결
합하여 표현하고 설리가 휘어진 필획을 통해 한자의 의
미뿐만 아니라 대한 절기의 문화적 의미를 조화시키고 
있다[표 8].

표 8.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대한’(C1)

동적 그림

그림 16. 한용아(韩龙牙)[47]

시각적인 요소

그림 41. 얼음, 구글(google)[60]
문자 절기요소-얼음

시각적 표현 
규칙

1. 필획 형태의 다양성
2. 한자 구조의 완전성
3. 글 쓰는 리듬감

2.4 변환(Transforming)
‘변화’의 표현 유형은 화면에 완전한 서사적 갖게 하고, 

시간의 변화를 통해 요소에서 문자로 모여들고 문자가 
나타나는 속도에 따라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다르다[14].

‘전환’ 표현은 표현방식이 형성된 데다가 보조 요소가 
하나 추가된다. 따라서 포스터에서 한자 키네틱 타이포
그래피로 변환된 표현들은 한자 구조를 바탕으로 제2 
보조인자를 이용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즉 포스터 주제 요소와 문자가 상호작용하여 역동적
인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방식에서 
물체와 문자 사이의 관련성에 유의해야 하며, 구조 변

화의 세부와 구조 변화의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집중과 
해체(打散)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 자주 활용되는 디
자인 방법이다[16].

문자의 필획을 해체하여 확산시키고 다시 주제 요소
의 특징으로 필획을 집중시킨다. 

문자의 필획을 해체하여 확산시키고 다시 포스터 주
제 요소의 특징으로 필획을 집중 시킨다. 이는 한자 해
체하는데다가 요소를 추가해 역동적 효과를 나타낸다. 
문자 해체(打散)는 변환 표현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
으로 문자를 해체하거나 한 곳에 모으는 것을 통해 문
자의 비틀림 변형 과정을 표현한다. 운동과 감정
(Motion & Emotion）특징에 따르면 강렬한 운동정
보는 정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운동형태에 
따라 감정의 내용을 전할 수 있다. 해체하는 기법을 통
해 흩날리거나 폭파하거나 산산조각이 나는 효과를 조
성할 수 있다. 해체는 사람들에게 흩어져 사라지거나 
분리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특히 한자가 산산이 조각
나는 모습은 모호해졌다 분명해지는 완전한 과정을 거
치는 데 다시 모이는 과정은 응고되고 결합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24절기 상강(D1) 포스터를 예를 들면 상강(霜降)이 
되면 날씨가 점점 추워져 지면의 물은 추운 공기를 만
나 서리로 된다[57]. 

집중과 해체(打散)는 문자가 변화하는 과정을 고스란
히 드러낸다. 이로써 문자의 디자인 흐름에 직관성을 
부여하여 문자의 함의를 명확하게 전달한다[11]. 

그래서 점은 눈송이를 뜻한다. 먼저 ‘성에’에서 점차 
변환하여 상강(霜降) 두 글자를 형성한 후 다시 문자를 
점 형태로 해체한 뒤 결합하여 ‘상강’의 의미를 표현한
다. 시간의 시작점과 종점의 변화에 따라 상강(霜降) 절
기에서의 키워드, 상화(霜花)를 시각적 요소로 추출한 
후 시간적 요소의 작용하에 점차 문자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문자는 시종일관 흩날리는 방식으로 연
출된다. ‘상강’이라는 두 글자의 동적 효과를 통해 상강
의 절기 특징을 돋보이게 하였으며, 폰트의 비율과 구
성이 매우 적절하여 한자의 의미와 문화적 함의를 동시
에 구현하였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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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상강’(D1)

동적 그림

그림 25. 한용아(韩龙牙)[47]

시각적인 요소

그림 42. 상화(霜花), 구글(google)[61]
절기요소-상화(霜花) 문자

시각적 표현 
규칙

1. 한자 해체 및 재구조 
2. 화면의 서사적인 특성 

2.5 치환(Replacing)
‘치환’ 표현은 변환과 마찬가지로 주제를 파악해야 하

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상과 한자의 앞뒤에서 서로 
호응해야 한다[14]. 시간 차원과 공간 차원의 변화를 통
해 도형과 한자를 교체 치환한다. 포스터 중의 한자 키
네틱 타이포그래피 치환 표현방식의 보조인자는 한자
의 의미와 주제를 결합하여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즉, 
요소 이미지의 추출은 주제에 적합해야 하므로 서사의 
일관성에 유의해야 하며, 요소 이미지와 한자의 치환이 
주는 서사성은 관객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부여해 더 
큰 신비감과 신선함을 선사하며 긍정적인 형태로 메시
지를 전달한다. 한자의 의미에 창작에 기반을 두고 있
다. 필획과 도형 혹은 다른 요소 간의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12]. 한자의 의미를 통해 복잡한 서사와 장
면을 표현할 수 있다. 요소 그래픽에서 문자로 치환하
는 과정은 요소의 특징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
징을 모방하여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구성해야 한다. 
패턴을 문자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요소의 특징을 정확
히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요소의 특징을 시뮬레이션하
여 역동성 있는 편집을 구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유형
의 표현유형의 동적 효과는 보조 요소의 활용을 의존하
므로 요소 그래픽과 색상, 텍스처는 모두 문자와 일치
해야 한다.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치환 표현 유형
의  시각적 표현 규칙이다. 시뮬레이션 기법은 의인화
(personification)와 스큐어모프(skeuomorph)를 포

함한다. 의인화는 인간의 행위 동작을 모방하는 것이며 
스큐어모프는 자연 물체의 특징을 모방하는 것이다. 다
양한 주제에 따라 다른 기법을 활용하여 글자의 의미와 
주제를 설정하고 조절한다. 

24절기 ‘하지’(E1) 포스터를 예를 들면  중국의 대부
분 지역에서는 절기 하지에 국수를 먹고 제사를 지내며 
풍년을 경축하는 풍습이 있다[57]. 다차원적인 변화는 
문자의 형태와 의미를 결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
보와 시각적 효과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문자의 형
태적 변화와 글자의 의미에 담긴 정보를 대응시켜 문자
의 움직임에 더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15]. 하지의 풍습을 대표하는 키워드인 국수를 시각적 
요소로 선정하여 문자로 치환하여 하지 절기의 문화적 
의미와 특징을 나타내며 동적 효과가 주제의 특징을 충
분히 나타내어 문자 도형이 교체 나타나 전체적인 레이
어드 느낌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포스터에서는 그릇
부터 국수, 한자에 걸쳐 하지에 국수를 먹는 문화 풍습
이 생생하게 표현되었다[표 10].

표 10.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 분석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하지’(E1)

동적 그림

그림 29. 렐리관, 장솽펑 (雷利宽 张剑锋)[53]

시각적인 요소

그림 43 국수, 구글(google)[62]
절기요소-국수 문자

시각적 표현 
규칙

1. 화면의 서사적인 특성 및 일관성 
2. 색깔, 재질의 전후 일치
3. 전체 화면의 볼륨감

2.6 회전(Rotation)
이 유형의 포스터는 공간에서의 입체적인 형태는 회

전하는 시간대의 변화를 통해 독특한 구성 및 형태를 
구성한다[14]. 문자 전체를 회전시켜 시각적으로 통일
성을 부여할 수 있다[11]. 포스터에 있는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외관과 회전하는 형태의 변화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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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평면의 문자보다 
질감과 공간감을 살려 독자에게 더욱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 이러한 표현유형은 한자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포스터에 절기 요소를 주제로 한다. 이를 한자의 필획
이나 부건(部件)을 축으로 회전하여 제시하는 유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회전을 통해 가지는 동적인 효과로
서 이러한 표현유형을 사용할 때 문자와 문자의 호응에 
유의해야 하며 각 문자의 가독성을 바꾸지 않고 시각의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한자 간에 연관점이 없으면 
각자 필획을 축으로 마음대로 회전하면 화면의 균형을 
파괴한다. 문자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부각기 위해서 회
전 표현 유형 중의 시각적 표현 규칙은 필획공용(笔画
共用)의 표현유형으로서 한자의 필획을 회전하는 방식
으로 두 문자 간의 같은 부분을 찾아낸다. 즉, 같은 한
자나 서로 다른 한자 사이에 어느 부분의 필획으로 연
결을 통해 하나로 되고 시각에 공용이 되어 두 글자의 
시각적인 연계가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필획을 
연계하는 방법은 한자 다자인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문
자와 문자 간의 연결과 공통성을 강화하여 더욱 전체적
으로 보인다[62]. 그러나 리듬과 독서(Rhythm & 
Reading)의 특징에 따라 리듬이 있어야 읽기 쉽기 때
문에 회전할 때는 읽기 및 정보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
도록 적당한 리듬을 유지하여야 한다. 

24절기 청명(F1) 포스터를 예로 들면 청명절은 버드
나무의 잎이 싹트는 시기로 집마다 문에 버드나무 가지
를 꽂아 가족을 기념한다[57]. 이에 따라 버드나무(柳
树)를 청명절의 시각적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 유선형
의 곡선에 변화를 주어 문자 형태를 확장하면서 부드럽
고 가벼운 느낌을 부여할 수 있다[62]. 청명절의 환경 
배경과 문화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한 바탕에 청명절
의 버드나무(柳树)를 생장의 선을 통해 표현하여 문자 
자체가 봄날에 자라나는 식물처럼 보이게 하고, 문화적 
요소를 유선형의 선의 나선형으로 조합한 형태로 ‘성장’
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청(淸)’, ‘명(明)’ 두 글자
에 같은 필획으로 이루어진 ‘월(月)’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월’자를 바탕으로 규칙화된 회전선의 소밀관계를 
이용하여 평면에 고정된 한 점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
켜 동적효과를 표현하고, 평면에 입체적인 시각효과를 
형성하여 전체적인 화면 공간감을 부각시킨다[표 11].

표 11.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 
다이나믹 포스터 문자의 표현유형 분석-‘청명’（F1）

동적 그림

그림 33. 류예차오(刘诣超)[54]

시각적인 요소

그림 44. 버드나무(柳树), 구글(google)[63]
문자 절기요소-버드나무(柳树)

시각적 표현 
규칙

1.시각 입체감과 공간감
2. 한자 구조의 완전성
3. 회전 리듬감

Ⅳ. 논 의

본 연구는 2018-2022년 최근 5년간의 ‘중화 페스티
벌 다이나믹 포스터 쇼’에 나타난 총 33점의 24절기 다
이나믹 포스터의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을 
분석하였다. 

표 12. 24절기 다이나믹 포스터 사례 
번호 절기 그리기 결합 형성 변환 치환 회전

1 입춘 ● ◌
2 우수 ●
3 경침 ● ◌ ◌
4 춘분 ◌ ◌
5 청명 ◌
6 곡우 ◌
7 입하 ◌
8 소만 ◌
9 망종 ●
10 하지 ◌
11 소서 ◌
12 대서 ◌ ◌
13 입추 ◌
14 처서 ◌
15 백로 ◌
16 추분 ◌
17 상강 ◌
18 입동 ◌
19 대설 ◌
20 소설 ◌
21 동지 ◌
22 대한 ◌
23 소한 ◌
24 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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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어떤 표현유형에서 한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는 (◌)로 표시하고 두 가지 사례
가 나타나는 경우는 (●)로 표시한다.

표 13.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유형과 시각적 표현 규칙 
표현유형 시각적 표현 규칙

그리기(Drawing) 문자 도식화
문자의 분해 및 재구성

결합(Assembling)
재질
필획과 다양한 재질의 텍스쳐 결합
필획에 대해 도식화 처리 진행

형성(Forming)
필획 변형
한자의 쓰기 필획 순서에 따름
필획의 굵기, 길이, 굽힘 변화

변환(Transforming) 문자 해체
 문자의 전반적인 비틀림 변형

치환(Replacing) 시뮬레이션
자형 엇갈림 중첩, 길게 늘어져 변형

회전(Rotation) 필획 공용
문자 중의 부재를 이용해 공간감 구현

[표 13]과 같이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의 6가
지 표현 유형 중 시각적 요소와 동적 효과에 따라 각 표
현 유형의 설계 기법을 정리하였다. 24절기 다이나믹 
포스터에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형성된 표현 
유형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이 유형의 표현 유
형의 동적 효과는 글 쓰는 방식의 영향을 받아 한자의 
구조적 특징을 부각시켜 한자가 독립된 개체에서 통일
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서
로 다른 소재의 텍스처를 결합해 결합 표현을 발전시켰
으며, 동적 효과는 글쓰기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소재
와 융합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느낌을 준다. 또한 회
전 표현으로 동적 효과는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각해 화면을 삼위 공간으로 표현
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리기 표
현유형의 동적 효과는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와 화
면과의 거리감을 강조하여 한자구조를 기반으로 그려
야 하므로 화면 균형이 파괴하지 않도록 한다. 변환과 
치환의 표현유형은 모두 제2의 보조 원소를 사용하여 
동적 효과를 나타내며 구현의 서사성이 강하지만 변환 
표현 유형은 한자의 해체를 통해 동적 효과로 표현하여 
더욱 신비감과 신선함을 준다. 치환의 표현유형은 요소
와 한자가 상호 작용하여 동적 효과를 나타내며 관객에

게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주고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아 
정서적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24절기를 포함된 동적 포
스터 중의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대부분 한자의 
필획과 부건(部件)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다른 동적 표
현을 결합하여 동적 표현을 한다.

앞서 상술한 6가지 문자의 움직임 형태로부터 한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한자의 동적 디자인은 좋
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자의 
요소는 주로 문자의 형태, 필획, 구조 혹은 입체적 구조
나 개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문자의 예술성을 표현한다
[6]. 따라서 한자의 구조 및 움직임 형태에 대해 분석을 
 거친 후 적절한 디자인 기법을 더 추가하면 이런 요소
들을 교묘하게 결합해 한자가 더 자연스럽고 더 형상적
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한자는 필획과 부건(部件)으
로 구성되었는데, 필획과 부건(部件)은 한자에서 중첩, 
모음, 병렬 등 다양한 조합으로 배열될 수 있다. 한자의 
모든 구조는 문자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어 구조 내의 
간격이 바뀌면 문자의 시각적 느낌도 달라진다[11]. 따
라서 한자의 틀에서의 필획의 위치와 거리를 조정함으
로써 한자의 구조적 디자인과 변화를 구현할 수 있다. 
한자를 디자인할 때 필획의 변화에 주의해야 하는데, 
가로긋기, 내려긋기, 점, 삐침, 파임, 굽은 갈고리 등 필
획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이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 
의한 작품은 전체 스토리를 파악한 후 그중 대표적인 
요소로 도형의 변화를 주어 스토리 간의 개연성을 부여
할 수 있다[64][65]. 그러므로 명절에 관한 문화적인 요
소를 추출하여 명절의 문화적인 의미 더 명확하게 표현
할 수 있다. 즉, 주제의 대표적인 요소와 한자의 필획 
및 부건(部件)을 결합하여 다양한 동적 표현을 통해 문
화적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설계를 진행할 때 한자 키
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정체성과 서사의 유창성의 원칙
에 주의해야 하며 각 요소 간에 조화롭게 변화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한자 자체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문화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을 통해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표현 규칙을 총괄
하고 24절기 문화를 결합하여 동적 한자 키네틱 타이포
그래피로 특정한 문화적 의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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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디지털 매체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새로운 환경
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정보 및 의미를 
새롭게 표현한다. 이는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
인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이다. 본 연구
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이론을 배경으로 한자의 구조 
특징을 활용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유형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4절기 다이나믹 포
스터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시각적 표현 규칙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4절기 다이나믹 포스터가 디자인한 한자 표현

은 6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그리기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은 문자 도식화
로, 문자의 필획이나 부건의 해체를 활용하여 재구성 및 
도식화하여 문자의 장식 형태를 표현한다. 이런 시각적 
표현 규칙은 상형문자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자 
구조 해체 및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도형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자로 된 그림을 구성한다. 

둘째, 재질은 결합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으로, 문
자의 필획과 관련 재질의 형태의 결합을 통하여 양자 
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재질에는  텍스처, 빛과 그림
자, 명암 변화 등이 포함된다. 재질이라는 시각적 표현 
규칙을 사용할 때 속성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자가 잘
못된 정보와 의미를 전달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필획변형(笔画变形)은 형성 표현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으로 다양한 한자 유형을 통해 표현한다. 한자 
필획의 형태, 즉 굵기, 길이, 굽힌 등이 모두 다르기 때
문에 각각 다른 시각적 효과를 조성하여 다양한 분위기
를 연출할 수 있다. 

넷째, 문자 해체(打散)는 변환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
칙으로, 문자를 해체하거나 한 곳에 모으는 것을 통해 
문자의 비틀림 변형 과정을 표현한다. 이런 디자인 기
법은 다양한 조합의 변환이 가능하며 조합 과정에서 각
각 다른 조형을 형성할 수 있다. 

다섯째, 시뮬레이션은 치환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
으로, 도형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문자의 함의를 치환

한다. 주로 엇갈림, 변형 등의 기법을 통해 문자의 서사 
과정을 표현한다. 스큐어모프는 자연 물체의 특징을 모
방하는 것이다. 문자의 의미를 활용하여 문자와 도형을 
치환한다.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에서 치환의 표현
방식은 서사성이 이 더욱더 강하다.

여섯째, 회전하여 움직이는 유형의 시각적 표현 규칙
인 필획공용(笔画共用)은 문자를 교차시켜 시각적인 입
체감과 공간감을 조성한다. 즉, 서로 다른 한자 간에 어
떤 부분의 획 연결을 통해 하나의 전체로 변화시키고, 
시각에 공용을 형성하며 두 글자의 시각연결을 강화하
여 하나 전체로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4절기를 포함된  다이나믹 포스터라
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논문의 지폭 제한 등의 요
인으로 33편의 포스터 중에서 각 표현 유형을 대표하는 
한 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연구 대상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자의 획수, 필획 디자인이 영어 문자와 차
이가 있으므로 세분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자 타
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포스터가 계속 증가하는 시점
에서 제한점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연구
에서 동적 한자의 다른 설계 영역에서의 표현 유형을 
더욱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이나믹 
포스터에 나타난 한자 표현에 기초적인 자료와 분석 논
리를 제공하여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관련 연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한자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구조 
및 다이나믹 포스터 디자인 관련 분야에 참고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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