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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멀티미디어시대! 디지털 시대! 이러한 수식어는 

현대의 다양성을 대변하는 말들이며 많은 이론가들

은 각자 사유의 지점에서 고유의 목소리를 내고 있

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는 바

로 ‘매체’에 관한 논의이다.

현대 영상미디어에서 표현되어지는 매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이미지의 ‘움직임’일 것이

다. 모든 영상매체의 움직이는 이미지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 단순한 결과로만 본다면 모

든 영상미디어는 스크린을 통해 재현되는 하나의 빛

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부분

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영상매체의 대중화로 영상 

속 비물질적 오브제는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침

투되어 있고 받아드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속에

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통해 작가들은 감정을 표현하

고 관객들은 공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움직임을 

동반한 비물질적 오브제에 대한 연구는 예술의 은유

와 상징성을 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라고 본다

[1].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매체의 다변화 속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시각적 재현방식은 피지컬 

컴퓨팅으로 이어졌고 소통을 통한 인터렉티브한 영

상매체의 등장은 시각을 넘어 촉각적 인지영역에까

지 세분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움직이는 

이미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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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는 “입체영상에서 시 지각 요소가 운동지

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입체영상에서 보여지

는 움직이는 이미지의 시 지각 현상이 운동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요소를 통해 밝히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움직이는 이미지의 확장

된 역할과 의미를 밝히는데 참고하였다.

최문선은 “현대미술에서 미디어아트의 위상-상

호작용성과 물성의 확장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

서 비물적 오브제의 특성에 관해 논하였는데 연구자

는 전통 오브제의 변화과정과 영상 매체의 관계성을 

통해 움직이는 이미지의 특성을 밝히는데 활용하였

다. 김미진은 “현대 미술안의 비물질 개념과 동양정

신의 관계연구”에서 “프랑스의 로베르 사전(Dic-

tionnaire Le Robert)에 따르면 비물질(immaterial)

은 “1. 물질의 형태가 없고, 기능과 관계가 없다. 2.

자연물질과 비슷하지 않다.

예민한, 비물질적 얇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형태

가 없는 정신적 해석에 더 가까운 비물질 개념은 최

근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루

어진다.“ 라고 했다. 이 논문 역시 비 물질적 오브제

의 개념적 정의를 밝히고 시각적 인지영역으로서의 

특징적 근거로써 활용하였다.

영상매체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동반

한다. 움직임은 상징을 통해 메세지를 전달함으로서 

표현도구로서의 네러티브를 형성한다. 그러한 움직

임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움직임에 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통적 오브제의 관점에

서 본 비물질적 오브제의 특성을 영상 미디어에 나

타나는 움직이는 이미지에서 그 개념적 정의를 밝히

고 사례분석을 통해 개념적 영역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둘째, 급속한 발전과 다변화 되어가는 영상기

술력을 바탕으로 융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매체예술의 사례연구를 통해 기본 분석 가이드라인

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첫째,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이미

지를 동반하였고 둘째, 프레임 기반의 스크린을 통

해 재현되며, 셋째, 1990년대 이후 매체로서 오브제

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비물질적 형식 

중 제작방식에서 각각의 분야별 차별화를 둘 수 있

는 8가지 영상물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영화의 탄생 이후 각 시대별 영상매

체의 기법적 특징을 대변할만한 영상작품이나 애니

메이션, 미디어 작가의 작품들로 셀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플래쉬 애니메이션, led, 홀로그램, 영화

기법, 컷 아웃 모션, 미디어 파사드의 8가지 제작방

법상 특징별로 제한하여 선정, 분류하였다. 그 연구

사례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1. 이론적 고찰에서 오브

제의 역사와 움직임의 역사를 밝힌다. 2. 움직이는 

이미지에 대해 비물질적 오브제의 관점에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시각적 인지관점에서 영역을 확장해 

본다. 3. 제시된 8가지 연구사례들을 각각의 제작방

식별 특징으로 분류하고 기존 연구사례들을 재구성

해 만들어진 틀을 이용해 분석하고 기본 가이드라인

으로 제안 한다 .

분석 틀로는 최문선의 “본인작품의 상호 작용성 

및 다 물성화를 기준으로 한 분석표“ Table 2와 임

상국, 김치용의 “제작방식에 관한 연구 분석틀” Table

Table 1. Production Method Cases

Production Year Artist Artwork Title

1 1989 Matt Graining ‘The Simpsons’

2 2009 e e nam ‘New Geumgangjeondo’

3 2010 Ryu su hwan Bobble Bobble Cook

4 2010 Julian Opie People walking

5 2011 Live Park 4D’s Hologram Sino Show

6 2014 Bill Viola 'Martyrs' Water'

7 2015 Jae hoo Your Eyes

8 2015 Media Artgroup Vroom Vroom Project Vroom V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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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이종한의 “미디어 파사드의 종류 및 형식”

의 3가지 툴[2] Table 4를 참고하여 좀 더 다양한 사

례에 맞도록 분류하고 새롭게 7가지 기준으로 정리

한 Table 5을 적용한다.

위 세 논문의 선정 기준은 영상매체에 관한 명확

한 분석기준이 없는 현 시점에서 최근의 영상매체에 

관해 연구된 논문들 중 영상매체 분석사례를 토대로 

분석 틀을 선정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오브제의 역사

4각의 경계를 가진 캔버스 기반의 전통회화에서

부터 스크린 기반의 현대 영상미디어 시대에 이르기 

까지 시각 이미지를 통한 메시지의 전달방식은 프레

임 안에서 다양한 오브제의 형태로 나타났다. 프랑

스어로 ‘프레임(cadre)’은 라틴어의‘quadratum’에서 

왔고 이것은 정사각형(carré)을 의미한다. 실제로 완

전 정사각형인 프레임은 드묾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원은 프레임이 어떤 물체로 개념화되기 전에 이것

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이미지 표면을 둘

러싸는 형태)로서 먼저 개념화 되었다[3]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고정적이었던 오브

제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고 영화의 탄생이후 움

직임을 가지는 새로운 오브제로 등장한다. 그 움직

이는 이미지는 오브제의 관점에서 전통적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1960년대 이후 예술에 수용된 오브제는 극도의 

산업화와 대중화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되면

서 미술계의 장르에 대한 구분을 와해 시켰고 총체

적인 예술로서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즉 예술과 대

중간의 상징적인 소통매체로서의 오브제는 그 경계

가 모호해지면서 비물질적인 요소 까지도 예술에 도

입하였던 것이다[4].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그와 관

련된 수용자 인식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은 ‘촉각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벤야민이 언급한 촉각성이란, 시각적 촉각성(Visual

Tactility)을 의미하는데, 벤야민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작품에 대한 인지과정에서 감상자는 작

품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지각하지만, 동시에 작품은 

관객들에게 그것을 촉각성과 비슷한 지각적 체험을 

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5].

오브제를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으로 나눠볼 

때 매체가 발전할수록 물질적 오브제는 점점 사라지

고 정신적, 시각적, 촉각적 오브제로서의 인지적 체

험만이 남는다는 특성을 알 수 있다.

90년대가 되면서 컴퓨터의 보급률은 전자이미지

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을 주도하고 미카엘 가움

니츠(Michael Gaumnitz)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오

브제의 완전한 탈 물질화가 이루워 졌음을 선언했

다.

"새로운 전자도구로 이미지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바뀐다. 즉 전통적인 회화에서는 고정적이며 영원했

던 이미지가 동적이며 잡을 수도 없는 동시에 그 발

생과정을 완전히 드러내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라져 

버린다. 유일한 이미지는 없으며 작은 천장을 통한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교활하게 침투하며 한없이 많

아진다. 미술관에서 고요했던 그것은 말하고 노래하

Table 2. Interactivity of the Artwork and Analysis Table based on Multi-Physical Properties

Method Type of Objects Basic Type Reappearance Method Production Method

Table 3. "Research Analysis Framework on Production Method" 

Type Screen Type Video Play Method

Table 4. "Type and Form Analysis Framework of Media Façade"
Artwork Title Year Keyword Interactivity Multi-Physical Properties Artwork Type

Table 5. Analysis Frameworks by Characteristics by Production Method 

Title Year Format Object Player Scree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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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춤추고 소리 지르기 시작 한다[6]."

또한 김현화의 “20세기 미술사”에서는 “데이터와 

정보가 재료들이 되어 그것들을 조작하는 새로운 방

법들이 컴퓨터와 함께 도래했다. 예술가는 물질세계

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자 회화나 오브제들을 조작한

다. 그것은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실제 재

료로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형태들을 표현할 수 있

다. 중력이나 마찰과 같은 힘들은 강조되거나 사라

질 수 있으며 오브제들은 상호 침투될 수 있다[7]."

라고 하였다.

앞에서 논의된 이론적 근거와 다양한 연구 사례

들을 보면 현대 영상미디어에 나타나는 움직이는 이

미지의 정의는 표현재료로서의 시각적 이미지는 존

재하되 실체는 없이 정보로만 존재하고 전원을 꺼버

리면 금세 사라져 버린다. 기계적 조작을 통해서만 

움직임의 네러티브를 가지며 관객과 상호소통 하지

만 스크린이라는 프레임 속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

는 시각적 비물질 오브제인 것이다.

2.2 움직임의 역사

현대 영상미디어에서 표현되어지는 이미지의 가

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움직임일 것이다.

장 엡스땅(Jean Epstein)은 움직임은 영상에서 가

장 중요한 지각요소라고 언급하였고, 독일의 형태심

리학자 루돌프 아른하임(Rudolph Arnheim)은 “운

동은 인간의 주의력을 끄는 매우 강력한 시지각의 

대상이며 모든 표현은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움직임은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여

러 분야에 융합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8].

움직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나타나는 8개의 발을 그린 동물에서

부터 사진기의 발명,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

프(Cinematographe)에 의한 영화의 탄생으로 이어

지는데 기계적 장치를 통한 움직임의 표현이라는 목

적에서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이어진다. 또한 회화사

에서도 움직임에 대한 표현현상은 나타나는데 마르

셀 뒤샹(Marcel Duchamps)의 <계단을 내려오는 나

부2>(1912),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의 <줄에 

묶인 개의 동학>(1912)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의 키네틱 아트에서 나타

나는 오브제의 움직임은 입체적인 요소로 3차원의 

공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오브제가 아

니라 공간성을 확보한 작품 자체가 오브제화 된 것

이다.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다다운동과 초현실주

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매체의 변화들은 백남준의 비

디오아트로 이어지면서 사운드, 빛 등의 비물질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였고 전통회화에서부터 

이어져온 고정적이었던 오브제의 이미지는 비디오 

아트의 탄생이후 동적으로 ‘움직임’을 생성하였다.

90년대 컴퓨터의 보급으로 전자이미지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을 주도하면서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움직임’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3. 사례 연구

전통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셀 애니메이션 기법

으로 초기에 제작된 Fig. 1 ‘심슨가족‘을 선정하였다.

손으로 그려진 그림을 기본으로 컴퓨터 처리과정을 

통해 재현되며 시각적 스크린 기반의 비물질 오브제

이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되는 방법인 3D 애

니메이션 기법으로 대표 작가로는 이이남 작가가 있

다. Fig. 2 '고흐 자화상과 개미이야기' 라는 작품은 

두 개의 모니터를 개미들이 오가며 그림의 조각들을 

옮기는 영상이다. 3D 모델링을 통한 모션 움직임이 

Table 6. Analysis Case 1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by Production Method

Title The Simpsons

Year 1989

Format Hand-drawing

Object Visual immaterial

Player Video player

Screen TV Screen

Movement Cell animation using the hand-drawn pictures and computer processing

  Fig. 1. Analysis Case 1 – Matt G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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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이며 스크린 기반의 시각적 특징을 지닌 비물

질 오브제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플래쉬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류수환 감독의 Fig.

3 ‘보글보글 쿡‘을 선정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 중 

일러스트, 플래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캐릭

터를 디자인하고 모션기법을 통해 움직임을 연출하

는 시각적 비물질 오브제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다음 사례로는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led

기법으로 서울 스퀘어에서 상영된 Julian Opie 의 

Fig. 4 ’People walking‘이다. 드로잉과 컴퓨터 작업

을 통해 인물의 신체적 특징 및 순간적 동선을 단순

화한 뒤 다양한 장르에 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기

계적 장치를 통해 움직임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전통

적 개념의 스크린을 벗어나 건물의 외벽과 같은 프

레임을 활용한다. 기본적 개념으로는 시각적 비물질 

오브제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레이져를 이용한 기법으로 '라이브 파크 4D'의 

홀로그램 공연 Fig. 5 ‘시노쇼‘를 선정하였다.

디스트릭트는 2011년 12월 11일 신 개념 놀이공

간 '라이브 파크 4D'에서 홀로그램 영상과 비보이의 

공연을 결합한 '시노쇼'를 상연 하였다. 신체의 물질

적 오브제와 홀로그램이라는 시각적 비물질적 오브

제의 결합 형태로 재현 방식상 시각적 특성을 기반

Table 7. Analysis Case 2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by Production Method

Title 'Portrait of Gogh&The story about ant'

Year 2010

Format Digital photo + 3Dmodeling techniques

Object Visual immaterial

Player Video player

Screen Led TV screen

Movement Motion graphic using the 3D program

  Fig. 2. Artist e e nam 'Portrait of Gogh & The story about ant'

Table 8. Analysis Case 3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by Production Method

Title BobbleBobble Cook Season 1

Year 2010

Format Illustration + digital drawing

Object Visual immaterial

Player Flv video player

Screen Digital TV screen

Movement Flash animation using the motion techniques of Flv program

  Fig. 3. Analysis Case 3 - Ryu Su-hwan

Table 9. Analysis Case 4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by Production Method

Title People walking

Year 2010

Format Photo + digital drawing

Object Visual immaterial

Player Transfer the video playing data to the monitor display

Screen Outdoor electronic board installed

Movement LED lighting effects using the motion effects

  Fig. 4. Analysis Case 4 - Julian O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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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매체이다. 융 복합적 오브제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시각적 비물질 오브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전통적 형식의 촬영을 기본으로 하는 영화적 기

법으로는 대표적 아티스트로 Bill Viola 가 있다.

Fig. 6 " Water Martyr " 는 런던 세인트폴 성당에서 

선보인 대형비디오 영구 설치작업인 ‘순교자(흙, 공

기, 불, 물)’시리즈 중 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비디오 

아트에서 slow motion 과 reverse motion 기법을 사

용해 시간이 느리게 가게하거나 거꾸로 가게 한다.

그러한 시간적 조작을 통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특수촬영을 통한 스크린 재현방식

의 시각적 비물질 오브제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사진 이미지를 기본으로 재편집, 합성하는 컷 아

웃 기법으로 작가 재 후의 Fig. 7 ’골든타임 2‘을 선

정하였다. 정적인 개념의 사진 이미지를 프로그램을 

통해 분해한 후 다시 의도에 맞게 재조합하여 새로

운 상징적 이미지로 재현한다. 프로그램 Ae의 모션

기법을 통해 움직임을 연출하며 스크린을 통해 재현

되는 시각적 기반의 비물질 오브제이다. 분석 결과

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0. Analysis Case 5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by Production Method

Title ‘Live Park 4D’ Sino Show

Year 2011

Format Laser + photo, video

Object Visual immaterial

Player DLP project

Screen 3D image projection on the large transparent screen

Movement
Observation of the image penetrated by the light from behind the

hologram in front of the hologram

  Fig. 5. Analysis Case 5 –Sino Show

Table 11. Analysis Case 6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by Production Method

Title 'Water Martyrs'

Year 2014

Format Filming / cinematic techniques

Object Visual immaterial

Player Video player

Screen Digital video screen

Movement Slow movement using the high-speed cameras

  Fig. 6. Analysis Case 6 - Bill Viola

Table 12. Analysis Case 7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by Production Method

Title Golden Time2

Year 2015

Format Photo + digital editing

Object Visual immaterial

Player Video player

Screen Digital screen

Movement Cut out techniques using the motion effects

  Fig. 7. Artist Jae Hoo 'Golden Ti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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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빔‘을 이용한 미디어 파사

드 형식으로 Fig. 8 “프로젝트 부릉부릉”을 선정하

였다. 미디어아트 그룹 ‘부릉부릉’의 작품으로 학교 

셔틀버스에 빔 프로젝트 영상투사를 이용한 것이 특

징이다. 확장된 프레임 개념의 스크린 방식으로 시

각적 기반의 비물질적 오브제로 분류 할 수 있다. 분

석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4. 새로운 비물질 오브제의 등장

위에서 밝힌 8가지 작품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영상미디어 시대에 나타나는 스크린 기반의 

움직이는 이미지는 시각적 특성을 지닌 비물질 오브

제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형식의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모두 비물질 오브제라는 하나

의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엔 최근에 나타나는 매체의 

특성으로 볼 때 그 세분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피

지컬 컴퓨팅을 통한 인터렉티브적인 매체들 Fig. 9

이 그러한 예이다. 터치스크린 기반의 비물질 오브

제나 Haptic을 통한 촉각성 VR재현이 실현되면서 

단순한 개념의 시각적 비물질 오브제의 개념은 세분

화 되어져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또한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렉티브한 작

품들 Fig. 10 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관람자의 입장이 

아닌 참여자의 입장에서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여 즐기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의 특징을 볼 때 전통적 관점의 오

브제 개념의 확장을 넘어 인지적 관점의 오브제로 

세분화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8가지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의 전

통적 관점으로서 비물질 오브제의 개념을 확장된 영

역으로써 시각적 비물질 오브제로 정의해 보고자 한

다. 그 이유는 앞서 제시한 비물질 오브제의 사례들 

외에 또 다른 관점으로서의 촉각적 매체들이 등장함

으로 인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며 그러

한 매체들에 대한 사례분석은 향후연구로서 좀 더 

깊게 다뤄보고자 한다.

5. 결  론

현대는 이미지 시대이다. 특히 영상이미지가 대

중 속에서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매체의 발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술력을 바탕

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들은 공학적 기반으로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시대에 영상매체에 대한 제작

방식 및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는 필수조건이라고 본

다. 또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든 표현 재료로서의 오

브제에 대한 개념은 뉴 미디어 시대에 와서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스크린을 통해 재현되는 이미

Table 13. Analysis Case 8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by Production Method

Title Project Vroom Vroom

Year 2015

Format Projection mapping

Object Visual immaterial

Player Video playing through direct projection through the beam projector

Screen Building façade including building walls

Movement Movements using the motion effects

  Fig. 8. Analysis Case 8 –Group ‘Vroom Vroom’

 

Fig. 9. Touch screen-type tactical immaterial objects. 

(Haptic, VR guantes)

Fig. 10. Interactive-type tactical immaterial objects. 

(Camille Utterback, External Measure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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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가상의 이

미지가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현실의 물리적 요

소가 형태를 잃어버리고 가상의 이미지가 되기도 한

다. 이처럼 다양화 되고 융합화 되는 현상은 뉴미디

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며 연구되어 져야 할 이유

인 것이다. 영상매체의 대중화로 영상 속 비물질적 

오브제는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침투되어 있고 

받아드려지고 있는 실정이다.[9]

위 결과물을 통해 보여 지듯이 멀티미디어 시대

에 나타나는 움직이는 이미지의 다양한 매체들은 공

통적으로 앞에서 정의한 비물질 오브제의 특성을 가

지면서도 인지영역으로서 시각적 특성을 가진다. 또

한 스크린이라는 가상의 사각프레임 안에서 재현 된

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영상매체의 움직

이는 이미지를 동일한 오브제의 특성과 스크린 재현

방식으로 묶어 버리기엔 그 관련 분야와 미디어 작

가들의 제작방법론이 너무나 다양하며 복합적이고 

독창적이다.

새로운 인지영역으로서 촉각적 , 상호작용적 매

체의 등장은 단순한 비물질 오브제가 아닌 시각적 

비물질 오브제로 세분화 되어져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아직도 진행형이란 점은 본 연구의 필

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의 영상매체를 오브제의 관

점에서 비물질적 오브제로 정의 하였고 제작방법론 

사례연구를 통해 시각적 비물질 오브제로 개념적 확

장을 고취하였다. 하지만 사례분석에서 좀 더 다양

한 매체를 다루지 못한 점과 최근의 매체 경향을 깊

게 다루지 못한 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며 본 연

구가 앞으로 형성될 새로운 형식의 영상미디어에 관

한 제작방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본 가이드라인

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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