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론

과거 건축물에서 조명의 역할은 주로 어둠을 밝히는

데국한되어있었지만, 디지털기술의발 은건축물에

다양한미디어실험을가능하게하 다. 미디어 사드

(Media Facade)는 정보 달 매체인 미디어(Media)와

건물 외벽을 뜻하는 사드(Facade)의 합성어이다. 건

물외벽을 형스크린공간처럼활용하여메시지를

달하고, 미학 인 표 을 할 수 있어 디지털 사이니지

(Digital Signage)라고도 한다. 마노비치(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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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미디어 사드(Media Facade)는 건축물의 내·외 공간을 겸하며 건축에 디자인, 동 상, IT 기술 등이

융합되어건축물을 새로운 의미 공간으로 변모하게 하는 종합 정보 달 매체이다. 재 미디어 사드는

건축물의 외부 에 한정되지 않고, 상 매체 설치가 가능한 다양한 공간에서 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한 인터 션 미디어 사드는 단방향 커뮤니 이션에서 방향 커뮤니 이션으로의 변

화를 가져와 객들에게 장감을 더해 주고, 참여도와 몰입도를 증가시켜 효과를 극 화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인터 티 미디어 사드(Interactive Media Facade)의 미학 (美學的) 특징에 해 다각도로 살펴

보고, 련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인터 티 미디어 사드의 지향

에 해 고찰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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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rm 'Media Facade' is an integrated information-Conveying Medium that turns the

inside and outside of a building into a new meaningful space by converging with design, motion

pictures and IT technology. Media Facade is not only associated with the exterior of a building

but presents new experiences th the visitors in all available spaces where screens can be

installed. Moreover, interactive Media Facade has expanded the former one-way communication

to a two-way one bringing more sense of realism for the spectators and increasing attraction

and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 explor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interactive Media

Facade and analyzed pertinent cases; and based on domestic and overseas cases, I contemplated

upon the future objectives of interactive Media Fac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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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vich)가 얘기했듯이회화에서 화에이르는

의시각문화에서흥미로운 상 특징 하나는

임이라는 공간속에 있다. 이는 우리의 일상 인 공간

안에자리잡고있는 다른시각공간, 즉 3차원세계

의존재라는 상이다. 이것이 ‘ 통 인스크린’이라고

통칭되는 범주로서 스크린을 정의해 다. 형 인 15

세기 회화, 화 스크린, 그리고 컴퓨터 스크린은 크기

비율마 비슷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컴퓨터 디스

이의두가지주요형식의이름이회화의두장르를지

시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1]. 같은 맥락에서 건

물에 용된 미디어 사드는 일종의 통 스크린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미디어 사드에서 고려해야

할 은 우선 미디어를 표 할 공간을 확인하고, 환경

분석을 통해 주변 건물과의 조화, 조도의변화 미디

어 설치시 가시권 등을 살피는 것이다. 미디어는 스크

린 안에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창기미디어 사드는건물의외형 특징과주변환경

을고려하여제작되었다. 이것은건물의부분을차지하

는 하나의 요소로서 , 고, 정보 달 등에 사용

되었다. 그러나최근에는공공 술장르까지그범 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 미디어 사드는

PMF(Project Media Facade), LMF(LED Media

Facade)의 형태로발 하고있으며인터 티 요소

가 가미되어 방향 커뮤니 이션 소통구조로서 객

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미디어 사드의 가장 큰 특징은 형 상을 실시간

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커뮤니 이션할 수 있는 인터페

이스를 제공한다는 과 미디어 사드기술이 압도

인 크기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직 달하여 정보

달력의힘이증폭된다는 이다[2]. 로젝션매핑방식

으로과거에는평면공간에 상을투사시켰다면, 재

는 3D 입체 조형물에직 상을 투사하여 기존의 방

식에서탈피하고있다. 사각형의고정된 임에서벗

어남으로써 정보 달의 제한을넘어 인간 경험의 확장

을가져오게된다. 21세기포스트모더니즘 술은하나

의 주류로서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거 담론이

아닌 다의성(多義性), 우연성(偶然性), 주 성(主觀性)

을 가진 미시담론으로서 다양한 분야가복합 으로 결

합되고있다. 끊임없이변화하는세상에서기술과매체

상은끊임없이우리의내 , 외 형식을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술분야에까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연구의목 과방법에

해살펴보고, 제 2장에서는 트롱 뢰유 이미지의재

이 과거부터 재까지 어떻게 표 되어왔는지에

해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미디어 사드의정의, 종류

와 유형 표 기법에 하여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미디어 사드에 용된 인터 티 표 사례를 연구

· 분석한다.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앞의 내용을 기반

으로향후 인터 티 미디어 사드의 발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II. 트롱프 뢰

트롱 뢰유(trompe l‘oeil)란 랑스어로 ‘ 속임’으

로 착각하게 그린 그림을 말한다[3]. 이는 명암, 양감,

질감을 면 히 찰한 후 정 한 묘사를 통해 마치 실

제모습처럼재 하기때문에실물과구분하기힘든마

술과도 같다. 기원 5세기말에서 4세기 고 그리

스에서 활동했던 제욱시스(Zeuxis)와 라시오스

(Parasios)의 사실 이미지 묘사 경쟁에 한 이야기

나신라시 활동했던화가솔거가황룡사벽에그린소

나무를실제로착각한새들이날다가벽에부딪힌이야

기 등 실물에 한 재 의 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해져내려오고있다. 고 로마시 에는실내공간의

크기를 더 넓어 보이게 하기 해 벽면에 그림을 그려

표 하 고, 14세기 르네상스 시 에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원근법이 발견되어 미술에 사용되었다. 소실

을이용해원근감을표 함으로써실제공간에 다

른공간을추가로그려마치실제공간인것과같은착

시를일으키게 하 다. [그림 1]에서보듯이, 16세기

미 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1475

∼1564)가 바티칸 궁 (Vatican Palace) 내부 시스티나

성당(Cappella Sistina) 벽에그린 스코화는원근법

을이용하여실제공간에환 을만들어내었다.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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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캐나다 퀘백

(Quebac)시 올드타운에 있는 스코화는 12명의

술가들이 2500시간을들여작업한작품으로그안에묘

사된 건물이나 길은 실체와 흡사한 느낌을 갖게 한다.

20세기 들어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1886∼1957)

와 같은부류의아티스트들은많은 이모이는공공

건물에 규모벽화를그려 ‘멕시코벽화운동’을 이끌었

다. 이 벽화는 객들로 하여 건물외부에 치해 있

으면서도내부가훤히보이는듯한착시 상을일으키

게 한다.

그림 1. <시스티나 당 벽 > (1512), <Mural> (1951), 

<퀘  프레스코 > (1900)

이탈리아 음악가이자 순수 바디페인터 아티스트인

요하네스스토터(Johannes Stotter)는 자연에서 감을

받아 식물, 동물, 과일 등을 소재로 바디페인 작업을

하 다. [그림 2] 카멜 온(Chameleon) 작품을보면, 두

명의모델에게바디페인 을하여트롱 뢰유를시도

한것을알수있다. 카멜 온본유의색을살려움직임

을 표 한 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 실제와 같다는

착각을일으키게한다. 스토터와같은작가의등장으로

인해 벽면에 단순히 페인 하던 이 의 방식으로부터

인체를 자연의 일부처럼 표 하는 트롱 뢰유의 발

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 은 기존의 인식의 한

계를 넘어선 창의 시도로서 들에게 술의 새로

운 가능성을 보여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2. <Chameleon> (2015)

트롱 뢰유는보는사람을속이는것을목 으로하

기 때문에 주로 묘사하기 용이한 것, 묘사했을 때 객

의 에 그럴듯하게 보일 것을 상으로 삼아 왔다. 다

르면서도 같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는 오늘날에

도 여 히 트롱 뢰유를 통해 노정되고 있다[4].

시각을통해외부의정보를인식하는것은인간내부

의인지구조속에어떻게 표상되느냐에따라달라진다.

재구조화를 통한 재 이라는 방식의 시각화 시도는 회

화의 실주의를 비롯하여 트릭아트, 미디어 사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III. 미 어 사드  사례연

트롱 뢰유와 같은 속임은 회화, 상, 디지털 아

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하 고, 미디어

사드분야에까지 용이확산되었다. 그것은단순한

속임을 넘어선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이자 공간의 증감

을 의미한다. 3D 안경 없이입체효과를 수 있는이

유는 그림자를 효과 으로 사용하 고 조명과 치의

변화가 더해지고 원근법을 히 이용하 기 때문이

다[5]. 미디어 사드에서미디어는정보 달의수단으

로써 과의소통을기반으로발 하여왔다. 미디어

사드는 1928년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에

서 하루의 요 소식을 간략하게 보내는 "Zipper"로부

터시작되었다고한다[6]. 1993년에제작된 화 <시애

틀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in Seattle)에서 주인

공인 샘볼드 (톰행크스)이 애니 리드(멕 라이언)에게

사랑을고백할때, 엠 이어스테이츠(Empire State) 빌

딩 외 을 하트로 장식하 다. 이는 감정 없는 사물인

건축물에 감성을 부여한 미디어 기술의 확장 사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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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엠 이어스테이츠 빌딩은 1976부터 흰색,

노란색, 록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혼합 조명으

로 기념일이나 계 을 상징 으로 표 하고 있다.

그림 3. <Sleepless in Seattle> (1993)

우리나라 최 의 미디어 사드는 2004년에 건물 외

을 4330개의 디스크형 유리소재로 제작한 압구정 갤

러리아 백화 이다. 이 로젝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

담에 있는 UN Studio에서 맡아 LED 조명을 활용하여

건물 체를 으로 연출한 것이다. 그 후, 상암동

LG 텔 콤 본사, 신문로의 호 아시아나 본사, 서울

시청의 삼성화재, 서울스퀘어 등에서 미디어 사드가

등장하기 시작하 다. 이는 도심을 표하는 문화지표

로서 도시문화를 집약 으로 표 함과 동시에 기업

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켜 기업의 가치를 높

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림 4. <LMF & PMF 시>

기술 으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발 다이오드 LED를 활용하여건물 외벽

에 설치하는 LMF(LED Media Facede) 방식이 있다.

이 LMF방식은한번설치하면반 구 으로사용이가

능한장 이있지만, 처음 설치 시시간과비용이많이

든다는 단 이 있다. 두 번째는 건물의 외벽을 하나의

스크린으로 간주하여 로젝터를 건물에 투 하여 제

작한 PMF(Project Media Facade) 방식이다. 이 PMF

방식은 설치비용이 렴해서 건물 외벽의 특징을 살린

다면 다양한 장소에 활용이 가능한 장 이 있지만, 조

도(照度)로 인해 낮이아닌밤시간에 한정되어이용해

야 하는 단 도 있다.

 1. 미 어 사드   가지 [7]

LMF PMF

원리 사드 체에 치 사드  스크린 로 용

특징 지 적, 적
연함, 한시적  트적  
격  강함

비용

건물에 가로 치하거나, 
건립 시 고려 어야 함 로 
시간과 비용  높다.  
지비용  하루 5-6시간 가
동시 월 50만원 정도로 저렴
한 편에 함.

존 건물 벽  용하는 것
므로 적  비용 로  가

능. 지비용 측 에 는 주로 
행사나 트 시 단 간 

는 것   문에 
지 적  미 어 사드 

 어려움.

미디어 사드는 시각, 청각, 각 등 감각이 확장되

어 장소와 결합된 아트워크이다. 마셀 매클루언

(Marshall McLuhan)은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 ‘감각

의 확장’, 그리고 ‘몸의 확장’ 이다” 라고 하고, “인간의

모든감각이 총동원 되어 상을 종합 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인 커뮤니 이션[8]” 이라고 하 다.

이 듯이 미디어 사드는 인간의 감각을 공감각 으

로 확장시키고 있다. 미디어 사드는 미디어 아트의

연장선상에서 도시의 확장공간의 기능을 활용하여 이

에는 불가능 했던 참여와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

다. 인간과 미디어의 상호 작용을 넘어서 도시 간안

에서인간과인간, 도시공간과인간의직 인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안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9].

[그림 5] 작품은미국샌 란시스코에 치한 Bolt &

Dolly사에서옵티컬아트형식으로 로젝션맵핑을한

것이다. 이 작품은 1940년 후반 ∼ 1950년 반의

필름느와르느낌을살려화이트와블랙의선명한 비

효과를 도출하 다. 작품은 총 10가지 마법의 원칙

5가지개념즉, 변형(Transformation), 공 부양(Le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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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Intersection),순간이동(Teleportation), 탈출

(Escape)로 구성되어 있다. 캔버스를 들고 있는 로

팔의움직임에따라캔버스안에 로젝션맵핑으로투

된 시각 이미지들이 따라 움직이면서실사와 가상공

간으로 함께 환 을 만들어낸다. 이는 2차원의 평면

공간을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보이게 하는 가시효

과를 가지며, 의미론 공간의 확장을 의미한다.

그림 5. <BOX> (2013)

2016년 미국 로리다주 마이에미(Miami)에 치한

Mondrian South Beach 호텔에서 4일 밤 동안 미디어

사드를 목한이벤트성 티가진행되었다. 호텔옥

상에 치한수 장에스크린 체용으로총 250,000개

의 탁구공을 물 에띄어놓은 다음, 상공에서 로젝

트를쏘아 로젝션맵핑을시도하 다. 이미 2013년에

비슷한시도가있었으나, 장소가 소하고 로젝트규

모가작아 2016년 로젝트에비해효과는미비하 다.

이와같은 이스가스크린 없이효과를낸탈(脫)스크

린 미디어 사드의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ping pong pool projection> (2016)

미디어 사드가시작된이래건물외벽에 상을투

하던 방식이 아닌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탈

(脫)스크린 미디어 사드가 등장하는 등 색다른 표

방법이 등장하 다. 미디어 사드를 새로운 커뮤니

이션 도구로 활용하기 한 디자이 들의 도 시도

가이어지고있으며더나아가인터 션 인요소가가

미된 작품들이 나타났다.

IV. 미 어 사드  

인터 션은 ‘상호간의’ 뜻을 지닌 인터(Inter∼)와 활

동의뜻을지닌액션(action)의 합성어로상호활동 인,

곧 방향이라는의미를지닌다. 즉 인터랙션은개체성

보다는 계성에 한것으로사용자가최종매체상에

서 정보를 할 때에 일방 으로 정보를 공 받는 것

이아니라선택하거나 는받아들인정보에수정을가

할수있는 화성을의미한다[10]. 과거 미디어 사드

가 단지 외형 시각 효과에 주안 을 두었다면, 재

는 객이직 참여하도록유희 요소가가미된 방

향 커뮤니 이션 콘텐츠인 인터 티 미디어 사드

(Interective Media Facade)로 역이 확장되고 있다.

인터 티 미디어 사드의 가장 큰 장 은 참가자들

이 직 움직임으로 반응을 보이고, 이를 통해 미디어

조작이가능하며자신의메시지를던질수있다는 이

다. 인터 티 아티스트들은 람자들이 자신만의 내

러티 를 창조하거나 인터 티 작업과 련을 맺는

것을 으로 장려한다. 사실 선택 가능한 내용을 결

정하는 것은 여 히 술가들의 몫이지만, 참가자들이

이내용을가지고무엇을하느냐에따라수많은변이가

나타난다[11].

그림 7. < 렉티브 프로 스 과정>

랑스 리옹(Lyon)의 셀리스틴(Celestin) 극장에서

루미에르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터 티 미디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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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시도하 다. [그림 8]에서 보듯이, 원래는 일반

인 로젝션맵핑형태의미디어 사드로시행이되었

지만, 객이 건물 앞에 설치된 마이크 앞에서 소리를

내면, 오디오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건물 이미지가 변

이되는인터 션작업이었다. 디지털매체시 에 로

젝션매핑과같은기술은인간으로하여 공간을증감

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가능 한다[12].

그림 8. <Perspective Lyrique> (2010)

[그림 9]는 2011년 이 스테이션3(Play Station3)

고이다. 이 고는 Studio-Output에서미디어 사드

로젝션 매핑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촬 하 다. 모

두 3개의 에피소드 버 으로 제작되었으며, 총 6개의

X-Y-Z 로젝터를 사용하여 3Ds Max 와 Unity 로

그램을 사용하여 입체 으로 3D 공간을 재 하 다.

완벽한 인터 티 형식을 갖춘 미디어 사드 고라

고 할수는없지만, 상에 있어서 임 공간이 확장

된 사례이다. 미리 구성된 스토리 안에서 배우들이 실

시간으로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 이미지는 좁은 의미

의 인터 티 미디어 사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9. <Sony Realtime Projection> (2011)

작곡가 토마스 드보르작(Tomas Dvorak)과 시각 아

티스트덴그 고르(Dan Gregor)가 업하여 Archifon

I(2011), Archifon II(2012) 로젝트를 제작하 다. 이

로젝트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성당에서 이 포인

터와 음악을 목시킨 인터 티 미디어 사드이다.

객들이 성당 벽면 조각상에 이 포인터를 향하게

하면, 그 조각상에연결된음으로즉흥연주가가능해진

다. 이는 객들이 직 참여하여 다양한 화음으로 음

악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10. <Archifon I> (2011), <Archifon II> (2012)

콘트 스(Contrex)는 랑스에서 매되고 있는 생

수이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이 생수 고로 2011년

부터 2012년까지 총 2편의 미디어 사드를 활용한 콘

트 스 인터 티 고가 제작되었다.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콘트 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됨을 강조하며

여성들을상 로 고캠페인을 벌렸다. 3일 동안이벤

트로 진행된 이 고 행사는 랑스 장에 10개의 분

홍색 자 거를 설치하면서 흥미로운 경이 연출되었

다. 객들이 자 거 는 스텝퍼(steppers)와 같은 기

구로운동을시작하면페달 는스텝퍼의스피드에따

라 LED 움직임이 변하는 것이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자 거페달을밞으면자가발 으로음악과 LED 기

가흐르도록제작되었다. LED가 움직이면서남성의형

상이 나타나고, 곧이어 남성은 춤을 추며 스트립쇼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축하해요, 2000 칼로리(Caloire)

를 소모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생수 고가 끝나

게 된다. 2012년 고 캠페인에서도 30분씩 이틀에 걸

쳐 이벤트성 고 행사가 진행되었다. 약 2200여명의

참가자들이 11개의 스텝퍼를사용해 페달을 밟으며 운

동을하면, 호스에서 물이 화재가 난건물의불을진화

한다는 내용이다. 즉 페달을 밟을수록 물이 많이 나오

면서화재가 난 건물 안에있는 남성들을구출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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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화재가 진화되면 2000 칼로리를 소모했다는 문구

와 함께 객들은 물을 시원하게 마시게 된다. 인터

티 미디어 사드를 이용한 콘트 트 고는 의

흥미를 불러일으켰으며 인기를 끌면서 련기사가 나

오고 당사 랜드에 4.2% 매출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11. <Contrexperience I> (2011)

          <Contrexperience II> (2012)

2015년 헬싱키미디어 사드페스티벌 (2015 Media

Facade Festival Helsinki)에서 도시 지형에 맞춘 형

로젝션매핑이실행되었다. [그림 12]에서보듯이, 이

로젝트는 오디오 비주얼을 통해 미디어 사드와 인

터 션이 일어나게 한 것이다. 두 개의 모션 컨트롤러

에 네 명의 손동작 치에 따라 미디어 사드가 작

동되면서 시각 이미지인 상과 청각이미지인 음악의

인터 션이이루어졌다. 한 네명의 들이동시에

모션을 취하면 컨트롤로 이미지와 소리가 함께 제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2. <Conducting Senses> (2015)

인터 티 시장이 국내에서 아직 미미할지는 모르

나,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고 2편을 볼 수

있었다. 이 고들은 하이퍼스토리(hyperstory)와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퍼스토리란 하이퍼텍스트

(hypertext)처럼 디지털 작업에 사용되는 기술로서 단

어나문장을통하여사진, 소리, 비디오, 는 다른텍스

트 등 련된 모든 것으로 링크가 가능한 것처럼, 다른

버 의스토리에 객을연결시키는것이다. 이러한스

토리는 객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스토리 데이터

베이스에 근거한다[13].

그림 13. <보해 ‘월’ 렉티브 고> (2012) 

국내의 하이퍼스토리 고로 이하늬의 뉴트로지나

고와 한가인의 부산 보해 소주 고가 있다. 이하늬

의 뉴트로지나 고는 페이스북 고 마 을 활용하

으며 인터 션 요소가 가미된 고이다. 뉴트로지

나 고 모델을 선발하는 과정을 주제로 삼아 결국 참

여한소비자가모델로선발되는내용이다. 소비자의페

이스북 친구들의 사진이 고 간에 자동 삽입되면서

소비자는 고의일부분을차지하게되고, 고의주인

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가인의 부산 보해 소주 고

는 소비자가 한가인과의 가상 데이트를 1인칭 시 에

서 개해 나가는 것이다. 미리 짜여진 선택가능한내

용안에서소비자에게선택권이주어진다. 소비자의선

택에따라내용 개가좌우되는소비자참여형 고이

다. 이미게임분야에서이러한하이퍼스토리 개방식

은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밖에도 벽 낙서, SNS 등에서

도 볼 수있다. 이러한 하이퍼스토리 개는 객이가

진 다양한 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구성하고, 스

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객들이 객

체로 머무는 것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V. 결 론 

상 매체 기술이 발 해감에 따라 들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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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이로 인한 개인의 경험이 다양화되고 있다. 주

체에서객체로의일방 인메시지 달방식이아닌상

호작용에의한 새로운 의미 창조는 인터 티 미디어

사드가가진장 이라하겠다. 인터 티 미디어

사드는 건축물에 새로운 의미 공간을 더해 보는 이로

하여 장감과몰입도를높이고, 참여를유도하는효

과가 있어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본논문을통해미디어 사드의시발 이된트롱

뢰유가 과거에서 재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검

토하 다. 그리고 미디어 사드의 정의, 유형 활용

사례를 통해 미디어 사드의 주소를 살펴보았다.

재 새로운 커뮤니 이션의 시도로서 미디어 사드

에 한연구가다각도로진행되고있으며한걸음나아

가다양한인터 티 미디어 사드가제작되고있다.

이는 객들이 직 작품에 참여함으로써 몰입감을 높

이는효과가있으며, 단방향커뮤니 이션이아닌 방

향커뮤니 이션으로의발 을의미한다. 한 본연구

를통해국내 · 외 미디어 사드에 용된인터 티

표 방식을 면 히 분석하여 향후 디지털 미디어의 발

가능성울 제시하 다. 국내의 고를 통해 살펴본

하이퍼스토리 개방식은 방향 커뮤니 이션의

다른 방식을 보여 사례이기도하다. 재 국내 상

술에서인터 티 작품의 시도는 게임을 필두로 하

여 고, 행사, 디지털미디어등다양한매체에 용되

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디어 사드 분야에서

값비싼 작품 설치비 유지비 문제로 인해 일회성 이

벤트에그치는한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미디어 사드 분야의

명확하고체계 인 리체계가부재하다. 따라서미디

어 사드가무분별하게증가할경우, 우후죽순 고

이 생기는 것과 같이 오히려 시각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국내 상 매

체 기술의 발 은 상 표 기법의 개발, 스토리텔링

의다양성, 인터 티 미디어 사드작품들의새로운

창조로 연결될 것이다. 그 결과 미디어 사드가 하나

의매체에국한되지않고변이하는 술장르형태로

생되기를 바라며, 제작자에겐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작

공간의 확 이자 수익창출의 모델이 될것으로 기 한

다. 지역 특수성과조형물에개성을종합 으로고려

한 맥락 지향 인 콘텐츠 제작 미디어 사드 연출

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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