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9

http://dx.doi.org/10.7230/KOSCAS.2013.31.209

디지털영상으로써 

미디어파사드의 매체적 의미성 연구

I. 서론

II. 미디어파사드의 일반적 개념

Ⅲ. 미디어파사드의 종류

IV. 커뮤니케이션으로써의 미디어파사드

Ⅴ. 결과

참고문헌

ABSTRACT

이종한

초 록

멀티미디어 환경의 급격하고 다양한 예술적 변화와 함께 사회 인프라의 디지

털 첨단화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환경 건설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라 표현되는 도시 건축물 

전면의 대형 영상이미지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도시 공간속에 

녹아든 IT 기술은 이제 건축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시

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인프라적 확산과는 다르게,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여 야간의 경관조명이나 옥외 영상광고 정도의 수준에서 제도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미디어 표현의 다양한 시각적 예술성 표현의 가

능성 보다는 부정적 측면에서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미디어 파사드의 본질

적 개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미디어 파사드의 뉴미디어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찾아 도시 캔버스화라는 매체적 차원에서 의미를 분석한다. 이

에 따라 미디어와 파사드의 각각의 사전적 정의를 조사하여 미디어파사드의 본질

적 정의는 무엇인지 문헌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도록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 

미디어파사드 라는 용어는 한.중.일 3개국에서만 통용되고 서구권 나라들에서는 미

디어아트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미디어파사드는 

경관조명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분류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학술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용어이다. 예술분야에서 바라보는 미디어 파사드는 신 매체적 차원

에서 미디어아트의 한 분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도시 미디어파사드 정책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

야 할 것으로 보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한 조명연출이 아닌 도시의 캔버

스화라는 개념에서 예술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미디어파사드, 신매체, 도시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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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멀티미디어 환경의 급격하고 다양한 예술적 변화와 함께 사회 

인프라의 디지털 첨단화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환경 

건설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급격히 늘어난 건축물 전면의 대

형 영상이미지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도시공

간속에 녹아든 IT 기술은 이제 건축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미

디어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라 표현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영상, 정보기술(IT)이 결

합된 21세기 도시 환경의 새 트렌드이며, 대형 영상매체, 미디어

아트 표현, 도심의 정보표출, 옥외광고를 통한 마케팅적 수단 등

으로 그 매체적 기능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스크린

화된 도시 건축물 벽(surface)의 치장(ornament)으로써의 미디어 

표현에 있어서 영상 구현의 기술적 발전은 영상이미지가 내포하

는 서사성 또는 디자인적 이미지 재현은 무시된 채 무분별한 자

극적 이미지 노출만을 구현하고 있다. 건축과 관련한 수많은 규

제와 법안과는 달리 인간의 시각에 직접적인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mess)적 이미지와 디자인 자체에 대한 심미적 법규 

또는 권장사항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미디어 파사드의 개념조차 

확실히 정의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국내

외 학술연구에서 미디어 파사드 관련한 신뢰성 있는 학문적 연구

는 건축분야에서 경관조명 차원에서의 LED 설비 등 장치적 측면

의 기술연구로 한정되어 있고, 디자인 예술분야에서의 연구는 미

디어아트(Media Arts)로써의 순수작품성에 치중한 이벤트적 작품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명확

한 학술적 정의는 찾을 수 없었다.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비

롯한 많은 인터넷 백과사전 등에서도 아직까지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학술적 정의조차 미

비한 것이 미디어 파사드 연구의 현실이다.

1) “이 논문은 2012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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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의 표현에 대한 

확장성에 따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개

념적 정의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관련 분야의 깊이있는 연구가 진

행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미

디어 파사드의 디자인적 관점에서 시각 이미지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선행 연구로써 진행됨을 감안할 때, 미디어 파사드의 학술

적 연구가 미숙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명확한 객관적 정

의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그것은 새롭게 등장한 어

느 한 분야의 개념 정의는 그 시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계속해

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

의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의 여러 정의를 살펴보고 이 정의들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미디어 파사드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려 한다. 이 연구를 바탕

으로 향후 본격적인 학술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초석을 만드는 것

이 본 연구의 1차적 목표이다.

Ⅱ. 미디어파사드의 일반적 개념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학술적 

신뢰성을 가진 사전적 정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다만, 기존에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정의된 ‘미디어’와 ‘파사드’에 대한 각

각의 개념과 두 단어의 조합을 통해 미디어 파사드의 의미를 유

추해 볼 수밖에 없다.

‘파사드(facade)’와 관련한 학술연구는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정리된 파사드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어원은 라틴어 'Facies'에서 유래한 것으

로 얼굴(face)과 겉모양(appearance)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

며 건물의 입면 중 현관 측 정면과 거리에 면하는 입면으로 정의

할 수 있다.2) 파사드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옥스퍼드 영한사전

2) 정주희·김정태, ｢미디어파사드 건축물의 야간조명 특성분석｣, 조명전기설비

학회논문지, 24권 1호(2010), p.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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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에서는 

“건물의 정면(앞면), (실제와는 다른)표면, 허울”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인터넷 백과사전3)에서는 

“건물 전체의 인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건축물의 특징을 부각시킨 파사드

‘미디어(media)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4) 

마샬 맥루언(Marshal McLuhan)은 그의 저서 ‘미디어의 이해

(Understanding Media)’에서 “미디어는 메시지(message)다”라

고 하며 메시지는 정보로 가공되어 미디어라는 채널을 통해 전달

되는데 정보의 형식은 그 채널의 속성에 따라 규정된다고 하였

다. 매체의 재료적 형태적 속성에 의해 시각으로 전달 받는 모든 

정보 메시지는 매체의 형식에 규정됨으로 건축물을 통해 전달되

는 정보는 건물이라는 매체의 속성에 따라 규정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파사드와 미디어의 각기 다른 두 의미를 조합하면 미디

어 파사드의 개념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백승

철의 학위 논문에서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0017.

4) 고흥권·임채진, ｢현대건축표피의 미디어파사드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
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22호(200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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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가진 미디어(media)와 건축물의 입면

을 의미하는 파사드(facade)의 합성어로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건

축물의 외피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장치를 의미한다”5)고 정의

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식백과’에서

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하여 “건축물 외면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

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건축물을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6)의 한 

형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7)

문헌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파사드’와 ‘미디어’ 각각

의 의미와 합성어 ‘미디어파사드’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내

포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합성어인 ‘미디어파사드’

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대부분의 관련연구는 ‘미디어’

의 해석과 사용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는 없어지고 매체적 속성만

을 강조한 장치적 개념의 단어로만 사용하고 있다. 실제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 도심 현장에서도 미디어파사드를 바라보는 행인

의 시각은 영상의 예술성이나 내용적 측면보다는 그 자체의 존재

와 기술의 구현, 조도 등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많은 연구에서도 미디어파사드 구현에 있어서 영상이미

지의 픽셀크기를 줄이는 기술공학적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건축은 주거생활과 안전이라는 원칙적 의미 외에도 생활과 관련

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며, 한 국가의 역사성과 국민적 정서 까지

도 내포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건축의 파사드는 단순히 형

5) 백승철, “공공디자인을 위한 미디어파사드 평가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2009), p.24.

6) 기업들의 마케팅, 광고, 트레이닝 효과 및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 툴로 공항이나 호텔, 병원 등 공공 장소에서 방송 프로그램뿐만 아

니라 특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영상 장치. 기존 상업용 디지털 정

보 디스플레이(DID)에 주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관리 플랫폼

까지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7)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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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

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내

부의 형태와 무관하게 디자인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측

면에서의 매체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미디어 파사드는 단순히 장식적 측면에서의 건축 표피나 사

인 등의 광고물로 인지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 도시의 핵심적 특

징인 대형 건축과 현대 이미지 재현(representation) 기술의 핵

심인 영상미디어의 접목은 인류가 살기위해 소통했던 벽화의 확

장 개념에서 재정의 되어야 한다.

Ⅲ. 미디어파사드의 종류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의 파사드에 영상미디어를 이용해 움직

이는 파사드를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물질적 재료가 

아닌 비물질적 빛을 이용한 시각적 촉감을 이용한 건축적 의미의 

파사드 구현이다. 최근 재료의 발전으로 이 빛의 구현 방식에 많

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파사드의 

구현 방식도 급격하게 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미디어파사드는 빛의 장치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구분되고 의미

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결국 미디어파사드는 매체의 종류에 의

존적일 수 밖에 없고 매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직까

지는 일반적이다.

1. 프로젝션 맵핑(Projecting Mapping)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8)은 대형 프로젝트를 사용

하여 건축의 파사드 면에 직접 영상을 투영하는 일반적 빔 프로

젝션 방식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을 위

8) 기존의 건축, 조형물에 강한 빛의 영상을 투사하여 피사체의 표면이  바뀌어 

보이도록 포장하는 영상기법이다. 실제 오브제와 영상을 입체감이 돋보이도록 

절묘히 합성한 영상으로 현실을 한 차원 확장한 영상이라는 의미에서 4D맵핑

이라고도 불리운다. 네이버, www.naver.com, 검색어; 프로젝션 맵핑, 

2013.03.15., http://cafe.naver.com/graffitischool/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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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차원의 이미지를 3차원의 굴곡이 있는 표면으로 옮겨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건물, 조형물 등을 3D로 스캔 후 

표면의 굴곡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하여 영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면의 영상을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이 입체로 보여주는 착

시 현상을 활용한 광학적 기술이다. 더욱이 스크린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규모가 빔 프로젝터 한 대의 해상도만으

로는 영상이미지 크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형화됨으로써 여

러대의 빔 프로젝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엣지블랜

딩(Edge Blending)”9) 기술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프로젝

션 맵핑은 영구설치도 가능하지만 일시적인 이벤트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며 기존 건축물 고유의 파사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낮에는 운용하기 부적합한 단점이 있다.

 

그림 2. 서울남산타워 미디어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사례

2. LED전광판

파사드 면에 LED(Light Emitting Diode)소자를 이용해 판넬형

9) 하나의 대형 영상물을 연출하기 위해 두 대 이상의 프로젝터를 연결하여 사용

하는 기술로써 각각의 빔 프로젝터로부터 영사된 이미지들이 서로 중첩되어 

가장자리에 이중 투사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여러 대의 빔에서 분할 영사되는 영상은 마치 하나의 빔프로젝터에서 영사되

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게 된다.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 

각 프로젝터로부터 투사된 영상은 서로 25% 내외로 가장자리를 겹쳐주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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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제작한 디스플레이 장치로 벽면 등에 영구적으로 설치됨

으로써 건축물 등의 표면 자체를 대형 스크린으로 변화시키는 방

식이다. 이 방식은 밝은 낮에도 영상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옥외광고판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 미디어파사드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치를 위해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

해야 함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며, 무엇보다 영상 운용이 중지

될 경우 원래 건축물의 고유한 파사드의 특징 및 디자인 컨셉이 

훼손된다는 단점이 있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림 3. 옥외광고용으로 활용되는 도심의 LED전광판

3. 실외조명(Exterior Lighting)등 이용한 경관조명

실외조명을 이용한 방식에는 LED소자 및 네온(neon) 등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건축물 고유의 파사드

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설치를 위해 외관공사가 불가

피하며, 특히 시의회 등의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

인10)에 따라 조명연출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신규 건축물보다는 

기존 건축물들의 리모델링에 많이 적용되는 추세이다. 결국 영상

미디어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파사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빛(조

명)의 단순한 동작연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이성창, 도시경관을 고려한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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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외 경관조명을 이용한 빛의 연출

4. 실내조명(Interior Lighting)등 이용한 간접조명

건물 실내에 설치된 간접 조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대형 

건축물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더욱이 서울특별시 빛공

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법 적용으로 미디어파사드 구현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하지만 이미지 구현에 

색상 및 해상도 등 다양한 영상이미지를 구현하기 부적합한 매체

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프로젝션 맵핑이나 LED전광판 등과 같은 

화려하고 디테일한 영상 구현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5. 실내조명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5. 기타

앞선 살펴본 기술적 구현 방식에 따른 미디어파사드 종류 이 

외에 미디어월(Media Wall), 인터렉티브 미디어웨이(Interactive 

Media Way) 등 다양한 방식의 야외 미디어공간 연출 기법이 존재

한다. 하지만 이들은 건축물 고유의 영구적 “파사드”가 아닌 

일시적 이벤트로써의 예술작품 구현 및 공간의 뷰포인트(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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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연출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활용이 급증하는 “3D 홀로그램”이라 불리는 방식은 진

짜 홀로그램 기술이 적용된 것이 아닌 특수하게 제작된 투명하게 

보이는 스크린에 빔 프로젝션 방식을 적용하여 마치 공간에 입체

영상이 구현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이용한 방식으로써 주로 무대영

상이나 제품 홍보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광고에서는 투

명 LCD스크린 개발로 마치 홀로그램을 연출한 것과 같은 착시현

상을 일으키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결국 투명 LCD스크린을 제

외하면 대부분의 모든 시스템은 프로젝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미디어 장치 및 방식은 미디어

파사드로 구분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림 6. 레이저빔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과 매체에 따른 미디어파사드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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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스크린 형식 영상플레이 방식

프로젝션 맵핑 건축벽면 등 구조물의 표면
빔 프로젝터 직접투사를 

통한 영상물 재생

LED전광판 옥외 전광판 설치
영상물 재생 데이터를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전송

간접조명

실내등
실내 창문 등에 조명등 

설치

실내등의 시간차 점멸 

이용을 이용한 동영상 

구현

실외등 LED, 네온 등 외부 설치
모션그래픽 데이터 전송을 

통한 빛의 움직임 연출

레이저 빔 건축벽면 등 구조물의 표면
외벽이나 스크린 등에 

레이저 직접 투사

홀로그램 특수 디스플레이장치 설치
빔 프로젝터 직접투사를 

통한 영상물 재생

표 1. 미디어파사드의 종류 및 형식

Ⅳ. 커뮤니케이션으로써의 미디어파사드

인류 문명의 시작은 동굴에서 시작한다. 생존과 소통을 위해 

시작한 동굴벽화는 중세의 종교적 지배를 위한 우상화 작업을 거

쳐 오늘날 도시의 캔버스화로 확장되게 되었다. 원시의 소통을 

위한 매체였던 벽(wall)은 이제 건물의 거대한 새로운 벽(wall 

screen)으로 형성되었다. ‘알타미라’나 ‘라스코’ 동굴벽화에

서부터 오늘날 슈퍼그래픽이라고 하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파

사드에 이르기 까지 인류는 벽(wall)을 통해 끊임없이 시대와 사

회를 반영하고 기록해 왔다.11)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막

식에서 스타디움의 돔(dome)과 바닥, 퍼포먼스를 펼치는 사람들

의 몸 등 거의 모든 표면들(surfaces)은 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스크린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형상의 스크린들은 

그 위로 투영된 영상들과 함께 보는 이들을 스크린이 안내하는 

세계로 몰입시킨다. 기존의 사각 프레임이 아닌 현장의 관람객을 

포함한 대형 건축물 자체가 스크린이 되어 전달하는 메시지는 예

11) 최정은, 미디어 파사드의 하이퍼매개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5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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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기술이 결합해 표현한 미디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그림 7. 인간과 파사드의 소통

미디어 파사드가 미디어로써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도시공간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매개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아트

로 표현되는 이와 같은 기능은 건축물의 외피에 생동감을 부여하

고 도시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도시 경관적 차

원에서 일종의 조명을 예술적 도구로 승화시켜 도시 이미지를 디

자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도시의 캔버스화’라는 창작으로써

의 예술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술이 스튜디오 안에서 캔버스 위에 

생산되는 작가 개인의 창작물이었다면, 오늘날 유비쿼터스 컴퓨

팅의 발전 및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시 자체가 예술가들

에게 공유될 수 있는 커다란 캔버스가 되어가고 있다.

  

그림 8. 도시의 캔버스로써의 미디어파사드

도시의 빌딩들은 점차 개인적인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display)가 되기도 하고 게임 화면이 되기도 

한다.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대형스크린은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며 스크린을 통한 미디어 예술과 디자인의 경험을 오감으

로 확장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파사드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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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도시만이 가지는 개성적 이미

지를 표출하게 된다.12)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를 위시한 대형 스

크린의 경험은 우리의 몸과 시야를 스크린으로 둘러싸이도록 만

드는 환경적 스크린의 경험이다.13) 또한 이러한 스크린의 경험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 공간은 정보를 나누고, 타

자와 커뮤니티에 대한 상호관계성 및 유대감을 새롭게 형성한다. 

과거 미디어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영상 디스플레이 및 프리

젠테이션의 인터페이스가 되었던 스크린에 대한 개념은 이제 도

시 전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구현할 수 있는 확대된 

캔버스로 인식되며 그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다.

  

그림 9. 환경적 스크린으로써의 미디어파사드

Ⅴ. 결론

파사드는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디자인의 관점에서 볼 때 건물

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면을 말한다. 따라

서 많은 파사드들은 역사적이거나 지역적인 특색을 드러내며, 이

러한 속성 때문에 지역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미

디어 파사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어를 빌려온 듯하나, 건축적 

디자인보다는 대형화된 스크린를 통해 영상물을 상영하는 스크린

의 개념이 더욱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건축적 특색이 드러난다

고 한다면, 대형화된 스크린이 건축적 구성요소인 창문, 개구부, 

12) 천지은·김상욱, ｢미디어 파사드 사례 조사와 국내 현황과 문제점｣, 한국멀

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3권 1호(2010), p.118.

13) 이현진, ｢도시 미디어 스크린 경험의 확장: 거대한 캔버스가 되는 도시｣, 
디자인학연구, Vol.24. No.1(201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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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표면재질, 건물의 형태 등과 어떻게 구성되고 이러한 구

성요소 사이에서 어떻게 영상의 움직임을 배치하는가에 대한 방

법적 아이디어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디어 

파사드의 표현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은 건축의 표면(surface)에

만 머물러 광고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은 모두 ‘미디어’가 아닌 경관조명이나 옥외

광고와 혼동14)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

실의 배경에는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정책적 측면이 배경에 깔

려있다. 정부정책의 수많은 법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생

활 환경적 측면과 함께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건축주의 의식이 

직접적이고 막대한 수익과 연관된 옥외광고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실이 미디어 파사드의 예술적 디자인적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의 조화로운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미디

어 파사드의 디자인적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생활과 밀

접되는 주변 환경의 질적 변화를 통해 대중이 예술적 미디어환경 

속에서 심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 비롯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디어 파사드에 표현된 이미지 디자인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미디어 파사드의 명확한 의미 

파악을 위한 선행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정의되어 있

는 미디어 파사드의 의미가 건축적, 미디어적, 디자인적 관점에

서의 정의가 아니라 상업적 광고와 야간의 경관조명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술디자인 측면, 심

지어 건축적 측면에서 조차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고, 이를 하루 빨리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

는 것이 본 조사연구의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미디어 파

사드의 학술적 정의와 함께 디자인적 평가항목 도출을 진행할 것

이다. 여기서 도출된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미디어 파사드의 정량

14) 천지은·김상욱, 앞의 책,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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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를 위한 틀(frame)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방법의 

제시는 공업화 사회구조에서 발전된 서비스산업 사회구조로의 변

화에 발맞추어 가는 것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대

한 조형예술적 시각 경험을 통해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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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for the meaning of facade as media

Lee, Jong Han

With rapidly changing multimedia environment, various artistic 

changes and digitalized up-to-date social infra, urban environment 

construction based on culture contents has been activated. The 

large image in front of urban building that is expressed as 

media-façade, increasing rapidly in a recent period, is not a new 

thing at all. In addition, IT technology molten in city space is testing 

the possibility of new media through the meeting with architecture. 

However, unlike its infra enlargement, the definition about 

media-façade is not clear so the system was constructed in a level 

of night lightscape or outdoor image advertisement.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is the regulation from the negative aspect rather than 

the possibility of various visual, artistic media expressions. Therefore, 

it could not show essential concept of media-façade. Moreover, 

most of companies or building owners focus on short-term profit 

and marketing effect rather than prepare various contents so they 

can not use constructed infra properly. After all, in many cases, they 

discolor the meaning of media-façade. This paper is a pilot study to 

grasp the current definition of media-façade to construct right 

guideline of media-façade. On the basis of this study, it will prepare 

academic definition of media-façade and construct the guideline for 

design evaluation.

Key Word : Media-Facade, New Media, City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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