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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human and computer interaction becomes a hot researching area such as in HCI ,
games , and other digital media researches. Here interactivity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digital media and its meanings refers to technical methods of
changing or creating

texts and to possibilities of shifting the relationship of creators and

consumers. However , when interactive art is recognized as a form or a genre of arts and
interactive artwork is recognized as a work of art , it is often compared with traditional arts ,
and criticized in the perspective of the aesthetic experiences that artwork provides in between
audiences and the artwork. I think that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of medium could be the
reason for this kind of critique but the programmed condition of medium that interactive
systems ontologically have also becomes the reason

for this.

Thus , by looking at the

meanings of interactivity in a diverse contexts and comparing it with interactive experiences in
the traditional artwork , this research aims to
the core concept of

11

find what they can share each other and think of

interactivity , 11 and finally look to how interactivity in interactive artwork can

be matured.
요약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HCI 나 게임 등의 상호작용 미디어롤 사용하는 다양한 문맥

에서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인터렉티비티는 그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들 논의에서 인터렉티비티는 상호작용성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직접

생산，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형식적 방법론으로부터 이롤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즉 작가와 관객
의 경계롤 허물고 민주적 가치의 부여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때때로 인터

렉티브 아트가 하나의 예술적 장르나 형식으로 인식되어 예술적 평가의

대상이 될 때， 기존 전통예

술에서의 작품과 관객의 심미적이고 인식적 상호작용성을 기준으로한 예술적 감흥의 정도로써 비교
되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의 냉정한 가치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고는 이러한 경향이 매체의 짧은
역사성에 기인한 문제이기 보다 인터렉티비티가 기반한 구조적 형태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

며， 인터렉티비티의 의미를 내러티브 인터렉티비티의 분석의 관점에서 다양한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또한 전통적 예술에서 관객이 작품과 상호 교감하는 예술적 경험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경험이 컴퓨터를 기반한 인터렉티브 아트의 경험과 어떻게 같은 점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인터렉티브 아트의 인터렉티브한 경험이 예술적 경험의 영역으로 어떻게 한걸음 더 성숙될 수 있을
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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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과 방향

컴퓨터를 이용한 상호작용 시스템은 프로그래밍된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

래밍은 외부적으로 그 시스템이 정지되도록 제어되지 않는 이상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

적으로 프로그램된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내부적으로 ”닫힌 순환 구조”를 지니게 된다.
상호작용 형성을 위하여 그것이 디지털적이든 아날로그적이든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부로
부터의 인풋을 읽고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구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연결 과정

을 시뭔스 프로세싱을 통해 처리를 해주는 형식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닫힌 형식의 순환
구조(closed 1∞p) 는 인공생명 시스템 등의 자체적 창발성을 가지는 생성적 코드로서 그
구조를 열어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적인 형태의 인터렉티브 시스템을 이

야기할 때 대다수의 접근들은 여전히 그리고 태생적으로 프로그램된 코드에 기반한 위와
같은 시스템을 기반하고 있는 것이 사설이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예술인 인터렉티브 아트 역시 이
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가진다 1) 현재까지 진행되고 발표된 많은 인터렉티브 아트

작엽들 역시， 그 소통 수단으로써 컴퓨팅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객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액션을 인식하는 믿을 만한 인풋 시스템과 새로운 형식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복잡한 아웃풋 시스템을 구현해 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본인은 이러한 인터렉티브 시스템에 대한 이해 하에 인터렉티브 아트를 접하며

그 소통방식에 있어 새롭다 신기하다， 재미있다 혹은 그 소통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지 제작 방식을 궁금해 하는 형식적 태도와 접근 그리고 관객의 참여를 중시하고 열린
텍스트로서의 수용자와 생산자의 구별을 허무는 민주적 생산 방식을 옹호하는 입장을 접

한다. 또한 참여 자체의 의미와는 별도로 인터렉티브 아트를 예술의 한 형식이나 장르로
인식할 경우 일반적 예술의 체험과 그것의 제험을 예술적 감홍의 정도를 기준으로 비교
하며， 예술적 작엽으로서 그 가치를 평가하려는 태도 등 인터렉티브 작엽에 대한 많은 관

점과 엇갈린 평가의 기준을 접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엇갈린 평가들 가운데 인터렉티브

아트의 비평의 지평은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인간이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인터렉티브 아트의 역사 경험상 현재 섣불리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후대에

이루어질 논의의 대상으로 마루는 경우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비평과
매체적 접근들은 매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를 고려한 시간적이고 역사적 접근보다
1) 상호작용 예술이라 말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아트는 흔히 컴퓨터 미디어를 예술적 생산 매체로써 사용할 뿐

아니라 인간과 컴퓨터의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예술적 경험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접근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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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체 존재론적이고， 구조적이며 해석학적 접근으로 고려될 때 좀 더 의미 있는 매체
미학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예술적 경험으로서의 인터렉티브 아트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연구 분야인 HCI
와 게임 등의 문맥을 통해 인터렉티비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
다. 그리고 발견된 다양한 해석과 의미의 층위들 가운데 예술적 경험으로서 인터렉티비티

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를 근거로 인터렉티브 아트의 보다 예술적 접근 방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1.

본론

2.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 다양한 인터렉티비티의 의미

2.1

HCI적 인터렉티비티의 개념

오늘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점점 더 다양한 인터렉티브 컴퓨팅 시스템을 접하고

이용하게 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컴퓨팅 시스템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

양한 연구와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경우 인
간과 컴퓨터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성공 레벨을 최대화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지곤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상호작용 시스템을 좀더 믿을만하게 만들어 상호작용을 최대

한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로 보인다. 예로써 인공지능
(따tificial

intelligence. AI) 연구자들은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 자신의 주변 환경

에 대하여 인지하고， 인간의 행동을 유의미하게 인식할 수 있는개 환경 혹은 환경 속의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관섬을 가지며 이를 위해 믿을 만하고 능률적인 컴퓨터 시

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Russell

and Norvig 2003).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인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연구는 컴 퓨터 가 등장한
이래 생긴 학문 분야인 만큼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동
안의 연구는 대체로 인간이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
게 효율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가에 몰두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HCI 학자 도널드 노

만(Donald Norrnan) 은

User- αntered

System

Design(198ß) 에서 HCI 연구는 디자이너

와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체계적으로 분석 (analyze) 하고 ”해석의 문제
(problem) 와 그것의 가정된 해결 방법 (solution) 모두를 아우르는 동일한 해석의 지평을
공유함으로써 "2) 가급적 상호동일(떠ign) 화하는 일종의 정신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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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인지심리학을 이용하여 인간의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 사용성 (usability) 을 극대화시키는데 많은 연구를 해온 것으로 유명하며， 이러

한 방식의 HCI적 접근 태도에 대하여 또다른 HCI 학자인 피비 생게(Pheobe Senger) 와
인터렉션 디자이너인 빌게이버 (Bill Gaver) 는

을 통해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HCI

연구는) 주로 인간이 컴퓨터 시스템

어떻게 사용되고 경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si명le) ， 특정한(specifiC)， 그리고 명확한(clear) 해석을 담아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인가 초점을 맞추어 왔다 (2αX))" 고 언급되었다.3) 다시 말해 이러한

접근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목적과 결과 지향적 범위에 국한시켜 공학적이고 디
자인적 문맥에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차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설
생활에 사회적， 문화적으로까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상호작용임이 인식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의

HCI 연구도 점차 인류학적， 인지과학적， 그리고 예술적 접근을 통해

목적보다는 과정과 의미적으로 그 문맥을 넓히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4)

2..2

거|임과 택스트에서의 인터렉티벼티의 개념

인터렉티비티는 디지털 미디어에서서 그 대표적 매체 특정 중 하나로 소개된다. 이는
컴퓨터가 매개가 되어 정보와 미디어를 조작하고 콘텐츠를 바꾸는 등 물리적 방식의 인
터렉티비티에서부터 콘텐츠 생산과 재현에 있어 사회적 문화적 소통을 고려한 생산자와

수용자 입장에서의 논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미디
어 형식으로서 컴퓨터게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도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게임의 형태가 퍼스널 컴퓨터에 등장한 이래 컴퓨터게임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한동안 서구에서는 컴퓨터게임을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문화， 예술적

생산과 수용의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이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한 시도
가 있어왔다. 게임과 같은 상호작용 텍스트에서 인터렉티비티가 중요하게 말해지는 것은

작품와 인터렉터， 즉 유저의 관계인데， 인터렉터가 능동적 참여를 통해 콘텐츠 조작에 참
여하게 되면서 인터렉터는 내용 조작을 위한 권한와 힘을 부여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참여가 없으면 미완성이 되고 말 텍스트를 최종적으로 생산하여 내는， 텍스트 생

2)

Senger and Gaver으1 3:뼈년 논문에서 재인용 하였다. 또한 Rogers, Y., Rutherford , A , and Bibby, P.A (Eds.)
M여els in the M띠: 깨eory， Pers∞ctive and 매때 iætion. London: Aædemic Press. 에서도 이 러 한 내용을 확인
할수있다.

3)

4)

Sengers, Phoebe. a띠 Gaver, Bill. ““Sta끼 ng open to interpretation: Engaging multiple meanings in design and
evaluation, In Pr，∞eeding of Designing Interactive System 2003 (018 '(0), 뾰 100. New York, NY : ACM Press,
2003.
생게와 게이버도 궁극적으로 HCI 디자인과 연구에 있어 기술적 방법론과 통합되는 비판적이고 자기 반영적인
접근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데 이는 본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도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 01 기도 하다 생게의 자기 반영적 디자인과 자기 반영적 HCI 는 그의 다른 논문에서도 여러번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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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가 된다는 것이다. 컴퓨터게임에서 특히 이러한 논의들는 게임을 인터렉티브 내러티
브의 한 형식으로 볼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게임의 내러티비티를 옹호하는 내로툴로지스

트들의 입장과 게임 플레이의 인터렉티브한 측면을 중시하고자 하는 루돌로지스트들의
입장의 대립각 논쟁으로 펼쳐졌다.5) 본고는 인터렉티비티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논의 중 내러티브나 게임 플레이 보다는 인터렉티비티에 대한 논
의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승}는데， 이 중， 게임 디자이너 에릭 지머만(Zimmerrnan) 이 컴퓨
터게임을 네 가지 방식의 내러티브 인터렉티비티

(narrative interactiviη) 를 살펴보는 것

은 본 연구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6) 그는 내러티브 인터렉티비티를 ”인식적 인터렉티비

El (cognitive interactivity,

혹은

텍스트에

대한

해석적

참여)"/"기능적

인터렉티비티

(fimction떠 interac디viη， 혹은 텍스트에 대한 실용적 참여)’'/"명시적 인터렉티비티 (e쩨licit
interac디vity， 혹은 디자인된 선택들에 참여하는 텍스트 안에서의 과정 (proc어ure))"/" 메타
-인터렉티비티 (meta-interactiviη， 혹은 텍스트에 대한 문화적 참여)"로 나누어 구분한다.

이중 인식적 인터렉티비티는 섬리적이고， 감정적， 기호학적， 해석학적， 독자-반응적， 인터
렉션 등 참여자가 텍스트의 내용과 함께 할 수 있는 인터렉션을 의미한다. 즉 독자가 하
나의 책을 읽은 후 몇 년 뒤 다시 동일한 책을 읽게 될 경우 독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

과 완전히 색다른 경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인터렉티비티가 바로 인식적 인
터렉티비티라 설명한다. 기능적 인터렉티비티는 텍스트의 물질적 조직에 관계하게 되는
기능적이고 구조적 인터렉션으로， 얼마나 책이 두껍고 무거우며， 그 책 안에 그래픽 디자
인은 어떻고， 몇 페이지가 들어 있는지 등이 이에 해당하다. 명시적 인터렉티비티는 드러
나는 단어적 의미에서의 가장 “인터렉션”이란 단어와 가까운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하이퍼텍스트 소설을 읽으며 비선형적 링크들을 클릭하는 행위 등 선택과 랜

텀 이벤트， 다이나믹한 시율레이션， 그리고 다른 인터렉티브한 경험을 위해 프로그램된 과
정들이 이러한 명시적 인터렉티비티의 예가 된다. 메타-인터렉티비티는 단일한 텍스트의

경험 바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렉션으로， 팬 문화가 그 예가 되는데， 그 문화 속에

서 독자는 단선적 미디어를 차용， 분해， 재조립하면서 이를 보급 전달하고 대중 혹은 공공
의 내러티브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

인터렉티브 아트 역시 지머만의 내러티브 인터렉티브의 분석 즉 인식적， 기능적， 명시
적 메타 인터렉티비티로 나누어 생각해 접근되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인터렉티브 아트에

서 인터렉티비티는 과연 어떻게 분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터렉티비티가 개입하게 되면

서 예술적 경험에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7}. 또한 이에 비추어 어떤 예술

Janet Murray, Brenda 벼urel， Lev Manovich, Michael Mateas, Espen J. Aarseth , Gonzalo Frasca,
Eskelinen 등의 내로톨로지스트틀과 루돌로지스트들의 수많은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5) 이 러 한 논의는

6) 지머만은 컴퓨터게임의 인터렉티비티에 대하여 바라보며， 그것이 내러티브적 경험과 어떻게 짝 지워질 수 있

는지 네 가지 방식의 내러티브 인터렉티비티

(narrative interactivity)를 동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 136 -

이고 과연 상호작용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2.3

인터렉티브 아트에서의 인터렉티비티

Onteractivity in Interactive

A띠

인터렉티브 아트도 생산자와 수용자의 논의의 입장에 있어， 게임 내러티브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관객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활용하는 예술의 한 형식이라 말해
지는 인터렉티브 아트 예술가들은 흔히 자신의 작업들이 관객의 참여를 향해 열려있는
열린 구조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심지어 관객이 작엽을 ”완성”하도록 유도， 허락한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렉티브 아트에서 생산자， 작가 즉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는 모

호하고 흐려지며， 더 나아가서는 작가는 관객들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혹은 대행언이며， 관객들은 이러한 작업의 공동 생산자라 말해지기도 한다.7) 이런 의미에
서 인터렉티브 아트도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열린 형태를 가지는 열린 구조， 열린 텍
스트이다. 그러나 떠오르는 질문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예술은 그 작엽을 감상하
는데 있어 관객의 참여와 해석이 개입되므로 상호작용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이다.8)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열린 텍스트가 지향하는 유토피아적 모습은 관객의 자유롭
게 콘텐츠에 대한 생산에의 참여를 의미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작업에서 인터렉
티비트가 주어지는 형태는 이미 정해진 길이나 선택을 하도록 짜여진 구조， 그리고 또한
7)

THE ANTENNAE OF 깨E 매CE어|서 Nina Colosi 는 ”네트워크 디지털 환경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목소리를 만
들어내고 담론틀의 다앙성을 선호한다 인터렉티브 아트는 생산자와 또다른 생산자들 혹은 관객과 작품 프로
젝트 사이의 상호작용성과 협력을 이끌어낸다 관객은 작품의 텍스트적， 시각적， 운돔감각적， 청각적 요소들

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협력을 하게 되며， 대중과 관객은 작품 생산의 참여자가 된다’고 한다. 한편， 그는 ”

예술가는 작풀의 생산자이기 보다 예술가는 주로 관객의 작품과의 상호작용 혹은 작품에의 기여를 매개하거
나 수행하늠 매개적 대행인 혹은 수행인이다’라고 말한다
8) 일본 저널리스트이자 큐레이터인

Itsuo Sakane은 인터렉티브 아트는 단순히 관객의 참여를 수반하는 예술이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만약 우리가 작품을 보는 것과 해석하는 것을 일종의 참여라 말할 수 있다면， 진
지한 의미에서 모든 예술은 인터렉티브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똥~， 3).

또한

Espen J. Aarseth는 그의 책 Cyberte차 Perspectives on Erg여ic 니terature( 1ffi7)에 ^l "erg어IC

literature" 라는 용어를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에르고되 리터러쳐에서는 독자어|게 텍스트를 가로 지르게 하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중요한 노력 (nontrivial

effort

)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념의 초점은 소비자 혹은

텍스트의 유저에게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독자 반응， 인터렉티브 디지털 기계에 기반한 사이버텍스트는 독

자에게 텍스트를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를 요구하여 독자 반응은 그 요뻐|서 중요한 개념과 관적
이 된다. 재미있게도 그의 책 서두에서 사이버 텍스트와 에르고되 리터러쳐에 대하여 소개하며， 어떻게 이들

이 다른 문학적 텍스트와 다른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돔안， Aarseth는 전통적 내러티브와 인터렉티브 내러티
브에 대하여 비교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본인은 이것이 인터렉티브 아트의 인터렉티비티를 접

근하늠데 있어 전통적 예술과 비교하는 본인의 질문과 많이 닮아 있다 생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Whenever 1 have had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 perspective of ergodic literature a때 cybertext to
a fresh au얘ence 아 literary critic and theorists, 1 have alrmst invariably 않en challenged on the same issues:
that these texts (hyperte차5， adventure games, etc.l aren’t essentially different from other literary texts, because
(1) all literacture is to some extent indeterminate, nonlinear, a때 different for every reading, (2) the reader has
to rnake choi∞s in order to rnake sense of the te자， and fi 때Iy (3) a text ænn이 r얹lIy be non-linear 않æuse
the reader æn read it only one sequence at a time any.Nay (1ffi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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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 반응을 요구하거나， 어떤 예상된 특정한 인풋만을 선별하여 인식하는 시스템， 이러
한 반응의 결과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어떤 재현적 형태 아웃풋시키어 보여주는 모습
인 경우가 많지 않았는가. 이들 모습들은 위의 지머만의 분석에 준거해 볼 때 아직 명시
적이고 기능적 범위의 인터렉티브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서론에서 말
한 시스템 구성과 제작은 여전히 닫힌 구조에 얽히어 있고， 개념적으로만 열린 구조를 지
향하기 위한 모습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 아티스트이자

artificial n얹lity 형식의 인터렉티브 작엽의 선구자라 말하여지는

마이론 크루커 (Myron 암ueger) 는 인터렉티브 아티스트는 참여자의 반응 행동을 예상하
고 각기 조금씩 다른 양상을 통해 다른 관계들을 형성해 내어야 한다고 말한다.9) 그러나
또한 그는 작품에 대한 해석이 관객의 마음으로부터 관객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로 옮겨가며

(extemally)

인터렉티브 아트에서는 관객과 그 연장선상의

관계들이

외부적으로

정의된다고 말하고 있다(36). 이러한 관계들의 외부적 정의는 다름아닌 인터

렉티브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가지는 모습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면 닫힌 구조를 통
한 열린 텍스트로의 지향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인터렉티브 아티스트
인 데이비드 로케비(David Rokeby) 는 예술가들은 관객들의 작품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위해 공간을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이로써

그는 인터렉티브 작업에서 관객의

역할이 의문시되고 변형됨에 따라， 아티스트들의 역할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1)

인터렉티브 아트는 표면적으로 소통에서의 유용성 혹은 기능성만을 목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적이고 소통적인 과정을 요구하는 안정된 시스템
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주안점이

HCI 형식의 컴퓨팅 시스템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느

껴지기도 않으며， 사실상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렉티브 아
트 역시 하나의 예술 형태로 볼 때， 그것이 상엽적으로 이용되는 적용되는 과학적이고 기
술적인 연구와 디자인적 접근과 다르게， 예술 작품으로서의 그 고유의 관심과 방향성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 생게가 주장한 비판적 자기 반영성의 필요성
9) 로케비. 데이비드.

"Transforming Mirrors" (1 뾰， 126) 에서 재인용.
"Transforming 뼈 rrors" (1995)
"A work of art no matter how oId a며 dassic is actually, not just potentially, a work of aη only when it lives
in some individualized experien∞. þs a piece of parchment , of marble, of ænvas, it remains (su이ect to the
ravages of time) self-identi∞J throughout the ages. But as a work of a야， it is recreated every time it is
estheti않lJyexperien∞d.
... he hi뼈elf would find different meanings in it at different days and hours and in
different stages 아 his own dev，태 opment. (21 딩 .. The formed matter of esthetic experienæ directly expresses,
in other words, the meanings that are imaginatively evoked; it d∞s not, like the material brought into new
relations in a machine, merely pr。l 이 de means by whiφ purposes over and beyond the existen∞ of the object
may be executed. An d yet the meanings imaginatively sumrnon어， assembled, and integrated are em∞died in
materi허 e에stenæ that here and now interacts 삐th the self (Dewey 1004, 222 (or 2005, 113)). (해so quαed
from “Art as Experienæ" by John Dewey in Art and Its Signifiænæ: An Anthology of Aesthetic Theory, by
Stephen David Ross, 1004 )

10) 로케비. 데이비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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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터렉티브 아트 역시 고려할 문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 전통적 예술의 체험에서 느끼는 인터렉티비티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전

통적 예술， 즉 static 빠에 인터렉티비티가 존재하는개 만약 있다고 한다면 전통적 예술

에서 말해지는 인터렉티비티는 무엇인가. 매번 반복적으로 체험할 때마다 제한된 범위 안
에서 예상 가능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닫힌 구조에서의 체험이 아닌， 매번 새롭고 신선한
체험이 전통적 예술의 상호작용적 체험이라 할 수 있는가. 이는 지머만의 논의에서 말해

진 인식적 인터렉티비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인식적 인터렉티비티
는 우리에게 보다 갚은 예술적 가치와 감흥을 전달해 주는 요소가 펼 수 있는 것일까?

3.

전통적 빼술에서의 상호작용

다다 아티스트인 마르셈 뒤양은 ”큰 규리(π1e lαrge Glass)" 라 불리워지기도 하는，
π1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0915-1없3) 작업을 통해"관객이 그

림을 만든다” 즉 ”그림을 만드는 것은 관객이다”라 말한다(paz

1978, 85). 즉， 이는 예술

작업을 하나의 거울로서 간주하는 그의 예술적， 혹은 작가적 개념을 전탈한 것이라 생각
되는데， 실제로 그 작업은 표면에 큰 유리를 가지고 있어 작품이 놓인 주변 환경과 더불
어 누구든 그 작업을 바라보는 관객의 이미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뒤상의 페인

팅은 결국 미완성의 작엽이며 영원히 완성되어 가는 진행 상태의 형태를 지닌다고 해석
되기도 한다(paz). 즉， 작품은 이미지와 창(window) 의 모습이 혼합된 개념으로의 거울이
며， 관객은 스스로의 모습을 반영하고 여러 기호적 장치들의 (기호학적) 움직임과 조합을

만들어가며 점차 완성된 작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계속하여 언급한 예
술 작업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 그들 사이에서의 작업의 의미에
대한 뒤양의 철학적 반영일 것이다. 또한 예술작업이 관객이 어떻게 참여시키며 그 의미
를 생산해 가는가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일 것이다.

한편 철학자 존 듀이(John Thwey) 는.

Art as

Experience(984) 라는 책에서 예술 작품

의 경험은 개개인의 개인화된 참여적 경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예술 작업은 매순간 새

롭게 탄생하며 관객들에 의해 미학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 관객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

어 작업과 자선과의 상상적 관계를 창조하여 내며， 이러한 과정이 ”인터렉티브한 참여

(interactive engagerrent)" 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분석은 모든 예술 작엽은 상호작용적이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듀이가 말한 이러한 참여와 상호작용에
서 언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렉티브한 참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작업
과 자신과의 상상적 관계를 창조하여 내는 바로 자신과의 상호작용이 아닐까. 관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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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시간， 혹은 그의 성장 과정에서 달라지는 매순간의 경험을 통해 예술작품에서의 의
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듀이가 언급하듯， "(예술 작업에서의) 상상적으로 불
려 지 며 (eVON어)， 소환되 고(surnrmned) , 조합되 며 (assembl어)， 통합된(int탱rated) 의 미 들은
(작업의) 물질적 존재 속에 융합되어 지금 여기서 관객 자신과 상호작용” 하는 것이다. 위
에서 말한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체험은 인식적이고 해석적인 참여적 경험으로서의
인터렉티비티를 말하고 있다. 또한 그의 미학의 프래그마티즘적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술 체험적， 경험주의적 접근은 앞서 지머만이 언급한 인식적 인터렉티비티의 개념을 넘
어 메타적 인터렉티비티를 내포하는 경험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가진다.

4.

예술적 경험으로서의 인터렉티비티

듀이가 말한 경험으로서의 예술은 관객이 예술 작품과의 섬미적이고， 정신적 교감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생산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 작품을
통한 개인화된 경험의 본질은 자유로운 해석을 보장하고 스스로 문맥과의 의미를 찾아가
고， 또한 자신에게 일어나는 선체적이던， 정신적이던 개인적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 즉， 시스템에 의한 창발적 프로세스에 의한 결과물의 다양화라기 보다는 작품에 대한

해석의 열린 구조를 통해 관객안에서 끊임없는 정신적 경험의 장발적 상태를 이끌어내는
모습이다. 이는 수용자가 생산자가 되는 관계의 전복의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관객이 끊임없이 자기 창발성 경험의 생산성을 가지는 유토피아적 인터렉티비티를 느끼

는 것으로 말할수 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예술 작업이 어느 정도 관객의 경험에 기반한 관객의 참여와 다양

한 해석에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경험에서 주관적

해석과 관계하는 조그만 차이들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작업들은 이러한 주관

적 해석에 의한 경험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반면， 어떤 작업들은 이러한 격려에 인색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주관적 해석이 특정한 종류의 작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았는가? 만약 우리가 모든 작업이 상호작용적이라 한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인터렉티브 예술 작업은 관객에게 다른 종류에 예술 작업과는 조금 다른 종류
의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가? 어떻게 인터렉티브 아티스트와 예술가들은 좀 더 적극적인
주관적 경험과 해석을 그들의 인터렉티브 작엽에 넣을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자기 반영
적 인터렉티브 작엽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인터렉티브 아트에서의 인터렉션이 예술적으로

보다 유의미하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이루어내는 시스템의
닫힌 구조에서 생산되는 즉각적 반응과 반복적 경험의 형태로서의 명시적 기능적 인터렉

티비티에서 벗어나， 관객을 한 걸음 물러나게 만들어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여 보는 인식
적 비평의 거리를 제공하는， 인식적 인터렉티비티， 그리고 더 나아가 메타적 인터렉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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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발터 벤야민(W;머ter Benjamin) 은 그의 유명한 E뼈년 논문인， “기계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Th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에서 사람들의 감성과
인식이 새롭게 개발되는 미디어 경험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감성과 인
식도 현재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는 미디어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인식과 감성이 새로운 미디어 경험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렉티비티
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경험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경험을 디지털 세계의 경험
으로 확장시키면서 더욱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견에서는 전통 예술작품이 미적 거리두기에 의한 관조를 수용의 기반으로 했다면，
이제 매체예술은 미적 거리두기를 포기하고 예술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예술은 인식과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과 참여의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매체
철학연구회，

2005, p 262).

인터렉티브 아트는 분명 체험과 관객의 참여를 이끌고자 한다.

그러나 진정한 참여로써 요구되는 것은 조작자로서의 권한과 생산자로서의 지위가 아니

라， 인색과 해석의 대상으로서의 인터렉티비티에 대한 권한을 보장받는 자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자기 반영적 거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해석의 주체로서의 장의적 인간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어야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속
의 인터렉티비티 그리고 인터렉티비티 아트의 인터렉티비티는 더욱 성숙된 모습을 가지
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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