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랙티브아트 개념과 특징 
미술의 영역에서 인터액티브 아트란 재현에서 탈피하여 매체를 통하여 관람자의 참여를 유
도하고 그로 인해 유발된 행위를 통하여 과정과 변화를 담아내는 미술을 말한다. 따라서 기
존 미술 작품의 감상이 관람자가 작품을 대면하고 이를 수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인터액티브 
아트의 경우 관람자의 개입은 작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게되어 보다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일방적인 작품의 수용단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쌍방향의 소통을 시도하는 미술작품과 작품
을 경험하게 되는 관객, 그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 피드백을 통한 순환 혹은 그 제반 작용
을 통해 변화되는 작품까지도 포함하여 인터액티브 아트라 일컫게 되는 까닭이다.
이제 작품은 작가와 관람객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들 사이에서 생장과 소멸을 거듭
하는 일종의 체계가 되어 작품과 관람자 그리고 그 체계를 고안한 작가조차 그 결과를 정확
히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the wall
http://everyware.kr/home/portfolio/the-wall/
oasis

미디어 아트란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관객과 상호작용(‘인터랙션 interaction’, 
‘인터랙티브 interactive’라고 부른다. 이후에는 ‘상호작용’ 대신 미디어 아트
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겠다)을 작품의 주요 요소로 보는 예
술 장르다. 어떤 형태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미디어다. 마
셜 맥루한도 ‘미디어는 메시지’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런 확장된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 아트는 모든 예술 장르를 포함한다. 그래서 인터랙션이 있는 작
품을 ‘뉴미디어 아트’로 좁혀서 지칭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미디어 아트를 
‘뉴미디어 아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낯선 장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어디에선가 만지고 클릭하고 놀았을 그 미디어 아트다.

미디어 아트는 컴퓨터의 등장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역사가 짧다. 미디어 아

트를 비평하는 언어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다. 전통 미술 관점에서 보
면, 미디어 아트에서는 작가의 세계관이나 미학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작동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그래서 특정 부분을 만지면 움직이거나, 모니터를 클릭하
면 멋진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작품이 대부분이
다. 미디어 아트는 관객의 미적 감성을 자극하거나,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
선을 제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전통 미술 분야의 비평가들은 
미디어 아트를 약간 낮은 예술 장르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허윤실, 방현우 작가는 미디어 아트가 미학적으로 낮은 장르가 아니
라고 말한다. 미디어 아트는 관객이 참여해야만 작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작
가는 완성된 형태를 대충 그려보면서 예상할 수 있을 뿐이다. 미디어 아트가 
게임 같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미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스토리도 정교해야 하고, 관객이 몰입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하고, 시
각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한다. 미디어 아트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통 미술 장
르와 다르기 때문에 비평의 언어도 달라야 한

에브리웨어의 작업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이 <오아시스 Oasis>다. 
미디어 아트 분야의 유명한 전시회인 시그래프(Siggraph, 2008년)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2009년)에서 선보였던 이 작품은 관객들이 
모래를 헤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니터에서 물고기들이 움직이게 만든 것이
다. 관객이 모니터를 만지면 그것에 반응해서 물고기들이 이동한다. 대부분
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해변에서 모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집에 있는 어항에서 물고기를 길러보았을 수도 있다. 
내 손의 움직임에 따라 실제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던 경험을 <오
아시스>에서는 디지털로 구현했다.

기계 매체의 특성 때문에 미디어 아트에서는 관객과 나누는 인터페이스가 
차가운 작품이 많다. 에브리웨어는 관객이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모래를 인터페이스로 삼았다. <오아시스> 작품에서
는 실제로 따뜻하게 덥힌 모래를 사용했다. 모래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은 세
상 어디에서나 같았다. 인터페이스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만든다는 점이 에
브리웨어 작품의 특징이다.

[<오아시스 Oasis>, http://everyware.kr/home/portfolio/oasis/ ]

에브리웨어는 아날로그 매체도 즐겨 사용한다. 컴퓨터가 너무 압도적인 성

능을 지닌 범용 기계라서 다른 미디어들이 휩쓸려 지나가 버렸다. 전자총을 
이용한 아날로그 모니터라든지 마그네틱 카세트테이프에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이 있다. 카메라 렌즈 앞에 셀로판 종이나 스타킹을 대고서 피사체를 찍
는 느낌은 포토샵으로는 얻을 수 없다.

이런 고유한 맛을 하나씩 주워 먹고 싶어서 아날로그 미디어가 에브리웨어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작품이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브라운관 텔레
비전을 이용한 <회고록 Memoirs>이다. 관객이 카메라를 바라보면 자동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이 찍히고, 이 사진이 텔레비전 화면 속으로 떨어져 쌓인다. 
관객은 아날로그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결합된 작품에서 추억을 회상하면서 
동시에 인터랙션이 있는 작품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즐길 수 있다.

아래의 <벽> 작품이 그렇다. 스크린에 공을 던지면 화면이 산산조각나면서 
부서진다. 물론 영상만 그럴 뿐 실제 벽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아래 사진에
서 보듯이 이 작품에는 아이들이 강하게 몰입했다. 한 아이는 급성 중독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섯 시간 동안 공을 던졌다고 한다. 또한 디지털 미



디어에 익숙한 아이들은 가상 상황을 금세 인식하면서 작품을 가지고 놀았
다. “기다려봐, 다음 판이 나와!” 아이들은 이것이 가상의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게임처럼 한 판을 깨면 다음 판이 나오는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미디어 아트의 인터랙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공을 누가 던지든 

화면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깨지고, 모래를 헤치는 사람이 누구든지 예정된 
방식대로 물고기가 움직인다. 그렇다면 나에게만 특정한 인터랙션은 없을까? 
내 감성을 건드리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는 불가능할까? 그러려면 작품
에 학습과 기억 기능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작품과 인
터랙션 했는지를 기억하고 학습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 지금
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방식의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 가족, 친구, 동
료, 또는 반려동물은 나를 기억하면서 나에게만 특별한 방식으로 인터랙션하
다. 생명체는 기억과 학습을 할 수 있어서 개체를 구별할 수 있다. 미디어 
아트 작품이 놀라운 경험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차갑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