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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아트 를 들여다보다. 



목차 
• Everyware 의 인터랙 티브 미디어 아트  

 

• 모두가 즐겁게 Every ware 의 작품 회고록. 

 

• 내가 생각하는 인터랙티브 아트의 기술 이란? 

 

• 기술에 대한 나만의 생각 
 

 
 

  



 

 • Everyware"는  인터랙티브 미
디어아트 작품을 제작하는 미디어
아트 그룹입니다. 기계공학 전공을 
바탕으로, 정확한 프로그래밍 기획
을 통해 관객과 예술작품의 관계
를 역전시켜 관객들이 예술작품을 
만지고 느끼며 즐거워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  
 
 

오른쪽의 사진은 부부 방현우 작가님과 허윤실 작가님 입니다.  

 

 

 



관객과 예술작품의 관계를 역전?  

• 미술관에 가면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주의하는 말은 "작
품에 손대지 마시오"입니다. 하지만 빛을 재료로 디지털과 예술을 
결합한 미디어아트가 탄생하고 관람객의 행동, 말에 반응하는 인
터랙티브 요소가 추가되면서 작품에 공을 던지거나, 캔버스를 흐트러뜨
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전시회가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우
리는 더 이상  눈으로만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없어 진것 입니다.  

•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것은? 

•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술의 영역에서 인터 랙티브 아트란 재현하기만 하
는것에서 탈피 하여 매체를 통하여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로 인해 유발된 행위를 통
하여 과정과 변화를 담아내는 미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 미술 작품의 감상이 관람
자가 작품을 대면하고 이를 수용 하던 것 과는 달리 인터 랙티브 아트의 경우 관람자의 

개입은 작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일
방적인 작품의 수용 단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쌍방향의 소통을 시도 하는 미술 작품과 

작품을 경험하게 되는 관객 그사이에 변화 하는 작품까지도 포함 하여 인터 랙티브 아트
라고 일컫습니다.  



회고록 
• 아날로그 카메라와 텔레비전 이 함께 있는 이 작

품은 카메라를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사진이 찍히며 
그 사진은 텔레비전 속에 쌓입니다.  

• 미디어를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즐거웠던 추억들 수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나눈 

•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회고록  
이라는 작품입니다. 

• 이 아날로그 많이 가진 특유의 느낌은 컴퓨터 작업으로
도 재현하기 어렵고  

• Everyware 에서는 이러한 아날로그 작업이 다
수 보입니다.  
 
 

http://suwon-naeil.com/wp-content/uploads/2016/09/1137-5e.jpg


EVERYWAR 

 

• 모래 와 캔버스 움직이는 미생물  

• Oasis 

 

• 깨어지는 벽 

• The wall 

 

• Memoris 

•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진공관 텔레비전. 



영상 첨부  

• https://www.youtube.com/watch?v=_lVo-5c1e4o 

• http://scienceon.hani.co.kr/?document_srl=19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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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부의 작업을 보고 있으면 흡사 그 작품 하나 하나 는 관객들에게 이봐 이봐 나랑 얘기좀 
해 라고 말을 걸고 있 는것 같고 그 말을 들은 관객들은 그 작품을 바라 보며 호기심을 느끼고 만져
보며 물음을 던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만든 작가의 상상한 반응을  관객들에게서 찾
아볼 수 있 고 그것이 자신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이라면 작가는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브리웨어의 두부부 분의 작업은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VERYWARE 의 인터랙티브 아틀  를 보고   

•  내가 생각하는 인 터 랙티브 아트에서 기술이란 관람자의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관람자의 개입으로 
기존의 작업이 변화에 예측 할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정 이라고 생각한다.  

• 미술의  경계 가 무너지면  서 이제는  그 경계를 나누는 단어들이 무색하게 작업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기존의 틀을  벗어 나 고 있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재료와 요소를  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나 사진  찍지  마시고 전시회의 규정을 지켜 주싶시오 등의 틀을 부서 버리는 새로운 생각
을 가능 캐  한 것 같다.  인 터 랙티브 아트는 작가와 관객이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이번 시간에  알게 

되었고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생각 및 한 시선을 재현 하는 순수 미술과는 틀리
게 재현과 미디어 아트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어떠한 단어로 명명 할 수  있을 가. 말 그대로  트랜
스 아트 라고 생각한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