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발표를 위해 2011 년 12 월 15 일 MORPHOLIO 프로젝트를 언론에 공개 

 

 

뉴욕, 2011 년 12 월 15 일 - 디바이스 문화,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기술 등의 확산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매일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말은 곧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 기술이 

생산 과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유하고 비평하고 조직하는 방식 또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Morpholio Project 는 분산화된 정보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험이다. ‘대중들의 지혜’를 이용하여 모든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결과물을 타인이 어떻게 쓰는지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공동개발자 Mark Collins 는 설명했다. 2020 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00 억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예상되는데, 이는 한 사람이 7 개의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점점 더 연결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비평의 미래, 디자인 문화의 핵심은 무엇일까?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이미지의 속도가 디자인 분야 내에서의 대화 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여러 아이디어에 대해 

대중적인 토론에 집중하도록 하는 디자인 학교의 전통적인 방식은 요즘 매체에게 흔히 발견되는 

전형적인 공개 토론 방식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러나 합쳐서 생각해보면, 한 개인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취합하는 방식의 스펙트럼이 가시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전 세계적 

커뮤니티에서의 의미 있는 대화와 비평, 피드백, 토론 등을 유지하고 더 확대시키기 위해 우리가 

개발하는 도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Morpholio Project 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미지화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디자인 포트폴리오와 

프레젠테이션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현재의 방식은 디자인 문화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체와 시간과 기술에 있어서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공동개발자 Anna Kenoff 가 설명했다. 

현 디자인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방식과 이용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레젠테이션, 비평, 공동작업 과정들이 하나의 유연한 플렛폼으로 

통일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2011 년 2 월, 5 명의 건축가와 교수들은 몇몇 

지인들의 협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모바일어플 형식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고, 몇 달 후 

50 여명의 디자이너들과 사진작가, 예술가, 방송관계자 등 다른 영상 분야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모든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이 프로젝트의 과정, 목표, 정의에 영향을 주었다.  

 

이제 Morpholio Project 는 자문위원회라 불리는 200 여명의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Columbia, Harvard, London's Architectural Association, The School of Visual Arts 의 학생과 

교수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스튜디오와 세계적인 대학들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최근 Herman 

Miller, Dyson, Lutron 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Morpholio Project 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디자인 도구로 재탄생시키고, 

비평을 세계화하고, 공동작업을 위해 수평적인 플렛폼을 창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시장에 공개한다. Morpholio Beta 1.0 은 애플의 App Store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MyMorpholio.com 에서 사용가능하다.  

 

 

 

 

 

 

 

 







Morpholio Beta 1.0: 프레젠테이션 + 협력 + 비평 

iPhone 과 iPad 애플리케이션은 MyMorpholio 웹사이트와 함께 당신의 작품을 수집하고 공유하며, 

작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을 제공한다.  

 

프레젠테이션 

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설정을 바꿔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좀 더 잘 반영된 이미지 조합으로 변형시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 장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와 접근이 쉬운 형태로 이미지를 조합할 수 있으며, 이는 작품의 공유와 

프레젠테이션을 원활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협력 

 Morpholio ‘핀업’은 초대받은 사용자들이 컬렉션을 보고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 ‘핀업’을 통해 

당신의 작품은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모든 Morpholio 사용자들이 당신의 작품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원하는 사용자들을 즉시 초대하여 그들의 피드백을 받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공동제작자’ 기능을 통해 당신이 선택한 사람과 이미지 

컬렉션을 공유 및 교환할 수 있으며, 선택한 이미지에 그들이 접근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당신의 

프로젝트팀이나 컨설턴트, 공동 작업자와의 이미지 컬렉션 공유가 가능해진다. 

 

비평 

Morpholio ‘비평’은 컬렉션의 개인보기 및 답변을 가능하게 해준다. ‘비평’에서는 당신의 작품을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을 초대하여 작품에 대해 비평하도록 할 수 있다. 초대받은 사용자들은 오버레이 텍스트로 

모든 이미지에 대한 코멘트를 쉽게 할 수 있고, 현재 작업 중인 다른 피드백 방법이 곧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당신의 스튜디오, 컨설턴트, 사무실, 친구, 프로젝트 팀에게 이 ‘비평’을 설정해보자. 

 

Morpholio 는 또한 사용자들을 위해 다른 형태의 소중한 피드백을 캡처하고 기록해주기도 한다. 

Morpholio 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시간의 양과 유형, 즉 ‘Eye Time'을 추적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확대하며 가장 오래 보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준다. ’Eye Time'은 항상 켜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 장치나 공용 네트워크에서 어떤 관심을 얼마만큼 받는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흥미로워하는지, 당신이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도 하다. 현재 개발 중이며 곧 출시될 기능은 Morpholio 커뮤니티의 많은 사용자들에게서 받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도록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픽과 기능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소프트웨어 문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community@morpholioapps.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yMorpholio.com 에 대한 요약본 

Morpholio Project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1 년에 설립된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와 교수들이 장치 

문화, 클라우드의 개발, 소셜 네트워크의 편재 등이 확산되는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모이면서 시작되었고, 

점차 창의적인 진전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Morpholio 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대화 그리고 모든 디자이너, 예술가 및 이미지 관련 문화의 멤버들과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렛폼을 창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작품을 전 세계 커뮤니티와 함께 

토론하고 비평하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임무는 아이디어들에 대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 사용자가 새로운 공적 및 사적 장소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200 명의 디자인 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온 예술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가 있다. 

그들은 Columbia, Harvard, London's Architectural Association, MIT, Princeton, The School of Visual 

Arts 의 학생과 교수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스튜디오와 세계적인 대학들을 대표하고 있다. 



Morpholio 공동 개발자: 

Jeffrey Kenoff 

Mark Collins 

Toru Hasegawa 

Anna Kenoff 

Sang T. Lee 

 

설립 자문위원회 회원 

Ahmed ElHusseiny 

Aleksandra Sojka 

Alkis Klimathianos 

Anthony Shung Yiu Ko 

Audrey Choi 

AYA 

Ayaz Momin 

Ayesha Husain 

BC Albury 

Beau Schweikert 

Becca Bellamy 

Bobby Johnston 

Brian Cochran 

Brian Thomas 

Carmen Cham 

Chen Jin 

Che-Wei Wang 

Chihiro Aoyama 

Dan Harding 

Daniel Montano Leon 

David Andrew Tasman 

Esther Sze-Wing Cheung 

Ivor Ip 

Jaekyung Lee 

Jason Causton 

James H. Thompson 

Kevin Kennedy 

LBNYC 

Leigh Salem 

Leigh Wilkins 

Leigha Dennis 

Luis Eduardo Carmona 

Maider Llaguno Munitxa 

Manon Paré 

Maoz Price 

Mark Bearak 

Minyoung Song 

Morjuany 

Naoki Hirose 

Noa Younse 

Paul Coughlin 

Rachel Lima Villalta 

Rafi Segal 

Ray Ho 

Richard Renfro 

Richard Sarrach 

Robert Herrick 

Ruchicka Modi 

Ryan Hughes 

Sam Dufaux 

Sarah Elaine Smith 

Seda Zirek 

Shannon Rydell 

Shohei Matsukawa 

Stanley Formo 

Tatsuya Sakairi 

Thomas Coldefy 

Tim Sawyer 

Xan Young 

Yang Hua 

    

협력자: Superscript: Molly Heintz, Aileen Kwun, Avinash Rajagopal, Vera Sacch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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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문의 

기술 지원: support@morpholioapps.com 

피드백: community@morpholioapps.com 

보도자료 문의 또는 제휴: press@morpholioapps.com 

스폰서 또는 광고: sponsor@morpholioapps.com 

추가 보도자료 및 내용은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yMorpholi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