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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2011, with the spread of smart devices, large interfaces using the architectural space elements

here and there in the cities. Recently the desire for the data has increased, and, following the increase

of the range of use by the users, the communication utilizing various forms of interfaces is expected

to become more active. In the past, certain range of architecture or parts of the facilities were as the

interfaces, but, recently, the development of media technology and the display of various contents forced

the utilization of many elements of architectural space in the interface aspects that were not used in

the past. Accordingly, the research compare the relationship of the purpose, media environments, interface

technology, data form and so on and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what elements of architectural space

are used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interfaces used in digital art works. Especially,the research

wi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ing the trends in the interfaces of digital art works in the

mediation region of city information services, and propose how to apply such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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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 후반 컴퓨터 기술 및 활용 서비스의 획기

적인 발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환경은 공간지

능화(Ambient Intelligent), 디지털융합(Digital Con-

vergenc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다양한 기반 기술 간 융복합적 발전으로 새로운 패러

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첨단 기

술의 발달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로 가득한 새로운 도시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으

며, 도시생활의 여러 분야의 이용 규모 측면에서 점

차 오프라인을 능가하는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소비

가 일상화되고 있다[1].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사용자의 잠재적 관심과 정

보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이

용확산과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건축공간

요소를 인터페이스 면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

고 있다. 정보 사용자의 잠재적 관심과 정보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이용확산과

더불어 사용자 측면의 그 이용범위가 매우 커질 것으

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컴퓨터는 점점 지능화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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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차세대 웹 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

고 있으며, 디지털 컨버젼스 현상에 따른 기술과 매

체의 융복합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체 개발에만 치중되

어 있으며 도시 공간의 여러 물리적 요소를 활용한

인터페이스 적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현대 도시에서는 기존의 PC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주로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도시 곳곳의 물리적

공간요소를 활용한 인터페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대

형 스크린의 경우 개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소형의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의 경우 개인화된

맞춤형 컴퓨터로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개발 방향은 인터

랙션 방법, 디스플레이 기술 등 기술적 측면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에서 인

터페이스 활용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근미래의 지능형 도시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고 원활

한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고자하는 것이 궁극적

인 목표이다.

인터페이스의 다양화 현상은 최근 디지털아트 작

품에서도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보

다 편리한 인터페이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현재 디지

털아트 작품에서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사례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생활을 지원하는 정보서

비스의 인터페이스로서의 활용성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축술의 발달과 IT 기술의

진보로 변화된 인터페이스 환경을 살펴보고 도시생

활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서비스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쩨, 건축공간 요소를 활용한 인터페이스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기존의 디지털

아트 작품에서 사용된 인터페이스의 경향을 살펴보

고, 정보 사용목적, 매체환경, 인터페이스 기술, 정보

형식에 따른 특성과 인터페이스 면으로 활용된 건축

공간적 특성을 파악해본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아트

작품에서 사용된 인터페이스가 도시생활 지원 서비

스를 위한 매개영역으로서의 활용성에 대한 가능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페이스 환경 변화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과 건축기술의 획기적인 발

달의 결과로 등장하게 될 ‘지능형 도시’의 개념은 원

격모니터링,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제어를 통한 실시

간 도시시설물 관리 등 자동화된 상황인지 기반의

도시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능형 도시는 도시시설물

지능화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2]. 재택근무의 확산, 홈쇼핑, 스마트오피스,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원격진료 및 수술 등 새

로운 생활패턴이 등장하게 되었고, 정보공간을 이용

한 새로운 종류의 활동과 생활양식을 지원하는 고도

의 지적 능력을 갖춘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

vider)의 역할을 하는 에이젼트가 생겨나고 있다.

아래의 Table 1에서와 같이 지능형 기기나 공간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면 공간의 사용 목적, 영역별 특

성, 기기에 따라 주어진 인터페이스 환경이 다른 것

을 알 수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건축공간의 다양한

면을 인터페이스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출시된 구글 글래스(Google Glass)1)는

HMD (Head Mounted Display)가 장착된 컴퓨터로

서 스마트폰과 같은 핸즈프리(Hands free) 형태로

정보를 보여주므로 자연언어 음성명령을 통해 인터

넷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모바일 환경

의 확산에 따라 인터페이스 기술은 기기간의 연결성,

정보의 연결성, 서비스의 연결성, 공간을 컨버젼스화

시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선 환경과는 달리

장소, 기능, 사용자, 이용목적, 조작방식 등으로 스마

트한 특징을 요구한다[3].

2.2 인터페이스 환경 변화

근미래의 지능형 도시는 공간지능화를 지원하는

1) 구글 글래스는 무선통신망 지원, 고감도 마이크 및 스피

커 탑재, 음성명령을 통한 콘텐츠 공유 및 영상통화 지원,

측면부 터치 패드를 지원한다.(http://www.google.com/

glass/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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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faces of intelligent devices for the each architectural space

Cases

Residential
life

smart fridge

sleeping system
smart table(upper),
smart bathtub smart kitchen system

Entertainment

smart game table virtual treadmill Nintendo wii-sports immersive paintballing

Education

smart classroon virtual class book search kiosk e-book

Business
Support

smart conference
board

intelligence
office system

personnel smart board
video teleconference

system

Etc.

telematics HMD wearable computer
multifunctional
remote control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이며, 공간과의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인터페이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구글, 국내의 경우 다음

(Daum), 네이버(Naver) 등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공

간정보유통을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기업과 개인 등

공간정보 이용자 범위가 확대 되었고, OpenAPI를 활

용하여 각종 홈페이지에서 포털의 공간정보를 활용

한 응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4].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Smart GIS)의 시대로 진

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거, 건강, 문화, 교통, 방재

등 시민의 일상생활 밀착형 공간정보서비스의 발굴

및 추진과 더불어 그 실제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

통신, GIS, LBS, 공간정보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

중 소셜 미디어환경 서비스2)는 RSS, 트위터, 페이스

북, 딜리셔스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활용도가 상

2) 소셜미디어 환경 서비스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환경

일반, 대기/수질오염, 자연/자원, 쓰레기/재생자원, 에너

지/친환경 서비스 등의 환경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환경

정보제공,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 쌍방향 소통환

경을 구현하는 서비스

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가지며, 동영상의 활용도가

높고 모바일앱도 제공하고 있다[5]. 특히 서비스 목

적이 분명하고 지도 서비스와 연동하여 정보 전달성

이 매우 높은 경향을 띠는 증강현실기술 등 핵심기술

들의 활용고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6].

2.3 인터페이스 관련 산업 및 연구동향

최근 인터페이스 연구의 경향은 전자적 매체특성

과 인간의 오감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다. 시청각에

만 의존하였던 과거의 인터페이스 기술은 공간과 시

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인간친화적이며, 실감화를 지

향하는 차세대 휴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D 비디오/오디오, 촉각, 후각, 미각 등 새로운 미디

어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다[7].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기술(VR), 증강현실기술(AR), LED

기술 등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방법

으로 사용자와 접촉하고 있으며, 인터페이스 방식에

있어서 터치스크린은 휴대폰, 게임기 등 개인정보기

기로 그 활용분야를 넓혀가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어

느 곳에서든 사용 가능한 무선인터넷에 적합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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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on the Interfaces in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fields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domestic

visual and
auditory senses

actively carried out i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based on the intelligent
interface, like as the face recognition, the context awareness, and so on.

sense of touch
rapidly spread out and adapted focused on the IT products.
In the case of touch screens, it i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tion.

brain
rapidly progressed in the related fields, cognitive science, brain science, and so
on. some research cases on the non-invasive brain interface utilizations for the
measuring brain wave.

sense of smell
and taste

basic researches for the sense of smell and taste and ongoing developments for
the sensors and display devices.

foreign

visual and
auditory senses

'Smile Shutter' of SONY DSC, 'Eye Tracking' of Stanford Univ.

sense of touch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touch screen with the TFT liquid crystal display
and the optical touch sensor by SONY. 3D haptic interfaces for medical,
industrial, and game area are come into the marketby Immersion, U.S.

brain
'Emotive EFOC' by Emotive System, Australia, 'MindSet' by NeuroSky, U.S.
Sensor chips on the head of a paralyzed patient can control a TV set and the
computer in Cybernetics, U.S.

sense of smell
and taste

Drunk driving prevention system by Nissan Motor Co., Japan. 'Taste Display
Device'by TriSenx, U.S., was developed to confirm the taste of the potato starch
wafer with the specific
liquid solution.

용 스마트기기 및 시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8]. 마이크로소프트(MS)는 여러 손가락을 동시에

쓸 수 있고 다중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

운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멀티터치(Multi-touch)"를

규정하였고, 터치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미래 컴퓨팅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하였다[9]. 빌

게이츠(William Henry Gate Ⅲ)는 2008년 CES 기조

연설에서 ”애플의 휴대폰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컴

퓨터 등 종래의 키보드나 마우스와는 달리 터치, 음

성 등의 인터페이스가 키보드와 마우스의 영역을 대

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0].

국내외 인터페이스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면[11]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이와 같이 현재 기술의 진보가 사용자의 요구를

넘어서는 시기에 진입하였고, 인터페이스는 제품, 기

기, 시설 및 공간과 사용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써 건축공간의 인터페이스면의

활용성에 대한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인터페이스 환경 변화

우리가 생활 속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정보교

류, 의사소통, 네비게이션, 오락, 교육 등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TV와 같은 ‘상자의 시대’

를 벗어나 우리 환경에서 지능적으로 활동하는 행동

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지능형 도구, 건축공

간의 파사드, 개구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소통의 영

역은 근미래 도시민에게 새로운 인터페이스 시대를

열어주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이전까지는 사용

자가 제품이나 공간을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목표였다면, 미래는 인간의 사

고나 의사소통 방식에 맞추어 사용자의 경험을 스마

트공간에 반영하는 것이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될 것

이다[12].

3.1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인터페이스

최근 매체로서의 컴퓨터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

터페이스는 인간과 컴퓨터간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의 전달, 작업의 수행과 같은 상호작용을 위한 지점

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사용자 경험의

인지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

용자 경험의 제시를 위한 환경으로서 연구되고 있다

[13]. 기존의 PC 스크린만을 인터페이스로 사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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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king interfaces with the facade of buildings

Interface methods Cases

utilizing
mechanical
devices Aegis Hyposurface,

Birmingham, 1999

FLARE Facade, WHITEvoid
Interactive Art & Design, 2011

Aperture, Prototype,
TheGreenEyl+Sengewald, 2004

projection

Jump, Bremen, 2007 Digital Kakejiku Live, 2006
Evolution, Luminale,
Frankfurt, 2004

illuminant

Blinkenlights, Berlin, 2001 Stereoscope, Toronto, 2008
BIX Communicative Display Skin,
Kunsthaus Graz, 2003

LED

Twist and turns Uniqa
Tower, Vienna, 2006

Chelsea Art Museum,
New York, 2010

Media Facade, Palazzo dell'Arengario,
Italy, 2007

customized
technology

Dexia Tower, Brussels, 2006 GreenPix, Beijing, 2008
Galleria Department Store,

Seoul, 2004

과거와는 달리 최근 이동성을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

와 거리 주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크기

와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만날 수 있다.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과 건축기술의 획기적인 발

달의 결과로 등장하게 될 미래의 지능형 도시는 원격

모니터링,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제어를 통해 실시

간 도시를 제어하고 자동화된 상황인지 기반의 도시

로서 도시시설물과 도시의 여러 건축공간의 지능화

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공간의 특징은 디지털 미디어와 접목

된 감각의 공간으로 인간과 공간이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그 공간을 구성하는 표

피(Surface)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되어 인간과 상호

작용하게 될 것이다[14].

3.2 매개영역으로서의 건축공간

도시의 물리적 공간은 종래의 형태, 기능의 고전

적 건축관에서 탈피하여 공간사용자인 인간의 행동,

감정, 기억 등의 유기적인 반응에 변화할 것이다. 이

렇듯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과거와는 달리 미래

의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험(Exper-

ience)”이 될 것이며, 개인적인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현실화하게 될 것이다.

쌍방향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지능화의 가

장 큰 특성은 지능의 작동이 개별 사물의 단위를 넘

어 공간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며[15], 상

황인지(Context-aware) 등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하

게 되기 위해서 사용자는 공간과의 원활한 커뮤니케

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매체의 가장

큰 특성인 상호작용성은 메시지의 흐름을 일방적이

고 일면적이 아닌 다면적이고 쌍방향적인 것으로 이

루어지게 하는데, 정보흐름의 다면적 상호소통성은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호환과 결합을 더욱 강화

시켜 시ž공간의 제약없이 전달, 수용이 가능한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다[16]. Electroland가 디자인한

'Target Interactive Breezeway at Rockfeller Center'

(2006[17])는 전자적 상호작용 공간으로 건축공간의

구성요소인 벽과 천정이 LED로 이루어져 고객의 위

치와 경로를 추적하면서 다양한 칼라의 변화를 보여

주는데, 아직은 고객 개개인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시

각화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이러한 공간과의 커뮤이

케이션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환경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고층건물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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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framework for the interface cases of digital art works 

Criteria Details

purpose of information

usage

housing/residential life, leisure/ entertainment, education/learning,

business support, etc.

media environment mobile device, PC level, TV screen, large size screen, the air

interface method
flat planar imaging, projection,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LED,

immersive environment (CAVE), hologram, etc.

information type text, picture, image, sound, performance, etc.

architectural space element floor, wall, ceiling, facility, the air, complexed element

기술의 결합은 건축물 스스로가 정보매체를 담고 있

는 가시적 형태로 시각적 측면에 집중할 수 있는 인

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아래

Table 3과 같은 사례에서 보면 기계적 장치의 활용,

투사방식, 일루미넌트, LED, 기타 인터페이스 방식

에 따라 도시공간의 물리적 공간을 인터페이스로 활

용된 사례특성을 엿볼 수 있다.

4. 2011년 이후 디지털아트 작품의 인터페이스 

사례조사

4.1 사례수집의 대상 및 방법

앞서 이론 고찰을 통하여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

른 도시의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고, 인

간, 도시공간, 테크놀로지와 인터페이스와의 관계 파

악을 통하여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인터페이스의 활용성을 파

악하기 위해 사례 조사대상을 2011년 이후 최신의

디지털 아트 작품에서 실험 및 연구되고 있는 인터페

이스를 중심으로 한다. 국내외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미디어아트 연구소 및 인터페이스 연구소의 개발 시

제품, 국제 세계박람회의 전시물, 그 밖의 세계 각국

의 디자이너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이든

인터페이스라는 매개를 통하여 사용자와 인터랙션

이 가능 작품 75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수집한 인터페이스 사례는 디스플레이 유형

에 따라 평명영상을 활용한 사례 19개, LED를 활용

한 사례 5개, 투사방식이 5개, 복합방식이 28개, 기타

14개 총75개의 사례이다. 이 중 건축공간의 사용면과

지능형 도시공간의 인터페이스 환경으로서 적용 가

능한 사례를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평면영상 4개,

투사방식 4개, 복합방식 7개, 키넥틱 3개, 총 18개 추

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해보았다.

4.2 사례분석의 틀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특정 기술이나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

니라 사용자가 공간 내의 맥락을 고려하는 최적의

인터페이스 환경 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 사례분석의

틀은 앞서 언급한 이론고찰과 연구자의 선행연구[18]

에서 사용한 사례분석틀을 기반으로 하여 5개의 분

석틀을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사례의

인터페이스를 정보사용목적, 매체환경, 인터페이스

방식, 정보유형, 사용된 건축공간요소를 기준으로 그

관계성을 분석한다.

4.3 디지털 아트 작품의 인터페이스 사례 분석표

선정한 18개 사례의 인터페이스는 정보사용목적,

매체환경, 인터페이스 방식, 정보유형, 사용된 건축

공간요소를 기준으로 그 특성을 분석해 보았는데, 다

음의 Table 5와 같다.

인터페이스로 사용된 건축 공간 요소는 과거 주

로 건축물 내외부의 입면이나 바닥면을 많이 활용하

던 추세와는 달리 건축공간의 다양한 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장소의 매우 광범위한 부

분을 인터페이스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으며, 건축공간의 특정면 외에 허공(공중)을 인

터페이스로 활용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기

존에 한쪽 방향의 면만을 사용하던 것이 공간 내의

다중면을 활용하고, 물리적 공간이 만들어내는 허공

또한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 활용 측면에서 많은 참여

자의 행위나 목소리, 또는 작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에 의해 작품 이미지가 활성화 또는 중첩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도시의 물리적인 건축면 또는 내부의 시설물을



Table 5. The interface cases of digital art works 

Case Outline and the purpose of information usage
Media

environment
Interface
method

Information
type

Architectu-
ral element

-Emotion forecast for urban screen(2011)
-Estimation of the dynamic awareness like as the weather
-Emotion forecasting service depend on the weather change
<Source: http://www.benayoun.com>

Large size
screen on
the facility

flat planar
imaging

text +
image

facade of the
facility

-Mirror No.12(2013)
-Color video projection for the live moving picture from the
camera
-Output with the distorted audience image using the line
<Source: http://www.bitforms.com/>

Angle
mirror

flat planar
imaging
(sensing)

image facade

-Tunnel Around the World(2012)
-TAW connects the some countries, and share images, vitual
realities, spatial interactions, echo-sounds and music.
-Tele-virtual reality installation makes it possible for people
to be connected.
<Source: http://www.benayoun.com/>

flat screen
flat planar
imaging

overlapped
image

facade

-Your Cosmo(2013)
-Using LED panels, Cultural cooperated framework was made
up with the point of view from the space to the earth.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world were displayed with LED
modules like as LEGO blocks using social media technologies.
<Source: http://www.aec.at/futurelab/en/>

LED panel
flat planar
imaging

pattern by
the square
module

facade,
floor

-DIY City 0.01a(2012)
-A multiuser participation project with the same type of the
game.
-Buildings and streets in the city were used as the canvas for
the 3D projection.
-The real time graphic environment in the urban space, “wiki"
<Source: http://www.specialmoves.com>

various
manmade
structures
like as

buildings and
streets in
the city

projection
(mobile device
for the input
device)

block
based
combined
image

urban facilities
(floor, wall,
facade,
structure,
etc.)

-Voyagers, in National Maritime Museum(2011)
-The new permanent audio-visual installation
-An introduction to the theme of the museum using the
archived show-case
-The design concept reminds the sensation of the sea itself.
<Source: http://www.nexusproductions.com>

large size
screen of
articles on
exhibition

projection
(wave
type)

text+
image +
film +
sound

multifacetted
on the

facilities (26
triangle
projection
planes with
the wave
shape)

-Another Life(2012)
-The largest permanent interactive public work in Europe
-It utilizes the infrastructure in the urban park
(controlled fountain, mist, lighting)
-The lighting patterns are made according to the visitor’s
movement.
<Source: http://www.haque.co.uk/>

large size
screen

projection
(multiple RGB
laser)

image
pattern

urban
infrastructure
(the ground
surface of the
plaza)

-Airborne(2013)
-The wall of the size of 900 m2 can converted into the
interfaces, and many participants can interact each other
simultaneously.
-When the smoke is emitted, the poetry is layered on it and
scattered.
<Source: http://www.lozano-hemmer.com>

large size
screen

projection
(different
types of
informa-
tion were
overlayed)

text+ fog+
shadow

facade
(crowded place
like as mall or
parking lots)

-Rien a Cacher Rien a Craindre(2011)
-The installation with the light and sound responds to the
movement of the audience.
-The faces and the movements of the audience are delivered
to the art works with the different types of media and display
methods.
-Utopia was explored with the digital technology.
<Source: http://uva.co.uk/>

complexed
(flat monitor
set+sensor
+audience
space(the
air)+light
tube)

complexed
(flat planar
imaging+
projection+
interactive
lighting)

complexed
(image +
sound)

complexed
(screen on the
wall+the air+
facility+ceiling+
floor+body of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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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Case Outline and the purpose of information usage
Media

environment
Interface
method

Information
type

Architectu-
ral element

-Zimoun's Work(2013)
-Inside walls of the abandoned tank was utilized as the
installation of sound and performance
-The rhythmical soundscape can be made up with 329 curtain
balls.<Source: http://www.zimoun.net/2013-329.html>

urban
facilities
(inside wall
of the tank)

complexed

complexed
(sound +
perform-
ance)

wall

-Active Ecosystem(2011)
-The interactive installation in the airport
-The panel interface is changed from the movement of
elevators running through 3 floors with 14 outside panels
of the transparent elevators.
-Changes of outside environments and the movement of
inside people are linked and delivered to the panel
interfaces.<Source: http://camilleutterback.com/>

LCD panel

complexed
(image +
moving
elevator +
environ-
mental
change)

image
(color

patterns are
changed
by the time)

facilities inside
of the building
(the wall is
used)

-Marling(2012)
-Voices of the people on the plaza can make the interactive
animations to the air or the ceilings in the Netherlands.
-All of participants can enjoy the event and these public
memories, and present the sound and the animation
<Source: http://www.haque.co.uk>

the air
(Space)

complexed
(light
beam +
sound +
image)

complexed
(sound+
image)

ceiling, or the
air inside, or
outside of the
building

-Voice Array(2013)
-The beating sound makes the flash light automatically with
the unique flickering patterns.
-The individual sound can be accumulated and converted into
the light image.
<Source: http://www.lozano-hemmer.com>

multi-facet

complexed
(sound +
white LED
+holosonic
speaker)

complexed
(funky
sound +
flash image)

multi-facet
inside the
building

-UNIQLO UT Truckshop(2013)
-The LEDs make the strips with “Visual System's Mobile
Light Sculpture”
-Using the ultra-book, it can be controlled easily with
patterns, colors, and animated images of the lights.
-Compositions with sounds and lights bring out the liveliness
of the city itself.
<Source: http://thecreatorsproject.vice.com>

LED panel

complexed
(flat
planar
imaging +
sound)

2D image
pattern

the side of
vehicles

-Kinetic Rain(2012)
-The Kinect art work in the departure area of Changi Airport
in Singapore
-The light weight aluminum components were made up with
the 608 modules in the shape of water drops.
<Source: http://angesleva.iki.fi/>

the air

Kinect
(controlled
by

computer)

3D image
pattern

the air

-Anamorphic Logos(2011)
-Logo sculptures in the air can form the 3D image patterns.
-Distorted patterns in the air delivered the brand images of
the company
-These void areas are made up with the walls and the sides
of the building structures.
<Source: http://www.artcom.de/>

the air and
the facility
facet by the
manmade
structure

Kinect
(controlled
by

computer)

3D image
pattern and
the lighting
image
projected
on the Logo
modules

the air, the
module and
the planar of
the structure

-Symphonie Cinetique: the Poetrie of Motion(2012)
-The kinect art works with various elements, compositions
and shapes merged the music and the mechanical
movements to amplify the synergy.
-the 5 types of Kinects perform the fantastic play with the
music themes.
<Source: http://www.joachimsauter.com/>

manmade
structure
by the
mechanical
movement

Kinect
(controlled
by

computer)

music+3D
pattern,
or the
reflected
image from
each module

the air, the
ceiling, or the

wall

많이 활용하는데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면적을

사용함으로써 대형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경향

이 있다. 이는 다중의 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출력된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활용되는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특이한 특징

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텍스트, 이미지 정보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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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정보까지 포함)의 특성에 따라 물리적 객체(또

는 건축면)의 소재와 조명(인공광원)의 효과를 중첩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객체의 질감에

따라 원래 가지는 정보의 특성이나 공간적 형태감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정보출력을 위한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기존의 물

리적 공간의 건축적 구성요소를 무한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술 분야에서도 여

러 기술을 융합한 실험적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광범위한 데이터의 활용이라

는 빅데이터 이슈와 더불어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라

는 정책과 함께 맞물려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등장

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면에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

기 위한 통로로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2011년 이후 디지털아트 작품

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도시의 공공

시설물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으로 인터페이스로 사

용되는 물리적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즉, 인터페이스를 위한 단순한 기계적 매체가

아니라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적 공간을 사용하여 정

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있으며, 이는 다중사용자가 동

시에 인터랙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동시성을 보여주

는 점이다. 정보유형 측면에서 나타난 특성과 같이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및 다른 여러 효과를 접목하

여 융합적인 형태로 디스플레이되는데, 이는 우리 생

활에 필요한 생활지원서비스의 분야별 정보특성에

따라 적절히 접목하여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 시각화’에 응용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확산

으로 모바일 기기와 도시의 물리적 시설물과의 상호

작용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디지털아트 작품

을 통해 실험되어진 인터페이스 방식을 활용하여 우

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사용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

보 간 간섭에 대한 해결점 및 주광(晝光)으로 식별이

원활하지 않은 점,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물리적 면

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 기존의 건축적 요소와 정보

디스플레이와의 관계 등의 인터페이스 구성에 대한

핵심 고려사항을 추출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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