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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오늘날 '컨버 스'와 '소통'은 모든 분야에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술가와 공학자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업을 통해  그 동안의 상호단 에서 벗어나 차 소통하고 있다. 컨버 스 시 에 술 역

의 인터넷 아트와 기술 역의 내비게이션과 아이폰에서 오감융합기술의 활용이 돋보인다. 소메라와 미뇨

노의 인터넷 아트《Riding the Net》,《The Living Room》,《The Living Web》은 음성인식을 통한 

시각이미지와 각을 통한 시·공간 표 을 인터넷과 오감융합기술을 통해 구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

술에서 내비게이션과 아이폰은 음성인식을 통한 오감융합기술을 용하여 감성 역을 확장하여 인터넷 

아트와 비슷한 기술을 선보인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술과 기술의 융합  발 은 디지털 아

트와 문화기술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컨버전스∣인터넷 아트∣디지털 아트∣콘텐츠∣오감∣감성∣ 

Abstract

Recently ‘convergence’ and ‘communication’ have been keywords in many areas. Artists and 

engineers have begun to communicate each other through collaboration based on new 

technologies. One of the exemplary technologies of this era of convergence is a technology of 

fusing five senses used by both Internet Art and industrial technologies such as car navigation 

systems and the iPhone. Sommerer and Mignonneau's Internet Art 《Riding the Net》,《The 

Living Room》, and《The Living Web》implement the Internet and the five-sense fusion 

technology to translate not only sound into visual images but also tactile senses into 

tempo-spatial representations. Likewise, industrial technologies such as car navigation systems 

and the iPhone employ the five-sense fusion technology of speech recognition, which leads to 

the expansion of the realm of senses in technology as seen in Internet Art. As examined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art and technology through their convergence will open up a new 

dimension of digital art and culture technolog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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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Art'는 ' 술'과 '기술'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둘 모두를 일컫던 art는 술과 기술 역으로 분리되

다가 최근 다시 융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선사시  이

후 르네상스시 로 오면서 술과 기술의 결합은 정

을 이룬다. 18세기 이후 술과 기술의 분리가 본격

으로 시작되면서 차츰 술가와 공학자의 역할이 분담

되어 간다. 그러다가 20세기 부신 기술의 발 은 

술가들에게 향을 끼친다. 술가들은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술의 방식에 도 한다. 21세기에는 술과 기

술이 소통되는 양상을 맞이하고 술가와 공학자의 

업은 사회 문화 인 장을 가져온다.

에서는 이러한 소통을 강화하기 해 다양한 기

술  노력들이 시도된다. 신, 화 등 통신정보기술의 

비약 인 발 과 네트워크 방식의 교류를  통해 소통의 

방식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힘만으로는 완

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은 인간의 시각과 

청각에 국한되지 않는 감각 역의 확장과 미디어 컨버

스(Convergence)를 통해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고 있

다. 이러한 미디어 컨버 스는 산업분야의 성과를 통해 

그 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 과 생활패

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TV, 컴퓨터 미디어의 변화와 인

터넷의 사용은 일상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를 극 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컨버 스와 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분류로 나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  에서 

디지털 컨버 스 상과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의와 세

부 정책을 언 하는 연구가 있다[1]. 둘째, 방송에서의 

기술발  방향과 법제 련 연구들이 있다[2][3]. 셋째, 

애니메이션과 콘텐츠 연구에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있

다[4]. 

상호작용성이 뛰어난 ‘인터넷 아트’는 미디어 컨버

스와 오감기술의 발 과 련이 있다. 인터넷 아트는 

그 역사가 길지 않으나 인터넷이 연결된 세계 곳곳에서 

감상하기 쉬운 근성을 확보한다. 인터넷 아트는 인간 

오감의 다양한 자극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이외에 사회, 

문화, 술과 연계되어 미디어 컨버 스를 통해 새로운 

소통을 꾀한다. 인터넷 아트(넷 아트) 련 연구로는 인

스톨 이션 연구, 인터넷 아트 제작 연구, 디지털 생태

계와 연 된 연구들이 있으나 컨버 스 시 에 따른 인

터넷 아트 련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오늘날 문화기

술(Culture Technology)의 오감 콘텐츠 활용과 련하

여 인터넷 아트를 연구·개발할 필요성이 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 개의 인터넷 아트 사례에 해 분석하

고 아울러 산업 활용기기에서 사용된 오감융합기술의 

공통 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술과 기술의 융합

 발  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람자의 감성 역의 확장을 개척하고 있

는 인터넷 아트 《Riding the Net》(2000), 《The 

Living Room》(2001), 《The Living Web》(2002) 을 

분석하고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오감융합기술과의 공통

을 살펴보고자 한다. 

크리스타 소메 (Christa Sommerer)와 로랑 미뇨노

(Laurent Mignonneau)의 인터넷 아트 사례들을 연구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1세기 산업 역 반에 실용화

되고 있는 오감 역 활용을 집약 으로 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의 

화와 상용화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인간과 기술의 유

연성을 증폭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연성은 술의 역

에서 참조할 만한 하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인터넷 아

트 사례들은 산업과 술의 융합가능성을 여실히 보여

다. 

아래의 2장에서는 컨버 스, 미디어 아트 · 디지털 아

트와 구분되는 인터넷 아트, 오감융합기술의 개념을 정

리하여 제시한다. 3장에서는 소메라와 미뇨노의 인터넷 

아트 《Riding the Net》,《The Living Room》,《The 

Living Web》작품에 해 분석하고 세 작품을 통해 구

된 람자의 감성 역의 확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오감융합기술의 산업 활용 를 통해 인터넷 아트와 오

감융합기술 활용의 공통 을 찾아보고자한다. 4장에서

는 결론과 후속연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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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념정리

1. 컨버전스

미디어와 문화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MIT

의 인문학부 교수이자 미디어 비교연구 로그램의 창

립자인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는 “우리의 문화 내

에서 미디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겪는 기술 , 산업 , 

문화 , 그리고 사회  변화”를 컨버 스라 한다. “미디

어 컨버 스는 여러 미디어 체제가 공존하고 미디어 콘

텐츠가 미디어 간을 유동 으로 흘러 다니는 상황을 가

리킨다. 여기서 컨버 스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고 서로 다른 미디어 체제간의 교차 을 의미하며, 미

디어 콘텐츠 흐름을 의미”한다[6]. 미디어 컨버 스를 

이루기 해 다른 분야와의 교류와 소통은 보다 요해

졌다. 

디지털 컨버 스(Digital Convergence)는 음성, 상, 

데이터와 같은 정보의 융합이나 방송·통신·인터넷과 같

은 네트워크의 융합이다. 이 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

으로 통신·가 ·컴퓨터 등이 서로 융합된 새로운 형태

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하면 디지털 컨버 스는 디지털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 제품을 창안하는 것이다[2]. 

재 우리 사회의 디지털 컨버 스는 ‘통신과 방송, 

융과 통신’ 등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산업간 컨버 스화이다. 한 서로 다른 분야 간의 융

합 상이나 퓨 , P세 는 사회문화  컨버 스를 반

한다. 미래에는 유비쿼터스 IT 발 으로 인해 인간과 

기계, 사물과 사물 간 커뮤니 이션, 공간의 컨버 스 

등으로 발 하고 인간, 사물과 공간의 컨버 스로 확

될 망이다[1]. 본 연구에서의 컨버 스는 기술의 융합

뿐만 아니라 기술과 산업 간의 문화 인 변화를 포함한

다. 

2. 인터넷 아트 

미디어 아트(Media Art)는 책, 신문, 포스터, 사진, 

화, 라디오, 텔 비 , 달력  비디오, 컴퓨터 등의 물

질 인 매개체를 통해 구체화된 미술이다[7]. 

디지털 아트(Digital Art)는 술창작의 방식에서 디

지털 기술과 컴퓨터를 이용한 작품이다. 디지털 아트는 

창작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작가의 고유한 매개로 사용하여 디지털 형식을 제작하

기도 한다[8]. 인터넷 아트는 디지털 아트의 범주에 속

한다.

인터넷 아트(Internet Art)의 시작은 코직(Vuk Cosic)

이 받은 이메일에서 읽기 불가능한 문자배열 에서 유

일하게 읽을 수 있었던 (Net.Art)에서 부터이다. “그래

픽 라우 가 처음 발표된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실험

을 묘사하는 사  용어”인 웹을 이용한 아트에 넷 닷 아

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인터넷 아트의 기

원이다[9]. 

인터넷 아트의 의의 개념은 인터넷에 상에서 이루

어지는 디지털 술의 한 형태이다.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업로드된 것은 인터넷 아트라 할 수 없다. 인터넷 

아트는 멀티미디어 기반으로 람자의 참여를 통해 감

상하고 람자와 상호작용 이다. 한 인터넷 아트는 

인터넷을 통해 람자에게 사회 ·정치  메시지를 

달하기도 한다[10]. 

인터넷에 기반을 둔 인터넷 아트와 네트워크 아트가 

있다. 차이 으로 인터넷 아트는 기존의 술보다 람

자와 상호작용성이 부각되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술이고 네트워크 아트는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한 상

호작용방식의 술이다. 

기 인터넷 아트는 정치  상황, 정부와 기업의 

심을 심으로 발 하여 직 인 련자들을 제외하

고 성을 확보하지 못하 다. 1990년  반에 ‘ 로

그래머나 로그램 개발자, 비평가’들로 ‘이메일, 웹 사

이트,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아트 문화를 주도했다. 갤러리들은 인

터넷 아트의 매 부 합성 때문에 창기에는 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기술의 발 으로 90년  후반 차 

심을 보인다. 인터넷 술가와 감상자들은 기존 미술시

장에 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한다. 인터넷 아트에

서 ‘HTML 사용방식이후 메일, 음악, 동 상’ 등이 인기

를 끈다. 기존의 술은 비교  ‘ 람객 수와 작품가격’

에 의해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 다면 인터넷 아트는 

‘ 속량과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작품의 가치를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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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 

3. 텔레프레전스 

텔 스(TelePresence: 원격 )는 인터넷 활

동의 특징으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가상 실에서 나온 용어이다. 오늘날 텔

스는 길을 가다가 핸드폰으로 성DMB를 보는 행 나 

해외에 가 있는 친구나 친척의 이메일과 화통화를 통

해 에 있는 것과 같은 친 감을 만드는 것이다[5]. 이

런 친 감은 새로운 가상의 인터넷 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인터넷 아트에서 친 감을 일으키는 효

과 인 방식에서 감각 역의 활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4. 오감융합기술

인간의 감정표 방식은 오감을 통해 다양하게 가능

하다. 인간에게는 보는 시각, 듣는 청각, 냄새를 맡는 후

각, 향기와 맛을 보는 미각, 감 을 느끼는 각이 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주변 환경을 악하고 다른 사람들

과 의사소통을 한다. 

지 까지의 기술은 시각과 청각에 집 되어 왔으나 

차츰 각, 후각과 미각의 역으로 확장된다. 감,  향

기, 맛을 실제와 같이 느낄 수 있는 실감형 연구들이 계

속 진행 이다[11]. 오감 정보처리 기술은 인간 삶의 

방식과 인간 간의 소통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변

인이다. 기존의 시/청각 심의 멀티미디어 기술은 오

감 정보를 활용한 차세  실감형 멀티미디어 기술로 진

화하고 있다[12]. 오감융합요소기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표 1. 오감융합 요소 기술 및 정의 [13]

요소기술 정의

센싱기술
시각, 청각, 촉각의 감각디바이스 및 이를 통해 각 감

각을 센싱하고 인식하는 기술

전송/재현/

표현기술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의 각 감각 디바이스를 통해 인

지된 감각정보를 편재된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고 재현

하고 표현하는 기술

융합/표현기

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오감정보가 복수로 인

지되어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기술

감각정보 변

환기술

한 개 이상의 감각을 입력받아 다른 형태의 감각정보

로 변환하는 기능

앞으로 오감을 활용하고 융합한 기술들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오감 융합 기술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 주

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인간 오감의 단일 

감각 정보처리기술을 기반으로 미디어, 정보통신, 인터

페이스, 감성 인식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13]. 

본 연구에서 오감 융합기술은 람자의 오감을 통해 

인터넷 아트와 소통하는데 필요한 감각 정보 처리 기술

을 일컫는다. 

III. 작품분석

1. 소메라와 미뇨노의 인터넷 아트

1.1 작품분석 

1990년 부터 함께 작업을 해온 소메 와 미뇨노는 

디지털 아트의 거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인터넷 

아트 《Riding the Net》, 《The Living Room》, 

《The Living Web》을 통해 람자의 감성 역의 확

장과 오감융합기술의 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Riding the Net》은 람자의 화사이에 나

온 단어들을 음성인식 소 트웨어로 인식하여 이미지

와 사운드를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운

로드한다. 이 이미지는 인터랙티  스크린에 스트리

되고 람자가 그 이미지를 터치하면 이미지는 확 된

다. 즉, 람자들의 화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이미지들

이 스트리 되고 시각화된다. 무엇보다 람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미지의 내용은 제어할 수 있다[14].

《The Living Room》은 음성시스템으로 람자의 

몸짓, 움직임, 목소리와 모든 소리를 추 카메라로 추

하여 지능 인 인터랙티  이미지와 사운드 환경이다. 

이 작품은 음성 데이터를 해석하여 4개의 형 로젝

션 벽에 이미지로 로젝션하여 사용자에게 반응한다. 

모든 이미지는 사용자의 치, 운동  음성 데이터 변

화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다.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화하

는 인터넷에서 스트리  된다. 인터넷의 무한한 이미지

는 4면 로젝션에 실시간으로 스트리 되고 가상 이

미지 공간을 만든다. 음성인식을 통한 시각화로 람자

의 화를 상호 작용 인 이미지로 통역하면서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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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고 동시에 자체 사운드와 음성 출력과 방송 데이

터를 생성한다.《The Living Room》은 생명체처럼 

람자의 소통을 생성해낸다[15].

《The Living Web》은 마이크에서 사용자의 화를 

듣고 인터넷에서 해당 이미지와 사운드 일을 다운로

드한다. 사용자는 직 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이 작품은 동굴 기반의 

인터랙티  몰입설치로 데이터와 정보 매체를 상호작

용 으로 인터넷의 가능성을 탐구한다.《The Living 

Web》은 람자의 직 과 엔터테인먼트 정보 생성  

검색을 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한다[16]. 

그림 1. The Living Room,  그림 2. The Living web

1.2 감성영역의 확장과 오감융합 기술 

기존의 술 감상이 람자에게 보는 시각의  활용이

라면 오늘날 인터넷 아트 감상은 람자에게 청각에서 

시각, 시각에서 각과 시 공간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

는 복합 인 감각을 활용한다. 람자의 감성 역의 확

장은 시각의 감상자극에서 단지 시각에만 머물지 않고 

오감융합기술의 도움으로 청각과 각 등의 다면 인 

감각을 통한 감상을 말한다. 

소메 와 미뇨노의 첫 번째 인터랙티  아트 작품인 

《Interactive Plant Growing》(1992)은 실제 살아 있는 

식물화분이 람자와 작품의 인터페이스이다. 람객

이 살아있는 화분의 식물을 만지면 스크린에서 가상의 

3D 식물이 성장한다[17]. 《Interactive Plant Growin

g》은 람자의 각 정보를 통해 작품의 시각  역

의 변화로 표 한다. 이 작품은 감각정보기술을 통해 

람자의 지각감상 역을 넓힌다. 오 라인작업에서 

람자의 각을 통해 시각  결과물로 지각 역의 변

화로 람자는 감성 역의 확장을 경험한다. 

소메 와 미뇨노의 다음 로젝트인 《Riding the 

Net》, 《The Living Room》, 《The Living Web》인

터넷 아트에서는 온라인 역으로 확장된다. 이 작품들

은 람자와 작품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 소통을 확장한다.

두 술가는 2000년  일본 교토의 고 통신연구소 오

하우스(ATR Open House)에서 시작하여 2001년 미

국로스앤젤 스의 시그라  신기술(Siggraph Emerging 

Technologies)에서 《Riding the Net》을 선보인다. 

《Riding the Net》은 람자간의 화에서 나오는 단

어들의 이미지 아이콘들을 웹에서 찾아 스크린에 뿌려

다. 

음성인식에서 시각 감각확장 방식의 를 들면 두 사

람의 화에서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웹에서 ‘핸

드폰’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모든 이미지를 찾아서 [그

림 3]처럼 화면에 출력한다. 그리고 출력된 이미지의 아

이콘들에 한 정확한 웹 주소(URL)들이 별도의 컴퓨

터 화면에 장되어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있다[18]. 

그림 3. Riding the net   그림 4. Riding the net

람자들이 말하는 특정단어들은 [그림 4]처럼 3차원

인 공간 역의 화면을 보여 다. 그 화면을 람자

가 터치 하면 더 큰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는 시각인

식에서 시공간 역의 작품변화와 람자의 감인식

을 통한 복합 인 람자의 감성 역 확장의 한 다. 

《Riding the Net》은 청각에서 시각 역의 변화, 시

각 역에서 각의 변화와 각에서 시각을 통한 가상

공간의 복합 인 인지감성 역의 확장을 공감각  변

화를 통해서 선보인다. 이 작품은 람자의 청각, 시각, 

지각 역을 다른 감각 역으로 람자의 감성 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소통의 발 인 인터넷 아트이다.

《Riding the Net》에서 오감융합요소기술은 람자

의 화에서 나오는 특정 단어들의 이미지를 인터넷에

서 찾아 다. 이는 것은 청각정보의 입력으로 통신망

을 통해 이미지 정보를 찾아오고 스크린에 결과물을 보

여주는  송/ 재 / 표 기술이다. 그리고 그 스크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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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자가 터치함으로써 상의 크기를 크게 확 시키

는 것은 엄 한 의미에서 감각정보 변화기술이다. 그러

나 시각에서 각으로 각에서 시각 역으로 순차  

복수인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융합/표 기술의  단

계이다. 《Riding the Net》과 인터넷 아트들은 송/ 

재 / 표 기술, 감각정보 변화기술과 융합/표 기술의 

 단계 기술을 포함한다[13]. 

《Riding the Net》 이후 발표된 《The Living 

Room》, 《The Living Web》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찾아볼 수 있다. 세 작품은 모두 람자의 사운드 인식

으로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제어가 람자에 의해 가능

하다. 세 작품은 청각인식에서 작품의 시각표 과 시각

인식에서 람자의 각을 통해 시·공간의 공감각을 경

험할 수 있다. 이는 오감융합기술을 통해 감성 역을 

확장하는 공통 을 가지고 있다. 

《Riding the Net》에서 람자는 한쪽 면에서 람

을 한다면 《The Living Room》과 《The Living We

b》 람공간이 확장된다. 《Riding the Net》에서 한 

면이라면 《The Living Room》에서 4면 로젝션으로 

많아지고 《The Living Web》에서 동굴기반을 활용하

여 람자의 람공간의 차이 이 있다. 다면 로젝션 

환경으로 변할수록 람자에게 텔 스가 잘 일

어난다. 다면 로젝션과 동굴기반은 실재감을 높이고 

람자의 몰입을 일으킨다. 술에서 오감융합기술의 

활용은 람자의 지각과 감상 역을 확장시킬 뿐만 아

니라 람자의 경험을 다양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러

한 람자들의 경험들이 모여 우리 사회문화기술의 방

향에 정 인 향을 다. 

2. 오감융합기술의 산업적 활용

2.1 융합기술의 산업 활용 예

소메라와 미뇨노의 인터넷 아트들은 음성인식을 통

한 시각 이미지와 각을 통한 시·공간 표 을 인터넷

과 오감융합기술을 통해 구 하고 있다. 소메라와 미뇨

노의 인터넷 아트와 오늘날 산업 기술 활용의 기술  

공통 을 살펴보자. 오늘날 상업화 제품에 오감기술이 

용된 것을 찾아보면 음성인식 내비게이션과 아이폰

의 보이스 컨트롤(Voice Control) 이 있다.

음성인식 내비게이션은 운 자의 음성을 통해 내비

게이션, DMB, MP3 를 실행 는 종료하고  목 지

를 찾아 화면에 보여 다. 운 자가 가고자 하는 목

지명을 부르면 내비게이션은 이를 찾아 화면에 띄운다. 

이 방식은 《Riding the Net》과 인터넷 아트에서 람

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달된 단어들의 음성인식을 통

해 련 이미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화면에 출

력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운 자가 화면을 터치하

여 목 지의 치를 확 하여 볼 수 있는 것은 

《Riding the Net》과 인터넷 아트에서 이미지 화면을 

터치하여 그 역의 크기를 크게 볼 수 있는 것과 비슷

한 기능이다[19].

아이폰의 보이스 컨트롤은 사용자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이나 화번호를 부르면 화를 걸어 다. 

한 음성명령 기능은 듣고 싶은 노래 제목이나 가수를 

부르면 노래를 찾아서 재생시켜 다. 이는 음성인식을 

통해 화를 걸거나 노래를 이하여 다른 감각기능

으로 변환된다. 이는 멀티 터치기능으로 융합표 기술

의 실 된다. 이처럼 보이스 컨트롤과 멀티터치 기능은 

음성인식을 통해 시각, 청각, 각 역으로 기능을 변화

시켜 소비자의 편리와 감성 역을 확장시킨다[20]. 

음성인식 내비게이션과 아이폰의 보이스 컨트롤은 

《Riding the Net》을 비롯한 인터넷 아트와 기술 인 

공통 을 가진다. 한 내비게이션과 아이폰은 단순한 

기술 인 결과물이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가 반 된 결

과이다. 의 내비게이션과 아이폰의 성공은 람자와

의 소통 여부에 따른다. 오늘날 산업에서 사용자의 기

호를 자극하는 오감 콘텐츠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디어 환경에서 기술이 컨버 스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새로운 컨버 스 환경이 만들어진다. 

사용자에 따라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형태가 결정된다

[3]. 기술  발 과 함께 소비자와 교감하고 그들의 욕

구와 욕망을 반 한 결과물이 오늘날 진정한 컨버 스 

콘텐츠의 산물이다.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 수용은 ‘나만의 것을 바로 여

기서 지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로 이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편리성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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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극 화, 효율성과 유용성의 극 화, 비용의 최소

화 문제들이 요해지고 있다. 비근한 로 오늘날 스

마트폰의 활용가능성이 다양화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오감을 통한 체험  향유가 콘텐츠의 핵심’이 되고 있

다[4]. 

2.2 오감융합기술의 산업 활용 의의

사회에서 기술은 문화 술과 사회에 향을 끼

치면서 발 한다. 최근의 기술은 복합 이고 융합화 되

어 술과 산업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융합유형별 사례와 망에서 보듯이 “문화기술

(CT)의 진보가 근본 으로 콘텐츠 산업에서의 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비쿼터스 시 와 디지털 융복

합의 진 에 따라 게임, 상, 가상세계 등이 콘텐츠 산

업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상되며, 특

히 “신 시장 개척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달성

하여 창조 경제시  개막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21]. 

앞에서 언 한 음성인식 내비게이션과 아이폰의 보

이스 컨트롤은 소메라와 미뇨노의 인터넷 아트와 비슷

한 기술  공통 을 찾을 수 있다. 한편, 나날이 발 하

는 산업 미디어와 련제품을 생각한다면 인터넷 아트

의 발 은 상 으로 조하다. 그러나 람자와 사용

자는 감각 역을 확장하는 인터넷 아트와 스마트 폰과 

같은 산업제품의 경험을 통해 오늘날 오감 콘텐츠 산업

기술을 받아들이고 선호하게 된다. 산업기술과 인터넷 

아트의 발 은 오늘날 문화콘텐츠 는 문화산업에까

지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술과 기술 분야의 

특징을 살리고 융합할 수 있는 토양마련이 요하다.

이와 련하여 사용자의 체험․참여․소통과 연 된 

제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오늘날 디지털 콘텐츠의 

가공․처리가 편리한 이 을 바탕으로 오감융합 콘텐

츠의 활용가능성은 차 커질 것이다. 한 다양한 미

디어로 변환하기 쉬워 온․오 라인 유통이 쉬워진다. 

반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한 작권 문제가 

수반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컨버 스 시 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뉴

미디어콘텐츠의 활용가능성에 주목하고 인터넷 아트 

《Riding the Net》, 《The Living Room》, 《The 

Living Web》사례에 한 분석을 통해 감성 역의 확

장과 오감융합기술의 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청각에서 시각 역으로의 변화나 각에서 시·공

간 감각 역으로의 변화를 찰할 수 있었다. 람자

의 참여를 통해 오감 역의 공감각  변화를 보여주는 

인터넷 아트는 인터넷을 활용한 소통을 시도하고 람

자의 감각 역을 확장한다. 한 《Riding the Net》과 

인터넷 아트는 송/ 재 / 표 기술, 감각정보 변화기

술과 융합/표 기술의  단계 기술을 포함한다. 

그리고 오감융합기술의 산업 활용을 살펴본 결과 인

터넷 아트와 산업기술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을 발견하 다. 인터넷 아트의 기술 인 방식과 비슷

한 음성인식 내비게이션과 아이폰의 보이스 컨트롤은 

산업 활용의 다. 음성인식 내비게이션은 음성인식을 

통해 시각 역으로 변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시각에

서 각 역으로 바 어 세부정보를 시각 으로 제공

한다. 이 같은 사용자의 감각 역의 변환을 통해 사용

자의 실재감을 증 시키고 생활의 편리성을 높인다. 오

늘날 컨버 스 시 에서 콘텐츠 분야에서 콘텐츠 융합

상의 가속화되고 오감 콘텐츠 활용이 높아진다. 

인터넷 아트를 비롯하여 기술과 술의 컨버 스의 

활용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이다. 한 술에 오감

융합기술의 활용이 높아질 것이다. 오감융합기술의 활

용은 람자와 사용자의 텔 스와 몰입을 증가

시킬 수 있다. 람자의 시 람 몰입은 오감융합기술

의 활용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다. 오감융합기술을 활용

한 술은 람자의 오감에서 비롯하여 실재감을 증

시키고 람자의 몰입과 감성 역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는 람자의 감성을 함양시키고 산업기술에 목되

면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아트에서 보여  람자의 감성

역을 확장했던 문화 기술  방식을 산업기술에서 차용

할 수 있는 활용가능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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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업의 활용 가능성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시가 

될 것이다. 근자에 열린 2010년 인천 인다 (Incheon 

International Digital Art Festival) 시는 아이폰을 통

한 술  활용을 시도하 다. 이 결과들을 가지고 산

업 역에서는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

러 컨버 스 시 에 술과 산업이 연계하여 미래 술

과 산업에 한 구체 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 방향은 술과 기술에서 오감융합기술을 

활용한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인간과 컴퓨

터의 상호작용) 연구를 비롯하여 모바일 아트 련부문

과 3D 시네마의 련 논의를 기 한다. 인터넷 아트와 

산업 활용의 경우에 HCI 연구를 활용하여 술과 산업

역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산업 으로 성공할 가능성

을 도출할 수 있다. 오늘날 미디어 컨버 스 가능성은 

술에서 모바일 아트와 문화산업에서 3D, 4D 시네마

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람자의 시 람과 화 

람의 몰입을 강화시켜나가는 방안이다. 산업제품에는 

네비게이션과 스마트 폰의 오감기술 활용의 증 로 

람자의 편의와 감성  향유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술과 기술의 지향 이 거리를 좁 가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아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트  분야에 걸쳐 

산업화, 콘텐츠화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융합 으로 연

결시킬 수 있는 신생 연구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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