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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술과 아트 특집호를 내며

독자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학회는 방송과 미디어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공

학적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2015년에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방송과 미디어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프로세싱, 전송, 전달, 소비 단

계에 걸친 방송과 미디어의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

다. 학회지에서도 학회명칭 변경에 호응하고 동시에 실감미디어 기술 발전에 대한 독자

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미디어 기술과 아트’를 특집 제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특집호를 통해서 미디어 기술과 아트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도모하고, 서로 어떤 상

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모두 9편의 원고를 의뢰하여 본 특집호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원고는 문화체육

관광부의 문화기술 개발 사업 고찰에 관한 것으로, 문화기술의 의미와 정부정책에 관하

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고는 기술의 예술화 과정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뉴미디어 아트에서의 기술과 예술의 결합과 공생 가능성, 연결점을 모색하

였습니다. 세 번째 원고는 영상 미디어 간에 색 맞추기에 관한 것으로, 영상장비들이 색

을 만드는 원리와 장비들 간의 색 맞추기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원고

에서는 미디어아트에서 정보시각화와 상호작용 표현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작품과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적 소통이 강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고는 가상현실 기술 동향입니다. 가상현실기술이 사용자 체험 영역을 넓혀주고

있음에 주목하여,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

째 원고는 미디어 파사드와 인터랙티브 아트 인스톨레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미디어 파

사드의 개념 및 종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미디어 파사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원고에서는 매체와 결속된 영상콘텐츠를 이용한 미

디어아트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매체의 물성이 주는 미학의 원리와 미

디어아트에서 작품의 콘텐츠간의 상호결합이 어떻게 관객에게 체화하도록 유도하는지

소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원고는 3D 프로젝션 맵핑에 의한 무대 공간의 확장과 변형

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매체의 확장과 기존 평면 무대구성의 공간적 확장을 통하여 입체

적인 무대연출을 선보이는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원고에서는 들뢰즈의 운

동-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예술적 형태로서의 모욕적 게임디자인에 대해서 논하였습니

다. 게임디자인이 예술적 형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본 특집호를 통해서 미디어 기술과 아트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이해가 넓어지는 계

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특집호가 관련 연구 개발, 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조금

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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