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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디지털 시를 효과 으로 분석하기 해서 디지털 시에 합한 분류와 분석 기 을 제시하
고자 한다. 디지털 시 분류와 분석에 한 선행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 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시의 개념과 형식의 변화에 쉽게 용할 수 있는 분석 기 을 정립한다. 디지털 시는 
상호작용 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기획과 형식에 의해서 자연 발생하는 객 참여에 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디지털 시 공간에 한 분류와 분석은 키워드 심의 개념  분류를 하고 있다. 이는 
시와 작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통 인 방법론이 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에서 시 

공간, 작품, 람객 간의 상호작용  계는 매우 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시에서 작품과 객 간에 이루
어지는 수행 인 분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객이 느낀 것을 토 로 시 분류에 직간 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의 분류와 구성에 한 해석을 해서 벤야민의 주장에 따라 
객과의 상호작용성과 한 객의 감각체험 분류와 재화를 참조하고, 채트먼의 서사구조에 기반을 

둔 미술 시 내러티  구조에 따라 디지털 시에 한 분석 기 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류 방법론이 시 
정보를 람객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디지털 시의 확장성과 근성을 
확보하는 선행 연구가 될 것이다.

■ 중심어 :∣디지털전시∣분류기준∣분석∣전시내러티브∣
 

Abstract

This research proposes a suitabl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standard for digital exhibition to 
analyze digital exhibition.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on digital exhibition classification, the 
necessity of the new standard is suggested and the analysis standard which can be easily applied 
to the change of concept and form of the newly emerging digital exhibition is established. Digital 
exhibition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lements of audience participation that naturally arise 
from exhibition planning and interactive storytelling format.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existing digital exhibition spaces are conceptual classification based on keywords. This is 
because traditional exhibition methodology has been applied in the process of classifying 
exhibitions and works. However, in digital exhibitions, the interactive aspect between exhibition 
space, works, and visitors become so important that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performative 
classification between the works and the audience in the digital exhibition. Accordingly, the way 
of participat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exhibition class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what the audience feel. In this research,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ssification and composition 
of the exhibition is based on Benjamin's argument which the classification of the sensory 
experience of the audience and 'Aktualisierung' closely related to the interaction with the 
audience. We also present analysis standard for digital exhibi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the art exhibition narrative based on the narrative structure of Chatman. This classification 
methodology will provide the exhibition information in a way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the visitors and it will be a precedent research that secures the expansion and accessibility of 
the digital exhibition. 

■ keyword :∣Digital Exhibition∣Classification Standard∣Analysis∣Exhibition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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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통 인 시 방식은 술작품을 일정한 규칙에 의

해 나열하고 배치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성이나 근성 

측면에서 시간과 공간에 한 불가역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디지털 시 환경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시는 매체 인 속성 변화에 따라 시 공간과 운  

환경에 한 많은 변화와 요구를 발생시킨다. 이제 

시장은 실제 공간에 해당하는 물성(物性)인 공간에서부

터 벗어나 물리  제약에 자유로운 비물성(非物性)인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 VR 기술의 등장에 의해서 가상공간 안에서만 

구 되는 시도 시도되고 있다. 한, 람자가 오 라

인 시 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시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통 인 작품과 

시 공간에 비해서 디지털 작품과 온라인 시는 그 

속성과 형식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시에 

한 공간 연출이나 시 특성에 한 분류와 분석 기

은 여 히 개념 인 근에 머물러 있다. 국내 디지

털 시에 한 선행 연구들은 이처럼 통 인 시에 

용되던 기 에 근거하여 최근의 디지털 시까지 분

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실제 람객이 디

지털 시를 이해하거나 근하기에 하지 않다. 따

라서 시와 작품의 속성을 근하기 용이한 새로운 분

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시의 분류와 분석을 한 선행

연구와 철학  근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의 의의와 

디지털 시의 새로운 분석 기 을 마련하여 앞으로 시

도될 시 공간과 형식에 한 가능성과 확장성에 해

서 논의한다.

Ⅱ. 디지털 전시 공간

1. 기존 디지털 전시 공간의 분석

이동민, 옥승진(2009)은 유비쿼터스 시 환경의 공

간인식 변화에 한 연구에서 체험  시유형을 직

 체험, 간  체험으로 구분하 다[1]. 장은경(2010)

은 디지털 시환경의 인터 티  시기법 연구에서 

디지털 시 환경의 구성요소를 Digital-Object, 

Digital-Time, Digital-Space, Digital-Person으로 분류

하 다[2]. 권순 (2010)은 디지털체험 시 의 체험

시유형에 따른 시연출 분석연구에서 디지털 시공간

에서의 체험 시유형을 참여형, 몰입형, 반응형, 감각

형, 유도형으로 구분하 다[3].

논문명 내용

이동민, 옥승진,
유비쿼터스 전시 환경의 공
간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체험적 전시유형 - 직접적 체험
(조작식전시, 인터렉티브전시 등), 
간접적 체험(정지영상전시, 특수
영상전시 등)

장은경,
디지털 전시환경의 
인터렉티브 전시기법 연구

디지털 전시 환경의 구성요소 - 
Digital-Object, Digital-Time, 
Digital-Space, Digital-Person

권순관,
디지털체험전시관의 체험전
시유형에 따른 전시연출 분
석연구

체험전시유형 - 참여형, 몰입형, 
반응형, 감각형, 유도형

이하나,
뉴미디어 아트의 조형적 특
성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 환
경 분석

뉴미디어 아트의 조형성 - 상호작
용성, 가상성, 네트워크성, 하이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복합성

강태임,
전시 디자인의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석

인터렉티브 전시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 감성적 유형, 행동적 유형, 
콘텐츠 유형

표 1. 기존 디지털 전시 선행연구의 분류

이하나(2014)는 뉴미디어 아트의 조형  특성을 활용

한 디지털 시 환경 분석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진 4가지 특성을 뉴미디어 아트

의 조형성으로 채택하고 상호작용성, 가상성, 네트워크

성, 하이퍼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복합성으로 나 었다

[4]. 한, 디지털 시 환경을 장은경(2010)의 디지털 

시 환경의 시구성 4요소를 인용하여 분석했다.

강태임(2014)은 시 디자인의 인터랙티  커뮤니

이션 유형 분석에서 시의 표 양식에 따른 유형과 

람객과의 상호 계를 바라보는 인터랙션 의 유형

을 하나의 인터 티  시의 커뮤니 이션 유형으로 

정리하여 감성  유형, 행동  유형, 콘텐츠 유형의 

시 커뮤니 이션으로 분류하 다[5].

의 [표 1]은 선행연구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고, 

아래 [그림 1]은 이를 통해 분석한 디지털 시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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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성과 유사성에 따라 선행연구들의 연 성을 도

식화한 것이다. [그림 1]에서 심  분류기 은 연  

연구에서 디지털 시 유형 분석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

를 가지는 유형인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가상성

(Virtuality), 행동  유형(Activity)을 기 으로 택하여 

구분하 다.

그림 1. 선행연구와 디지털 전시의 중심적 분류기준과의 연관성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 가상성, 행동  

유형과 같은 핵심 키워드를 심으로 개념  분류를 수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디지털 시를 분

석하는 기 으로 하지 않다. 디지털 시와 작품은 

통 인 시와 작품과 속성에 한 차이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 은 크게 기술  이슈, 동

작 환경, 참여형식, 설치 방법 등이 있다. 지 까지는 

습 으로 제시된 기 으로 시와 작품을 분류하고 기

존의 통 인 시 방법론으로 이를 용하 다. 하지

만, 디지털 시에서는 작품과 람객과의 시 장에

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인 면이 요해졌기 때문에 이

러한 분석 방법이 합하지 않다. 지 보다 디지털 

시에서 작품과 객 간에 이루어지는 계를 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행 인(Performative) 분석이 필요하

다. 이러한 분석은 객이 작품과 시 공간을 통해서 

느끼고 인지하는 부분을 토 로 이루어져야 한다. 객

이 시 분석에 일정부분 직간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석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재 

디지털 시에 합한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디지털 전시의 등장

최근 디지털 시의 사례로는 국내에 <모네, 빛을 그

리다展>이 있다. 이 시에서는 표 인상  화가인 클

로드 모네와 기타 인상  화가들의 작품을 디지털 아트

의 유형으로서 술과 미디어 기술을 결합하여 멀티미

디어로 표 되는 융·복합 아트인 컨버 스 아트

(Convergence Art)라는 표 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해 

람객은 커다란 스크린으로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는 모네의 

작품인 양산 든 여인을 컨버 스 아트로 표 한 작품이

다. 원본의 미술 작품에서 움직임이 없는 바람결에 흩날

리는 풀과 여인의 옷자락을 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으

로 표 하 다. 이러한 결과물은 기존에는 고나 패러

디 상과 같은 2차 작물에서 활용하던 기법이나 표  

방식을 술 시에 직 으로 활용된 사례이다.

그림 2. 양산 든 여인(1886) 컨버전스 아트

유명 술가의 작품을 텔 비  CF에 재생산하여 활

용한 시도들은 이 부터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

을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연계하는 

마 인 ‘아트마 (Art Marketing)’이라 한다. 소비

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러한 마  략은 소비생활

의 트랜드와 라이 스타일의 변화와 한 계가 있

으며, 이에 한 많은 연구가 여 히 진행 이다[6].

텔 비  고에서는 주로 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의 모나리자(Mona Lisa)나 앤디워

홀(Andy Warhol)의 팝아트(Pop art), 그 외 고흐, 모네 

등의 인상  화가의 작품을 심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

려진 회화들을 인용 혹은 차용하고 있다. 회화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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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된 CF의 로 화장품 기업 더 페이스 샵(The Face 

Shop)에서 고흐의 삼나무가 있는 밭(1889) 작품에 바

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자의 모습을 그려 등장시켰다. 이

와 같은 기법을 쓴 <모네, 빛을 그리다展>도 마찬가지

로 기에 비디오아트의 등장과 유사한 술 작품으로

서의 여러 가지 논란과 담론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Personal Structures – 

Crossing Borders 에서도 많은 디지털 시 작품들을 

시하 다. [그림 3]은 Orly Aviv의 Nervous Organ이

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자연 환경을 은 사진을 디지

털화(Digitization)시켜 새로운 비디오 아트로 표 하

다. 람자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은 체험을 4D

로 느낄 수 있다.

그림 3. Nervous Organ(2015) / Orly Aviv

그림 4. SUttobu Kage Ippai / A+K

[그림 4] A+K의 SUttobu Kage Ippai도 고베 비엔날

에 시된 작품이다. 람자가 직  참여할 수 있는 

작품으로 키넥트(Kinect)를 통해 람객 동작과 실루엣

을 검출하여 그 모습이 빔 로젝터를 통해서 컨테이  

안쪽에 비춰진다. 람객이 몸을 움직여 바람을 일으키

면 투사되고 있는 상의 실루엣이 사라진다. 스마트폰

을 이용해 람객은 자신의 실루엣을 직  찾아볼 수도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

트 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어 시되고, 람객들에게 

다양한 참여 경험을 제공한다.

와 같은 디지털 시와 비교하여 통 인 시장

은 작품의 고유성을 장에서 느낄 수 있는 물리 인 

공간에서 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통 인 시장은 시간 , 

공간  제약에 따른 근성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한, 통 인 시는 작품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발생

하게 되는 공간  한계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시는 실제 작품을 복제 

는 재구성하여 가상으로 재 하거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작품 등으로 기존 시장이 가진 근성과 한계

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다. 따라서 디지털 시

는 작품과 객의 직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특

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재는 작품의 원본을 시하

며 사실 정보에 입각한 작품의 고고한 분 기에 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상호작용 인 스토리텔링을 활

용한 시 기획과 재미 요소를 부각시키는 것이 요해

졌다. 한 정보의 공유도 비교  자유로워 장을 방

문하는 객만이 독 하여 감상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작품 람과 본인이 참여한 체험을 통

한 결과를 사진, 린트, 상, SNS 공유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 전통적인 전시와 디지털 전시 환경의 변화

의 [그림 5]를 살펴보면 통 인 시 설치에서는 

객보다는 시공간과 작품과의 계에 을 맞춰 

기획이 진행되어야 했다면, 디지털 시는 작품과 객

간의 계가 으로 변화하 다. 따라서 통 인 

시와 디지털 시는 그 목 과 과정에서 차이를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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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개념 으로 근하더라도 디지털 시는 물성

(物性)이었던 기존의 통 인 시에 비해서 비물성

(非物性)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은 분명한 상

이다. 

헤겔의 미학〈미학 강의 유고 Machgelassene 

ästhetische Vorlesungen〉(1835)에서는 인간,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물성에서 비물성으로 바 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한, 애니시 커푸어(Anish 

Kapoor)는 술의 고차원 인 목표는 비물질성이며 

술은 물성과 비물성의 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고 주장하 다[7]. 디지털 시도 마찬가지로 비물질성

으로 변한 것이며, 기존의 물성인 주제 시에서 바  

것으로 용해서 볼 수 있다. 술의 형식이라든지 

시 공간 등에서 변화를 살펴보면, 액자에 걸린 그림 작

품 주의 오 제 심으로 배치하는 방식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술 시, 상 시 등 멀티미디어 매

체를 활용한 콘텍스트 주의 개념 시가 많이 등장하

고 있다[8].

원본의 작품보다 복제된 작품을 감상하며 객이 작

품과 유희 으로 계할 수 있게 된 것도 디지털 시

만의 특징이다. 기술  복제가 “복제를 다수화”해서 원

본의 가상이 량으로 유통되게 되면, 그 복제된 것(가

상)이 “ 통의 역에서 떼어”져, “그때그때의 서로 다

른 상황 속에서 재화 Aktualisierung”될 가능성은 크

게 늘어난다[9]. 달리 말하면, 다수화된 가상이 서로 다

른 상황들과 다양한 맥락 속에서 ‘반복’된다. 복제가 기

존의 통  술작품의 권 를 흔들고, 그와 유희 으

로 계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한 이유는, 기술  복제

가 복제를 다수화시킴으로써 복제된 것이 다양한 맥락

에서 재화, 곧 반복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10].

이러한 기술  복제를 이용한 작품으로 “복제를 다수

화”함으로써 ‘가상’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 재화”가 

되어 객은 ‘유희’를 느낄 수 있다. 복제된 술 작품은 

기존의 통  술작품의 권 가 무색하게 기술  복

제를 통해 “ 통의 역”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반복’되어 객들에게 다가간다. 이는 술 작

품의 원본의 형태를 직  감상해야 된다는 집착을 벗어

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복제된 술작품이나 참여할 수 

있는 작품에 의미를 재고하는 것이 더 요해지는 과정

을 의미한다.

Ⅲ. 디지털 전시의 분석 요소

1. 전시와 현재화 

술 작품의 디지털 매체로의 복제 과정은 시  요

구에 따른 변화이다. 이 기술  복제를 추동한 시  

요구는 사물을 자신에게 보다 ‘더 가까이 끌어오고’, “모

든 주어진 것의 일회성을 그 복제를 수용함으로써 극복

하려는” 욕구다[9]. 이는 집합체의 신경감응에 기여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한다[10].

디지털 시의 작품형식은 조(Betrachten)에서 체

험(Experience) 심으로 변화하 다. 이는 객들이 

“사물의 모상을 가까운 곳에 가져와 포착”하고자 하는 

욕구를 술 작품의 복제뿐만 아니라 물질 ・비물질

 체험을 원함으로써 나타나는 상이다. 벤야민이 주

장한 기술  복제를 통해 작품들은 ‘집합  구성’이 된

다는 의미는 이제 “ 재화”가 된 작품을 객들이 체험

함으로써 “각자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를 ‘사용’, 해

석”하고, “그를 더 자신에게 ‘동기화’ 시킴”이다. 따라서 

작품은 결국 작가의 ‘개인  창조물’에서 객과 공유를 

통한 ‘집합  구성물’의 특성을 보유하게 된다. 이제 

객은 자신이 시장에서 본 작품들은 실시간으로 SNS

에 공유하고 ‘집합 인 감상’과 ‘토론 상’으로 확장시

킨다. 객은 이러한 감상자의 치를 넘어서 비평자 

는 토론자의 치로 그 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

라서 체험 가능한 디지털 작품을 시하는 경우에 객

이 작품 자체와 동화되어 집합  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차 요해지고 있다.

2. 전시 구성과 새로운 해석

시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작품에 한 

객의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획자는 

객이 시 의도와 배치된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아래의 [표 2][11]는 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써 시 내러티 의 구조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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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의 시 내러티 의 구조는 채트먼(Seymour 

Chatman)의 서사구조가 용된 표로서 크게 시주제

(스토리)와 시방법(담론)으로 나뉜다.

시

전시주제
(스토리)

사건적 요소
연대기적 사실, 
단편적 사실 내용의 

형식
사물적 요소

미술작품, 인물, 
배경

기획자의 재구성 이전의 사건과 
사물들

내용의 
질료

전시방법
(담론)

전시스토리 
구성방법

연대기별, 
장르별, 주제별 

등

표현의 
형식

표현 매체

작품, 진열시설, 
텍스트, 패널, 
모형, 음향, 
영상 등

표현의 
질료

표 2. 채트먼의 서사구조에 기반을 둔 미술 전시 내러티브의

구조

기획 의도에 따라 시를 스토리에 을 두고 내러

티  요소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시방법에 따라 구

성을 달리할 수 있다. 시 내러티 가 나타나기 해

서는 기획자가 스토리와 담론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하게 선택하여 시를 구성한다. 시가 작품

에 한 역사자료, 시  배경, 정보들을 통해 스토리

를 구성하게 되면 시 주체에 의한 구성 방법과 표  

매체에 따라 람객과의 상호작용이 생기며 내러티

가 발 된다. 결국 시 내러티 란 주체자의 의도에 

따른 선택과 배제, 과장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11].

따라서 시방법에서 스토리텔링과 다양한 표  매

체를 활용함으로써 작품 설명을 보조하면서 객은 맥

락에 한 정보를 얻는다. 미술 은 단순히 과거를 보

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와 미래의 양면 인 모습을 

설정하는 재 안에 놓여있다[12]. 미술 의 시 기획

이 단순하게 과거를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며 내러티 , 스토리텔링 등을 이용해 

재의 을 반 해야 한다. 그리하여 디지털 시도 

객을 해 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 구성과 

시의 맥락을 표 하기 한 연출을 으로 분류와 

분석해야 한다.

Ⅳ. 사례 분석

1. 분석 기준

디지털 시(작품) 분석 기

시
의 
맥락
표

담론

① 맥락적 정보 
제시

전시스토리에 대한 정보를 관객이 접
근하기 쉽고, 관객의 전시 이해를 돕
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② 전시스토리 구
성 방법

연대기별, 장르별, 주제별 등 어떤 표
현의 형식이 쓰였는가? 구성 방법에
서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들어가 작품
의 현재화에 도움이 되었는가?

③ 표현 매체

텍스트, 패널, 스크린 등 어떤 표현의 
질료가 쓰였는가? 이 표현 매체가 관
객을 능동적으로 작품 체험을 유도하
여 작품을 현재화되도록 극대화시켰
는가?

스 
토 
리

① 내용의 형식

어떠한 사건적 요소, 사물적 요소가 
쓰였는가? 이러한 내용의 형식을 선
택함으로써 내러티브적 요소가 이루
어져 작품이 관객에게 현재화되도록 
도왔는가?

② 내용의 질료
기획자의 재구성 이전의 사건과 사물
들은 어떻게 표현 하였는가?

감각체험
① 감각체험의 확
장성

관람자가 체험할 수 있는 감각을 확
대하였는가? 시각, 청각을 기본으로 
한 감각체험에서 공간 구성과 연출방
식의 변화로 다중감각체험을 할 수 
있는가?

근
가능성

① 관람자의 참여
가능성

작품에서 관람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술 활용으로 관람자가 작품에 
참여가 가능한가?

② 작품 형식의 
접근가능성 

작품 형식이 관람자가 작품에 접근하
기에 용이한가?

표 3. 디지털 전시 분석 기준

시에서 원본을 복제한 작품이나 미디어아트 작품

을 어떠한 원칙을 갖고 배치하고 활용해야하는지는 앞

서 말한 벤야민의 주장에 따라 객과의 상호작용성과 

한 객의 감각체험의 확장성과 시의 맥락표

에서 작품이 객에게 재화가 되었는가, 그리고 객

의 근가능성에 한 평가 요소를 구성하 다. 한 

채트먼의 서사구조에 기반을 둔 미술 시 내러티 의 

구조에 따라 시의 맥락표 으로 분류해 시와 작품

이 객에게 재화 되도록 시 내러티 의 구조가 쓰

는지를 통해 최종 으로 디지털 시 분석 기 을 세

웠다. 따라서 의 기 을 용해 2017년에 시된 디

지털 시들  세 곳을 표 사례로 정하여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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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시
의 
맥
락
표

담
론

① 

미켈란젤로의 생애와 그렸던 작품들에 대
한 다양한 맥락적 정보를 주제별로 나뉜 
전시공간마다 제시하여 관객의 전시 이해
를 돕는다. 전시스토리를 연대기별로 구성
하고 그에 대한 역사 자료와 시대적 배경, 
정보들을 제공하며 주제별로 파트가 나뉘
어있어 이러한 스토리텔링적 요소로 관객
이 작품을 이해하기 쉬워 작품의 현재화에 
도움을 준다. 관객은 다양한 매체로 현재
화된 작품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다. 표
현매체들과 위의 전시스토리 구성을 통해 
작품과 관객은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작품
은 곧 집합적 구성물이 된다.

② 
연대기별, 
주제별

③ 

스크린, 
텍스트, 

모형, 향기 
등

표 6. <헬로,미켈란젤로展> 분석 

자 한다. 

이 세 가지 분석 상은 람자 범 가 넓고 참여도

가 높으며, 매체 노출 빈도가 비교  높은 디지털 시

를 선정하 다. 그리고 시기 으로는 2017년에 진행된 

시로 한정하 다. 작품과 시에 문화 기술(Cultural 

Technology)이 폭넓게 용된 디지털 시에 한 분

석 방안을 제시하기 한 선정이다. 특히 [표 4]와 [표 

6]의 시는 다양한 기술 용을 통한 시방법과 표

매체로 최근 시 방향을 나타나고 있는 사례이며, [표 

5]의 시는 그에 비해 다소 형 인 시 람 특성

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디지털 전시 사례 분석

이
미
지

시
의 
맥
락
표

담
론

① 

모네의 생애와 그렸던 작품들에 대한 
맥락적 정보를 소개와 함께 파트별로 
나뉜 공간마다 그에 맞게 제시한다. 여
러 표현매체를 활용해 체험을 유도하
여 모네 작품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
다. 본 작품들을 SNS에 공유하여 현재
화에서 말하는 집합적인 감상, 토론 대
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전시스토리
의 구성은 시대적 배경, 모네의 이야기
와 작품에 대한 정보들과 같은 스토리
텔링적 요소가 들어가 연대기별로 구
성됨과 동시에 주제별로 파트가 나뉘
어있다. 이는 전시에 대한 관객의 이해
를 도와 현재화에 도움을 준다.

② 
연대기별, 
주제별

③ 

스크린, 
텍스트, 

VR영상, 3D 
맵핑 등

스
토
리

① 
연대기적 사실,
인물, 배경

내용은 모네의 생애를 전시스토리의 
주 흐름으로 인상주의의 배경과 모네
가 그렸던 주변 인물들과 같은 사물적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스토리 
요소들은 위의 담론과 함께 구성되어 
작품과 관객사이의 상호작용이 생기
며, 내러티브를 발현시킨다. 따라서 전
시와 작품이 관객에게 현재화될 수 있
도록 돕는다.

② 
단편적 사실,
미술작품

감각
체험

① 

영상 작품과 관객 참여 작품도 있어 시
각, 청각에서 더 확대되어 촉각 등 다
감각으로 체험이 가능하다. 이러한 감
각체험의 확장은 관객이 작품을 더 자
신에게 동기화시킬 수 있다.

근
가능성

① 
모네의 식탁 등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
하는 체험형 작품들이 많아 접근가능
성과 참여가능성이 높다. 관람자의 참
여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이 높을수록 작
품이 현재화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② 

1.낮음 2.중간 3.높음

표 4. <모네, 빛을 그리다展> 분석

이
미
지

시
의 
맥
락
표

담
론

① 

픽사의 역사와 시대별 나왔던 작품들에 
대한 맥락적 정보가 제시되어있다. 하지
만 전시스토리를 연대기별로 구성해 그
저 작품별로 파트가 나뉘어 그에 대한 전
시물들이 진열되어있어 전체적인 전시의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 관객은 실제 스
케치와 컨셉 아트 등을 가까이서 감상하
고 초기 픽사 애니메이션들과 제작과정
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표현 매체의 사
용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작품이 없고 오
직 관조형 작품만 있어 관객은 수동적인 
작품 감상에만 머물며, 전시 내 모든 작
품은 촬영 금지여서 관객들이 작품의 현
재화를 느끼기 어렵다.

② 
연대기별, 
작품별

③ 
스크린, 종이, 

모형

스
토
리

① 
연대기적 
사실,

미술작품

전시의 내용은 시대별로 애니메이션 각
각의 컨셉, 스크립트 아트 워크 등 제작 
과정이 담겨있다. 픽사 애니메이션 각 작
품마다 스토리와 관련된 구성이 부족해 
전시 내러티브가 발현되기 힘들어 작품
이 관객에게 현재화되기 어렵다.

② 
연대기적 
사실,

미술작품

감
각
체
험

① 

3D 프린팅 모형, 애니메이션 영상 등 관
조형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관객이 참
여하는 체험은 불가능하다. 단일 방향으
로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체험으로 분류
되어 감각체험이 확대되지 않았다. 따라
서 작품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해석되기 
힘들다.

근
가능성

① 관람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술 활
용은 없어 관람자의 참여가능성이 낮다. 
또한 관조형 작품들뿐이라 작품 형식의 
접근가능성도 낮다.② 

1.낮음 2.중간 3.높음

표 5.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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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토
리

① 

연대기적 
사실,

미술작품, 
인물

전시의 내용은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전시
스토리의 주 흐름으로 삼아 천지창조 등의 
미술작품이나 조각상 피에타 등 미술작품, 
인물과 같은 사물적 요소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스토리 요소들은 위의 전시의 담론
과 함께 구성되어 작품과 관객사이의 상호
작용이 생기며, 내러티브를 발현시킨다. 
따라서 관객은 작품의 현재화를 느낄 수 있다.

② 
단편적 
사실,

미술작품

감각
체험

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미켈란
젤로의 작품을 천장화로 만들어 압도감을 
주고, 미켈란젤로의 시를 향기로 표현한 
후각의 방 등 다양한 공간구성과 연출 방
식의 변화로 다중감각체험이 가능하다.

근
가능성

① 
스크린 속 작품의 움직임과 작품크기의 압
도감으로 관람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
형 작품이 있다. 하지만 작품에 직접 참여
가 아닌 감상하는 간접 참여이기 때문에 
작품 형식의 접근가능성은 높으나 관람자
의 참여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② 

1.낮음 2.중간 3.높음

Ⅳ. 결론 및 제언

통 인 시에 한 분류와 분석은 개념 인 기

이 선정되고 이러한 과정은 문가를 심으로 이루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벤야민, 채트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립한 시의 분류, 분석 기 을 제시하고 해당 기

을 바탕으로 사용자 참여를 심으로 디지털 시에 

한 분석과 분류를 수행하 다. 

해당 연구의 목 은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시에 한 개념과 형식으로부터 자유

도가 높은 참여 심의 분석 기 을 정립한다는 에서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는 상호

작용 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시 기획과 형식에 의

해서 자연 발생하는 객 참여에 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한, 디지털 시에서 시 공간, 작품, 람객 

간의 상호작용  계는 매우 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시 분류법에서 개선을 통해 디지털 시에서 작품과 

객 간에 이루어지는 수행 인 분류가 필요해왔다. 이

러한 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 기획은 객이 작품

을 재화할 수 있도록 시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

고, 체험형 작품들과 서사구조에 따른 시 내러티 를 

이용해 시 공간을 효과 으로 구성해야 한다. 디지털 

시에서 작품을 어떠한 원칙을 갖고 배치하고 활용해

야하는지는 시의 맥락표 에서의 재화와 객과의 

상호작용성과 한 객의 감각체험의 확장성, 객

의 근가능성, 그리고 채트먼의 서사구조에 기반을 둔 

미술 시 내러티 의 구조에 따라 분류해 기 을 세웠다.  

본 논문은 람객 심의 분류 기 에 한 필요성 

과 새로운 시 분류 방법론에 한 선행연구 수행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디지

털 시의 확장과 변화에 한 학문  해석과 용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람객들이 디지털 시를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더 확장된 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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