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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컴퓨터와 관련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편재화, 일상화되면서 그 상호

작용에 대한 논의는 다각화되었다. 그 중 사용성에 대한 논의는 태동에서

부터 이슈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중심에 있었고 현재도 유효하다. 반면

인터랙션의 디자인에 있어서 기존 디자인의 조형 개념들과는 차별화된 확

장적 고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중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인터랙션의 미적 조형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하고 그 구성 요소

들이 미적 경험의 발현에 작용하는 속성을 도출하여 체계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터랙션 조형을 개념 정의한 후 모형의 형태로 제

시하고, 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차원을

유관 미학의 논의를 차용하고, 그 세부적인 구성 메커니즘과 속성을 발견

하여 제시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관계성을 예증하였다. 이어, 실험과 응용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념 모형과 내러티브, 퍼포먼스의 요소, 속성을 중심

으로 심화된 이해를 도모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인터랙션 조형’을 디자인 대상으로서의 인터랙션를 미적

으로 조직하는 행위와 과정 혹은 그 결과로 정의하고, 그 개념적 구조를

모형화하여 ‘AID(Aesthetic Interaction Design)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크게 ‘형태(Form)’, ‘내러티브(Narrative)’, ‘퍼포먼스

(Performance)’의 차원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차원은 하위 구성 요소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 중 인터랙션 조형을 차별화하는 내러티브와 퍼포먼스

의 2개 차원에 집중하여 세부적인 구성 요소와 속성을 도출하였다.

인터랙션 내러티브는 인터랙션의 서사적 특성을 통해 미적 경험을 자극하

는 차원으로서, 서사 미학의 기존 이해를 바탕으로, 인터랙션의 이벤트를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한 결과인 ‘플롯(plot)’,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들

이 드러내는 성격인 ‘캐릭터(character)’, 인터랙션 내러티브가 벌어지는

배경과 맥락인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인터

랙션의 수행적 미감을 자극하는 차원으로서, 수행 미학을 바탕으로, 인터

랙션을 이루고 있는 동적인 표현인 ‘키네틱스(kinetics)’, 인터랙션의 감각

적 심미성을 전달하는 매개인 ‘센서빌리아(sensibilia)’, 인터랙션의 역동성

이 표현되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제시된 하위 구성 요소들에 대해 그 미적 속성을 도출하여 정

의하고 인터랙션 사례를 통해 예시하였다. 플롯은 핵/위성 이벤트, 선별

성, 개연성, 핍진성, 의외성, 특이성을, 캐릭터는 ‘주목성, 흥미성, 정체성,

입체성을, 키네틱스는 흐름, 힘, 속도, 방향/범위를, 센서빌리아는 기억성,

협력성, 전이성, 확장성을 가진다. 시간과 공간은 내러티브와 퍼포먼스가

공유하는 요소로서 내러티브적인 순차성, 지속성, 확장성과 퍼포먼스적인

즉흥성, 맥락성, 가상성의 속성을 가진다.

위와 같은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3개의 실험 및 응용 연구를 진행하였다.

내러티브의 플롯에 관한 실험을 통해 순차성, 특이성, 핵 이벤트의 미적

작용을 세부적으로 탐색하였고, 퍼포먼스의 키네틱스에 관한 실험을 통해

키네틱스 속성들의 패턴 조합들이 가지는 미적 감성과의 상관성을 알아보

았다. 퍼포먼스의 센서빌리아의 응용 연구를 위해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

션을 개발하였고, ‘숨은 감각’이라는 감각 전이의 미적 경험을 탐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적 구조를 체계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인터랙션 조형의 구성과 미적 경험의 발현에 대한 이해

를 심화하였다.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차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제시

함으로써 인터랙션의 차별적 미감을 해석하고 속성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 및 응용 연구를 통해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과 구조를 기반으로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인터랙션 조형의 프로세스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인터랙션 조형, 인터랙션 미학, 인터랙션 개념 모형, 인터랙션 내

러티브, 인터랙션 퍼포먼스, 인터랙션 디자인

학 번 : 2018-34113



Abstract

As computers and related technologies explosively developed and

became ubiquitous, discussions of their interactions have

diversified. Among them, the discussion about usability has been

at the center changing its issues from the beginning, and is still

valid.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need for extended

consideration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formative concepts

of design, the design of interaction does not seem to have been

paid enough attention to.

The study aims to structure the concept of aesthetic form of

interaction, and to systematize the attributes that its components

act on the expression of aesthetic experience. To this end, the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interaction form’ and presented in

the form of a model. The dimensions of ‘narrative’ and

‘performance’ which are the core components of the model were

borrowed from related aesthetics studies to discover the

properties and mechanisms, and exemplified the relationship

based on cases. The study extended it with experimental and

applied researches to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model and

its components and attributes.

First of all, the study defined ‘Interaction Form’ as the act and

procedure of organizing aesthetic interaction, or the results of it.

The study modeled the conceptual structure and suggested

‘AID(Aesthetic Interaction Design) paradigm’ which is composed of

‘Form’, ‘Narrative’ and ‘Performance’ as higher dimensions and

each dimension has its sub-components. Among them, the study

concentrated on the dimensions of ‘Narrative’ and ‘Performance’

which differentiated the interaction form to derive detailed

components and attributes of them.

Interaction Narrative is the dimension that stimulates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narrative features of interaction. Based on

and borrowed from the narrative aesthetics, it consists of ‘plot’,

a result of organizing the events in interaction, ‘character’,

characteristics of agents in interaction, and ‘time and space’ in

which the interaction takes place. On the other hand, Interaction

Performance is the dimension that stimulates performative

aesthetics. Based on performative aesthetics, it consists of

‘kinetics’ , a dynamic expression of interaction, 'sensibilia', a

medium that conveys the sensory aesthetics of interaction, and

'time and space' in which dynamics of interaction takes place.

Aesthetic attributes of the above components were derived and

defined with examples of interaction cases. As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plot has nucleus/satellite events, selectivity, probability,

plausibility, unexpectedness, and particularity, character has

attractiveness, excitement, identity and multi-dimensionality, kinetics

has flow, force, speed and direction/range, sensibilia has memorability,

cooperativity, transferability and extendability. Time and space are the

components that Narrative and Performance dimensions share, and

have narrative attributes of sequentiality, durability and extendability,

and performative attributes of improvisationality, contextuality and

virtuality.

In order to deepen the above understanding, experimental and

applied research were conducted. Through an experiment on the

plot components of Narrative dimension, detailed aesthetic effects

of sequentiality, particularity and nuclei events were explored,

and on kinetics of Performanc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tterns of kinetics attributes and aesthetic emotions. A series of

interactive installations were developed to apply the sensibilia of

Performance, in which the aesthetic experience of sensory

transfer was explored.

The study deepened the understanding about the structure of

interaction forms and the manifestation of aesthetic experience



from them by establishing the concept of interaction form and

presenting the conceptual structure of it. The study explored the

dimensions of Narrative and Performance in-depth to provide the

basis for interpreting differentiated aesthetics of interaction and

understanding principles of its aesthetic attributes. In addition,

with the concept and structure, the study deepened the

understanding of aesthetic experience of interaction, and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design through experimental and applied researches.

Keywords : Interaction Form, Interaction Aesthetics, Conceptual

Model of Interaction, Interaction Narrative, Interaction

Performance, Interac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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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배경

1968년 Bill English와 Doug Engelbart가 샌프란시스코의 한 극장에서

NLS(oNLine System)의 역사적인 시연을 수행할 때에도 사람들은 아직

‘컴퓨터’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것은 거대한 연구실을 가득 채운 기계

들에 둘러싸인 채 가운을 입은 연구원에게 천공카드를 뚫어서 데이터를

건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접근이 어려운 미

지의 물건이었다. 그것은 인간이 하기 어렵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한 계산을 대신해주는 기계였지만, 사실 그 능력이란 것도 덩치에 비해 아

직까진 보잘것없었다.

천공카드는 Douglas Engelbart가 어느 컨퍼런스의 따분한 발표를 듣던

중 번뜩 생각해 낸 “마우스”와 같은 새로운 상호작용 방식들이 등장하면

서 사라져갔다. 그 중 마우스는 5개의 코드와 3개의 버튼을 조합한, 지금

시각에서는 과도하게 복잡한 방식이었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해결안이었다.

당시 컴퓨터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의 판단 기준은, Engelbart가 토로했

듯, 여전히 이 기계와 소통할 기회가 주어진 특별한 집단만이 특별한 교육

과 숙달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수한 기술에 근거한 것이어야 했

다. 그래서,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이 발전해 온 두 갈래길, ‘높은 길(High

Road)과 낮은 길(Low Road)(Morgridge, 2007)’에서 텍스트 명령을 기반

으로 하는 ‘낮은 길’을 택했던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이후 80년

대와 90년대까지도 살아남은 상호작용의 효율적인 방편이었다.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의 문제는 ‘높은 길’을 택했던 개발자들에게 더 심각

하게 다가왔다. 디스플레이와 포인팅이라는 NLS의 유산을 넘겨받은

Xerox PARC(Palo Alto Research Center)의 연구자들이 Alto(1980)를

거쳐 Star(1981)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현재

의 우리가 마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스크톱(desktop)과 유사한

‘사무실 도식(Office Schematic)’ 메타포를 선보일 때에는 전문가 집단의

특수성은 조금씩 무화되거나 적어도 다른 의미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들이

애플로 건너가 Lisa(1983)와 Mac(1984)의 GUI를 만들어 냈을 때 이미 그

들의 전략적 목표는 이미 “14세 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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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MS-DOS의 ‘copy a: b:’ 정도나 배워온 소

년의 집에서 감당하기에는 넘을 수 없는 가격의 장벽이 있었으므로 그것

은 그냥 막연한 꿈과 같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마이크

로소프트도 논란의 소송전을 벌여서라도 결국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

연의 길이었다. 시각적으로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이 14세 소년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

문이겠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GUI라는 거대한 언어의 성

을 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단지 ‘쓸 수 있는’ 것을 넘어 ‘쓰기

쉬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90년대까지 태생의 시기에는 이처럼 인간과 컴퓨터가 ‘어떻게 상호작용해

야 하는지’가 달성해야 할 지상 목표이자 주된 관심사였다. 중앙처리장치

와 디스크 드라이버에 새겨진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

는 방식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그것을 활용해 어떻게 컴퓨터에게 인간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만

들 듯, 메타포를 동원해 상호작용의 방법과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했

던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사용하기 쉬운 기계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는 인터랙션과 사용성(Usability)이 거의 동의어였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상과제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90년

대 중반, Donald Norman은 애플의 ‘사용성’ 팀을 맡으면서 사용성이라

는 말 대신 UX(User Experience)라는 신조어로 팀을 독려하기도 했고

이후 현재까지도 뒤에 디자인을 붙여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90년대 디자인계를 풍미하고 이제는 자리를 잡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

(User-centered Design)과 유사하게 하나의 철학이자 관점에 대한 지시

어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인간의 경험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경험을 디

자인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이라기보다, 디자인의 결과가 인간

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상징적인 표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Norman이 속했던 부서가 지시하듯, ‘UX’라

는 용어의 배경을 타고 되짚어 올라가면 ‘사용성’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자

리 잡고 있다.

Larry Tesler와 Bill Atkinson이 2교대로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며 컴퓨터

앞에서 윈도우, 팝업 메뉴, 스크롤바, 풀다운 메뉴, 탭 등등을 생각해 내던

이 ‘사용성’의 시기에도 시각 디자이너들은 이 발명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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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내보일 수 있도록 작업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파일을 열

거나 닫는 것조차 버거운 CPU 파워와 볼품없는 DPI의 픽셀들이 다 도드

라져 보이는 그 화면에서, 구현된 메타포의 그래픽을 단순하고 균형감 있

는 최선의 시각성으로 표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 ‘사용성의 시기’에, 디자인의 미감은 주장되어야 하는 당위라기보다는,

그저 감안되어야 하고 양보되어야 하고 타협되어야 하는 어떤 것일 수밖

에 없었을 것이다.

‘가전제품’을 꿈꾸었던 초기 애플의 전략은 Tim Berners-Lee가 World

Wide Web을 발명하고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서서히 현

실이 되어갔다. 워드프로세서와 게임에 더해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라도 가

정집에 컴퓨터 한 대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닷컴

버블’과 함께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였다. 2000년대 이후의 컴퓨터는

폭발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갔다. 기술적 발전이 집약되어 2007년 세상을

바꾸어놓은 아이폰이 인상적으로 등장한 이후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린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PC뿐만이 아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게임 콘

솔 같은 집안의 흔한 가전제품들은 물론이거니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락

거려야 하는 도어락에, 카드나 휴대폰을 대고 통과하고 타고내리는 대중교

통에, 밥을 먹고 옷을 사고 영화를 보고 길거리와 매장에서 마주치는 수많

은 종류의 키오스크들에, 심지어 기계의 총아로 여겨졌던 자동차의 중추에

도 컴퓨터가 엔진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요소로 들어앉아 있게 되었다. 주

위를 둘러보면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품고 있지 않은 기기가 없을 정도이

다. 컴퓨터는 더 이상 책상 위에 놓여 파워 버튼을 눌러야만 사용할 수 있

는 독립적인 기계가 아니다. 이것이 Mark Weiser(1999)가 꿈꾸었던 ‘편

재적인(ubiquitous) 컴퓨터’의 세상에 다름 아니다.

Alan Kay(1972)가 다이나북(Dynabook)을 통해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고 소형화된 컴퓨터 파워가 하루를 멀다하고 간격을 좁히며

따라잡고, 거의 모든 사물들이 컴퓨터를 두뇌에 넣고 서로 연결되고 있는

컴퓨터 기술의 편재화 양상은 인터랙션 디자인의 상황 또한 변화하게 만

들었다.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하면 인터랙션의 디자인이 ‘컴퓨터와 어

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사용성’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일 것이다. 초기 발명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컴

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규칙으로서의 언어가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되면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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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되고 상식화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오히려 다양해진 형

태와 유형, 맥락에 맞게 고려해야 할 사용성이 더 다양한 양태로 To-do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으며, 사용성 엔지니어, 인포메이션 아키텍트, 사용

자 리서처 등과 같이 더 세분화된 사용상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상호작용

의 측면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각각의 이슈에 맞게 대처하게 되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경험’에 대한 인터랙션 디자인의 인식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Norman의 팀 이름으로서 ‘사용성’의 동의어로 사용된 ‘사용자

경험’은 새 밀레니엄에 즈음해서는 그 의미의 방향과 범위를 확장하기 시

작했다. 인터랙션 디자인의 목표를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구현물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혹은 ‘쓰기 쉬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묘하고 다채로운

경험을 충족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떻게 쓸 것인가’의 관점으로 확장해

나갔다. 데스크톱 컴퓨터의 UI를 벗어나 셀 수 없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과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닿게 된 기술 편재화의 상황 변화에 부응하는 다

양한 형태의 인터랙션에 대한 요구와 맞닥뜨린 당연한 인식 변화라고 하

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경험의 미묘함과 다채로움으로 도드라지는

경험 중 하나인 미적 경험,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이다. 데스크톱 UI의 관

습을 발명해내야 했던 시기에 컴퓨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새로운 밀레니엄에 들어선 이후 기술 편재화된 환경

에서의 인터랙션은 더욱 풍부한 사용자의 경험으로 관심의 반경이 넓어졌

고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은 그 중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이슈 중 하나여

야 했다. 디자이너들은 매우 제한적이었던 컴퓨터 파워와 대중 환경에서

시각적 구현과 균형을 입히기에도 급급했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애플에 의해 대변되어 온 인터랙션의 ‘인문학

적 가치’ 혹은 그중에서도 미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큰 비중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기술의 편재화와 인터랙션 언어의 대중화가 가지고

온 자연스러운 전환적 현상이었다. 이에 더해, 디자이너의 표현적 상상력

을 펼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자유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전 시기와

는 다른 자유로운 미적 표현이 가능해진 상황 변화도 한몫했다.

미적인 경험은 데스크톱 컴퓨터의 더 강력해진 CPU, GPU와 더불어 광활

해진 디스플레이의 DPI에 대응하는 화려하고 정밀하고 역동적인 시각 표

현에 국한되는 문제만이 아닌 것이 되었다. 스마트폰과 타블렛과 같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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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 컴퓨터에서의 인터랙션 표현은 그 연장선상에 놓더라도, 촘촘한 센서

와 GPS 같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로 연

결된 수많은 ‘스마트’한 서비스들과 상호작용할 때도 우리는 더 흥분되고

더 우아하고 더 놀랄 만한 경험을 추구하게 되었다. 미적 경험의 요체가

시각적 아름다움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러한 기술적 자유도를

구가하는 현재의 인터랙션 디자이너의 깨달음이자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적 소구와 더불어, 인터랙션이 가지는 다른 디자인 대상과 차

별되는 고유한 특성들은 기존 디자인의 미적 조형의 개념과 원리에 더해

새로운 관점과 체계를 요구한다. 인터랙션은 교환하는 행위(action)와 반

응(reaction)으로 구성된다. 기술적인 인공물, 정확히는 그 인공물이 처리

하는 디지털 정보를 대표하여 인간에게 전달하고 인간은 그에 대해 반응

하는 ‘대화’의 과정이다(대화성). 이 대화의 과정은 정적이기보다는 변화하

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성격을 가진다(역동성). 이 역동적이고 연속적인 교

환은 단속적이 아닌 연속적이며, 그에 따른 시간적 흐름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시간성). 형태가 없는 정보에 형태를 부여하여 대표하는 이 교환의

과정과 그 역동적 변화의 조형적 특성들은 인간에게 상상력을 필요로 하

는 동시에 독특한 경험을 유발한다(경험성).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다른

인공물과 차별화되는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미적 인터랙션은 시각적, 물리

적 형태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화와 흐름, 변화하는 움직임을 포함하는 비

물리적이고 역동적인 형태를 포함하는 차별적인 조형적 접근을 필요로 한

다.

인터랙션의 미학은 밀레니엄의 전환 후 기술 편재화의 환경 변화와 인터

랙션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기존 디자인의 미학적 개념들과는 차별되는

확장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새로운 미학적인 시도를 지속해 왔다. 디자인의 속성이 그렇듯, 이러한 시

도들은 구현된 결과의 형태로 새로운 미적 소구를 맞추어 왔다. 이러한 대

응적인 노력은 필연적인 것이었지만, 인터랙션 디자인의 미학을 본질적으

로 이해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는 탐구적 노력은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성 평가나 사용자 연구와 같은 분야가 그

간 인터랙션 디자인에 파급한 영향에 비교하면 이러한 노력의 강도는 상

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인터랙션 디자인의 개념 체계의 완전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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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인터랙션의 미적 조형에 대한 관점과 체계를 새

롭게 조망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는 상황과 요구에 직면해 있다.

1.2 연구의 목표, 범위, 방법

위와 같은 인식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터랙션의 미적 조형에

대한 개념적 체계를 정립하여 개념 모형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념

모형’이란 인터랙션의 미적 조형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관점, 시각, 혹은

인터랙션의 미적 조형에 대한 이해와 접근의 틀을 포함하는 개념적 체계

를 의미한다. 이는 디자인 대상으로서 인터랙션의 차별적 특성들을 고려한

인터랙션 조형의 미적 특성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터랙션 디자인’은 Gillian Crampton Smith가 ‘우리의 일상을

이루고 있는 디지털 인공물을 디자인하는 것’이라 정의한 것(Morgridge,

2007)과 같은 의미와 범위를 갖는다. 문자 그대로 하자면 인터랙션은 인

간과 인공물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할 때의 인공물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 만들어진 혹은 디지털 테크

놀로지를 포함하는 인공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터랙션 혹은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할 때의 그 대상은 디지털 인공물로서 인간과 상

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대상을 상정한다. 여기에는 데스크톱 컴퓨터의 그

래픽 UI는 물론 우리 일상의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 관련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작동하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대상물의 인터랙션과 그 디

자인을 포함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현재의 편재화된 기술의 환경과

도 상통하는 개념적 범위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인터랙션’은 일반적이

고 본질적인 의미의 상호작용과 그 디자인을 염두에 둔다.

인터랙션의 ‘조형’을 개념화한다는 것은 관점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며,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랙션의 아름다움에 대한 다

양한 관점에서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있다. 인터랙션의 미학을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 관점에서의 고찰하는 것은 인터랙션 디자인계가

당면하고 의미 있는 하나의 궤적임에 분명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실용

주의적 관점에서의 개념화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 실용주의 관점에서의 개

념화란 관념적 은유와 형의상학적 탐색보다는 인터랙션의 미적 조형에 관

여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고 그러한 요소들의 미적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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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정의하는 방식의 접근을

의미한다. 이는 실행과 적용의 디자인 차원에서 인터랙션의 조형의 이해의

틀 혹은 실용적 프레임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인터랙션의 조형을 개념적으로 정립한 개념 모형을

구축하여 제시하기 위하여, 2) 인터랙션의 조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정의하고, 이 구성 요소들이 미적 경험의 발현에 작용하는 특성

혹은 속성을 도출하여 작동의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나아가, 3) 제시된 개

념 모형과 구성 요소 및 속성들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응용하는 과정을

통해 제시된 모형의 실질적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세부적

인 목표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다.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 모형 정립 제시

이를 위하여 인터랙션의 심미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인터랙션

디자인에 있어서 심미성이 어떤 경로를 따라 논의되어왔고 어떤 관점의

접근에서 어떤 발견이 이루어졌는지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랙션 조형

의 개념을 새롭게 조망하고 정립한다. 그중에서도 인터랙션 조형을 구성하

는 요소들을 제시한 연구의 성과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인터랙션의 미적

구성에 대해 미시적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인터랙션의 설계 과정을 구

조적으로 개념화하고 추론하여 인터랙션의 조형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하는

개념 모형을 제시한다. 제시된 가설적 개념 모형을 이후 확장적으로 논증

하고 조정하는 귀납적 방식으로 완성해 나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

시된 인터랙션 조형의 미적 개념 모형을 개념적으로 숙성하고 개선하는

한편, 개별 요소 간의 관계성과 미적 인터랙션의 전체성의 관점에서 논증

하고, 이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개념 모형을 정련한다.

인터랙션 조형의 구성 요소와 속성 추출 및 정의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 모형에서 제시된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의 미적인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확장적인 전략을 취한다. 미적 조형과

그 요소들에 대한 관련 조형 분야에서의 관점과 기존 성과를 탐색하고 이

를 인터랙션 조형의 맥락으로 끌어옴으로써,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적 관점

의 폭을 넓히는 한편 인터랙션만이 가지는 독자적 조형 특성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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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는 다른 조형 분야에서 말하는 조형의 요소들과 이들이 미적 경험

에 미치는 속성 혹은 메커니즘에 대한 개념들을 인터랙션 디자인에 투영

하여 관련성을 찾아내고 설명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분석한다. 도출된 구성

요소의 속성과의 관련성은 인터랙션 디자인의 연관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

석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찾아내어 논증한다. 이러한 차용과 적용의 논

증 과정을 진행하면서 개념 모형과 그 구성 요소의 합리성을 회귀적으로

확인하고 수정 개선하도록 한다.

개념 모형과 구성 요소 및 속성의 심화 및 응용

귀납적이고 회귀적인 방법으로 정의된 개념 모형과 구성 요소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응용한다. 이를 위해 제시된 개념 모형과 구성 요소

의 속성을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그 작용 특성과 감성 특성을 분석적으로

심화 이해하는 한편, 제시된 개념 모형과 구성 요소를 대안적 인터랙션 디

자인에의 응용을 통해 창조적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과정은 인터

랙션 조형의 구성 요소와 그 속성의 개별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인터랙션

의 미적 구성에 작용하고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실험과 응용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심화와

응용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구축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인터랙션 조

형의 개념 모형에 대한 실용주의적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그 심도를 더하

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달성한다.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과 범주화를 통해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

터랙션 조형의 구성 요소를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랙션 조형의 개

념 모형을 제시한다. 가설적으로 제시된 개념 모형은 관련 조형 분야의 이

론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세부 차원과 구성 요소 및 속성을 도출하여

정의하고 관련된 인터랙션 조형의 사례를 수집하고 대입하여 해석하는 과

정을 통해 귀납적으로 보완한다. 나아가 제시된 개념 모형을 구성하는 요

소를 확장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험적인 방법으로 인터랙션 조형의 심미

적 작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인터랙션 디자인의 조형에 적용하여

실행하는 응용 연구를 진행하여 개념적인 심화와 확장을 꾀한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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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방법과 연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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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랙션 미학과 인터랙션 조형

인터랙션 미학의 연구는 그간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온 인터랙션 디자인의

편재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연구자 혹은 연구자 그룹은 인터랙션을 미학적으

로 접근하여 해석하거나, 인터랙션의 미학적 특성을 발견하여 제시하거나,

인터랙션 조형의 속성과 요소를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노정과

성과들은 인터랙션 미학에 대한 이해와 개념적 확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시간 순으로 인터랙션의 미학과 관련된 이슈들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전개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개념적 확장을 이루어 왔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인터랙션 조형’ 개념이 형성되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미적 속성을 탐색하고 도출한 결과를 범주화를

통해 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연구가 목표하는 인

터랙션 조형의 개념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1 사용성에서 심미성으로

‘일상 제품의 심리학(Psychology of Everyday Things)’을 ‘일상 제품의

디자인(Design of Everyday Things)’으로 책 제목을 교체해야 했을 만큼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Donald Norman은 디자인계에 주목할 만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은 거칠게 요약하자면 일상적인 제품에서 겪는 낭

패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외형적인 멋과 장식에 치중하면서 정작 사용하기 어렵

게 되어버리는 디자인적인 폐해에 대한 일침이자, 제품의 ‘사용성’을 디자

인에서 더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설득이었다. 이 책이 출판될 당시 컴

퓨터 기술은 태동기에서 대중화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이었고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는 아직 체계를 갖추기 전이었다. Norman의 ‘사

용성’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HCI 분야의 기반과 체계

를 갖추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의 컴퓨터에 있어서는 ‘사용성’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

다. 이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사람이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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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작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

다. 컴퓨터가 실험실용 장비에서 개인용으로 대중화되던 90년대에도 여전

히 ‘사용성’에 대한 비중은 지속되었다. Norman이 ‘경험(experience)’이

라는 단어를 ‘사용성’의 대체어로 HCI 영역으로 끌어들인 시점도 그가 애

플의 사용성 부서를 맡았던 이 시기였다. 그는 ‘사용성’이 결국 인간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의도로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

험’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심미적 경험인데, ‘일상 제품의 디자인’에서 심

미적 디자인의 악영향에 대해 경고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다소 모순된

전개였다. 아무리 ‘경험’을 ‘사용성’의 대체어로 사용한 것이 ‘비즈니스 버

즈워드(business buzzword)’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한편 같은 시기에 일각에서는 인터랙션 디자인에 있어서 사용성과 심미성

과의 상관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Tractinsky와 동료들은 일련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 사용성과 심미성의 상

관관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Tractinsky(1997), Tractinsky 등(2000)). 그

의 주장은 논문의 제목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더 사용하기 좋다(What is

beautiful is usable)’는 것이었다. 그들은 Kurosu와 Kashimura(1995)의

연구에서 착안하여 일련의 사용성 실험을 시행하였다. 서로 다른 레이아웃

의 ATM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들에게 제시하여 미적으로 평가하도

록 하는 한편, 고의로 사용성을 떨어뜨리는-예를 들어, 프로세싱 시간을

늘린다던지- 사례를 섞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

였다. 결과적으로, 미적으로 높게 평가한 레이아웃이 사용성이 더 좋은 것

으로 평가되었고, 더 흥미롭게도, 사후 평가에서 미려한 레이아웃이 더 사

용성이 높다고 한 것과 고의로 사용성을 떨어뜨린 것 같은 실제 사용성은

관련성이 낮게 나오는 결과를 보였다. 제품의 아름다움이 실제(actual) 사

용성보다 실질(perceived) 사용성이 더 높아지는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그

들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사람이 외모를 보고 그 성격을 판단한다는 심리

학적 현상과 유사하게 미려한 레이아웃이 사용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assenzahl(2004)은 그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용성과 심

미성의 비례적 상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다른 종류의

스킨을 가진 MP3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고 사용성과 심미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는 사용성과 함께 쾌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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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onic), 선함(goodness), 미(beauty)를 평가 지표로 활용했으며, 평가

결과 사용성과 심미성의 상관성은 낮은 반면 사용성과 선함, 심미성과 선

함의 상관성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쾌락성 또한 심미성과 상

관성이 낮았는데 다만 쾌락성 중에서도 정체성(identification)은 심미성과

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심미성이 사용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는 없더라도 사용자의 정체성을 자극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

다. 이후에도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랙션의 심미성을 해석하고 주장하

였다.(Hassenzahl, 2008; Hassenzahl, 2010)

이러한 논쟁 과정을 기록할 필요를 느낀 Norman(2004)의 주도로

Human Computer Interaction지의 특별 섹션을 할애하여 두 연구자의

논쟁을 소개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코멘트도 함께 실었다. 소개글에서

Norman은 미적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발

간된 자신의 저서 감성디자인(Emotional Design, 2005)의 논지를 설명한

다, 즉 사람의 경험은 – 미적 경험도 마찬가지로 – 3개의 단계로 일어나

는데, 2개의 무의식적 단계인 본능적(visceral), 행위적(behavioral) 단계

와 1개의 의식적 단계인 사색적(reflective)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해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즉각적으로 느끼는 ‘좋은’ 감정-본능

적-도, 그것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반응이 기대에 부응했을 때의 ‘좋

그림 2 MP3 플레이어 스킨

사례(Hassenzah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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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정-행위적-도 미감이며, 우리가 미적 경험으로 인식하는 의식적이고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 성찰한 미감-사색적-도 미적 경험의 나머지 하나

라는 요지이다. 이 설명에서 ‘좋은 감정’이 Hassenzahl이 말한 ‘선함’과

유사한 맥락의 개념임을 감안한다면, ‘선함’과 ‘심미성’을 분리해버린

Hassenzahl의 접근과는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Hassenzahl이 설명한 ‘선함’과 ‘사용성’의 높은 상관성에 대한 개념적으

로 유사성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는지는 모호하다. 여하간 심미적 경험이

‘좋은 감정’과 동일하다는 맥락의 주장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소개글에서 Norman은 “나는 쓴맛이 좋다”면서 3단계 해석에 불편해

한 미학자와의 논쟁 에피소드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는 애써 “서로 다른

문화(the two cultures)”로 치부해 버리기는 했지만, 그 미학자가 지적했

듯 왜 쓴맛이 본능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것이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사색

적인 단계를 거쳤기 때문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능적 선함

과 반대되는 더럽고 촌스러운 키치에 대한 대중의 심미적 끌림이 본능이

아닌 사색의 산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왜 행위적 경

험은 사용성에 의한 만족감과 연결되어야 하는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멋진 춤을 추면서 느끼는 미적 희열-행위적 감성-이 사용성의 만족감과

같은 종류의 것은 아닐 것임은 분명하다. ‘일상 제품의 디자인’에서부터

강조해 온 ‘사용성’, 그 과정에서 비판한 ‘심미성’에 대한 미학적 반격에

대응하고자 한 의식적 반응임을 인정하더라도, 인간의 심미적 경험을 세

개의 단계 안에 분류해 넣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미학자의 지적을 주목해

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랙션의 사용성과 심미성의 상관관계를 다룬 일군의 심리학

자들이 심미성에 대해 가진 인식이 협소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

워 보인다. Hassenszahl의 실험에 활용된 스킨들의 외적인 생김새가 과

연 인터랙션의 심미성의 전부인가. 곡을 고르거나 재생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고 스크롤 되는 등 단순하지만 다양한 행위와 반응들이 인터랙션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그 행위에서 오는 미감은 이 인터랙션의 심미성으로

고려되고 있는가. 인터랙션의 시각적인 외양만을 미적인 요소로 과도하게

축소함으로써, 같은 섹션의 Frohlich(2004)가 코멘트한 것처럼, 심미성을

단지 “객관적이고 연속적인 성질(objective and continuous property)”

로 규정지어 버리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인터랙션의 심미성 혹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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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자체에 대한 협량한 인식은 다른 텍스트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심미

성을 “물리적 매력(physical attractiveness)(Hassenzahl, 2008)”으로, 시

각적 요소로 국한하려 강한 의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사용성과 심미

성을 대립적으로 혹은 분리하여 생각하고자 하는 이원적 인식에서 비롯되

었다고 보이는데, 사용성에 집중되어 있던 당시 HCI 계의 인식적 환경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리주의자들의 인터랙션 미감에 대한 기조에 대응하듯

Overbeeke와 Wensveen(2004)은 같은 섹션에서 사용성과 심미성의 관계

에 대한 다른 시각을 피력하였다. “사물에 있는 아름다움(beauty in

object)에서 아름다운 사물과의 인터랙션의 아름다움(beauty of

interaction with beautiful objects)”으로 관점의 전환을 주장한 것이다.

인터랙션을 사용성과 효용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왜 그 기능성 혹은 사

용성 자체가 아름다울 수 없는가라는 것이다. 그들은 사용자의 인터랙션

스타일(방식이나 자취)과 사용자의 감성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접근은 인터랙션의 과정과 행위를 고려했다는 점과 사용성과

심미성을 분리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인식하려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Overbeeke와 Wensveen은 Djajadiningrat과 함께 이미 같은 취지의 인

터랙션 디자인의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고 있었다.(Overbeeke 등, 2000)

그들은 ‘제품이 아닌 경험을 생각하라’, ‘외형의 아름다움이 아닌 인터랙션

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 ‘사용의 용이성(ease of use)이 아닌 경험의 즐

거움을 생각하라’ 등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구호를 앞세워 인터랙션의 미

학이 재미와 즐거움의 긍정적 경험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촉구했다. 인터랙션의 디자인을 사용의 용이성(ease of use)이 아닌 사용

의 즐거움(joy of use)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놀랍고, 매혹적이고, 영리

하고, 보람 있고, 솔깃하고, 때론 침울하고 때론 신나는” 다양한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미적인 인터랙션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Djajadiningrat 등, 2002) Petersen 등(2004)도 역시 사용성과 심미성

의 이분법을 못마땅해 했다. 그들은 기능성과 명확성(clarity) - 즉, 사용

성 -만이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대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는 아닐 것이

라 주장하고, 인터랙션이 줄 수 있는 미감이 즉각적인 시각적 인상에 의존

하는 것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의 주장에 철학적 바탕이 된 것이 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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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Pragmatist Aesthetics)이었다.

인터랙션의 심미성이 사용성과의 상관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인터랙션의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사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랙

션의 아름다움이 분리된 시각적 표현물만으로 대표될 수 없으며, 예술 작

품처럼 격리된 전시물에서 느끼는 미감과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 상관성은 앞의 일군의 인터랙션 디자인 연구자들이 실용주의 미학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 근원이었다. 그들은 Dewey(2018)의 경험 미학 즉, 미적

경험이 물질적으로 실세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만 사회적, 경제적, 정

치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데에 철학적 바탕을 두고,

Shusterman(2010)의 실용주의 미학을 차용하여 인간의 총체적 신체 경

험을 중심으로 미감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인터랙션의 미학을 인식하려

고 하였다.

실용주의 미학은 3가지 대표적인 관점에서 인터랙션의 미감과의 연관성을

갖는다. 첫째, 맥락(context)을 고려한 미학이다. 인터랙션은 변화하는 특

성을 지닌 디자인 대상이므로, 변화하는 대상이 놓여있는 시간적 공간적

맥락이 사용하는 사람의 미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인간의 신체적 감각적 경험을 중요시한다. 사용의 과정은 행

동의 과정이자 감각의 과정이다. 인터랙션은 단절된 정적인 대상으로 시각

적 미감으로만 경험되지 않는다. 행동하고 감각하면서 경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랙션은 다른 디자인 대상들과는 다르게 역동적인 미감을 전달

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이렇게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은 총체적

(holistic)인 미적 경험이자 경험의 미학이다.

Wright 등(2008)은 인터랙션 과정에서의 지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성적으

로 총체적인 경험은 지속적인 개입과 이해(sense-making)를 요구하게 되

므로 대화적(dialogical)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인터랙션

을 조형하는 것은 총체적인 그물망과 같다고 상정하고, 감각적 실

(Sensual Thread), 감성적 실(Emotional Thread), 시공간적 실

(Spatio-Temporal Thread), 구성적 실(Compositional Thread)로 이루

어진 접근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구성적 실을 설명하며 인터랙션

은 마치 이야기 구조(narrative structure)를 만드는 것에 비유하여 인터

랙션의 육하원칙을 강조하였다. 반면, Ross와 Wensveen(2010)은 경험 과

정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실용주의 미학의 맥락에서, 인터랙션의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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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내재적(intrinsic) 가치와 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고, 사회적

이고 도덕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며, 역동적 조형을 만족해야 하고, 총체적

인간의 부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적 기반에서 인

터랙션의 질적 프레임웍(Interaction Quality Framework)을 제시하였는

데, 에포트(Effort), 몸(Body), 형질(Shape Quality), 주도권(Initiative), 역

동적 전개(Dynamic Development)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각각의 요소

를 세부적으로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인터랙션의 역동성을 부각하려

는 의도로 무용의 안무를 해석하는 Laban의 LMA(Laban’s Movement

Analysis)를 연상하게 하는 요소들로 구성하였다.

실용주의 미학의 접근은 인터랙션의 아름다움을 사용성의 대척점에 있는

시각 표현의 미감으로 축소 해석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려 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

식의 확장이 없다면 Dunne(2002)의 Critical Design과 같이 사용성과의

연관 관계가 희박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인 미학적 접근에 대해서 설

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대변되는 화면 중심

의 인터랙션 디자인 이후 전개될 편재적인 컴퓨터들의 인터랙션이 내포할

수 있는 미적 경험을 설명하는데도 더 유연한 이해의 틀을 제공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랙션의 역동성과 감각성을 부각함으로써 당시 기

술적으로 급진적인 대안을 쏟아내던 MIT MediaLab의 TMG(Tangible

Media Group)의 인터랙션 디자인에 한편으로 공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극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계 내부에 대한 구호로서의 의미도 가졌다.

2.2 인터랙션의 조형

실용주의 미학의 영향에 추동되고 컴퓨터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편재화

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 인터랙션 미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디자이너

와 연구자들은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을 재정의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수행

하였다. Hallnäs와 Redström(2002)은 편재하는 미디어에 대해 “사용

(use)”에서 “존재(presence)”로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럼

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Hummels 등(2003)은 사용자들의 “공진(resonance)”, 즉 서로가 서로에

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상정하려 하

였다. Haynes 등(2007)은 인터랙션의 미감을 소극적(passive)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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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접근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소극적 미감은 인간의 지각

(perception)에 관련된 것이고 적극적 미감은 인간의 이해(conception)에

관련된 것이며, 정보기술의 미디어를 객관적으로 정의함(소극적)과 동시에

하나의 주제로 받아들임(적극적)으로서 미학이 완성된다는 주장이다.

Baljko와 Tenhaaf(2008)은 “LoFi”라는 가상 생명 예술작품의 수행 과정

을 통해 인터랙션 미학을 “부상(emergence)”의 미감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인터랙션은 과정적이며 그 과정에서의 행위와 표현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보다 조금 극적인 방식으로 인터랙션의 미학을 개념적으로 형상화한

시도들도 있었다. Khaslavsky와 Shedroff(1999)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호소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유혹(seduction)”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epworth(2007)는 인터랙션이 “마술(magic)”과

도 같은 경험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술적 경험이란 놀랍고

(surprise), 비범하고(unordinary), 능력을 뛰어넘고(unnatural), 흥분케

하는(exciting) 것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Landin(2008)

은 디지털 제품의 인터랙션을 “신화(myth)”와 “환각(delusion)”의 미학이

라고 하였다. 휴지통에 파일을 버리는 것을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

기는 것과 같이 일종의 환각과 그에 대한 굳은 믿음(신화)을 미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in 등(2011)은 “시적인(poetic)” 인터랙션을

하나의 장르로 제시했다. 시의 문학적 표현에 비유해 인터랙티브 제품에

상상력과 표현을 더하는 인터랙션의 미학적 접근을 주장한 것이다. 유혹,

마술, 신화, 시와 같은 개념을 통해 인터랙션의 미학을 개념화하는 것이

한계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을 확장적으로 바라보

려는 시도들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접근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을 확장하여 이해하려는 디자이너들과 디자인 연구

자들은 새로운 미적 경험의 성질(quality)을 정의하기도 하였다.

Christensen(2004)은 사용성에 대응하는 미학적 성질로 “자극성

(excitability)”을 내세웠다. Lowgren(2007a, 2007b, 2008, 2009)은 일련

의 연구를 통해 “유연성(pliability)”-감각적으로 밀접하고 반응성이 높은

가-, “리듬(rhythm)” -움직임이 율동적인가-, “극적인 구조

(dramaturgical structure)”-연출적 구조가 있는가-, “유창성(fluency)”-

복합적인 인터랙션을 유창하게 다루는가- 등의 성질들을 발견하여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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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인터랙션의 미감에 대한 개념적 확장은 “인터랙션 조형

(interaction form)” 개념을 재정립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조형(造形)’은

글자 그대로는 ‘형상을 만든다’는 뜻이지만, 의미적으로 ‘미적(美的)’인 가

치를 내포한다. 따라서, ‘조형’은 ‘미적으로 표현된 형상’과 ‘미적인 형상화

행위’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다. 디자인 대상의 외적 형상을 미적으로 조직

하는 것을 조형이라고 한다면, “인터랙션 조형”은 대상이 되는 인터랙션이

인간과 디지털 인공물 간의 상호작용을 뜻하므로 인터랙션이 표현되는 물

리적 형태는 물론 비물질적이고 비시각적인 형태를 미적으로 조직하는 행

위 과정과 그 결과물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미적인 조직의 결과 즉,

조형을 통해 앞의 연구자들이 발견하고 제시한 인터랙션의 미감이 구현되

도록 할 때 비로소 인터랙션은 ‘조형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의 ‘조형성’은 물리적, 비물리적인 형태를 복합적으로 내포하는

미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여타 디자인의 조형성과 차별된다. 특히 체화된

인터랙션(embodied interaction, Dourish(2001))의 기술적으로 편재된

환경에서는 물리적 형태와 비물리적 형태가 인터랙션 조형 내에 유기적으

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터랙션의 조형과 조형성에 대한 이러

한 시각을 뒷받침한다. Udsen과 Jørgensen(2005)은 이러한 미학적 전환

(aesthetic turn)이 인터랙션을 통해 새로운 표현적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Lim 등(2007)은 당시 인터랙션 디자인이 사용자의 경

험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Svanæs(1997)의 아이디어에서 착안

하여 “인터랙션 게슈탈트(Interaction Gestalt)”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제

시하기도 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은 인터랙션의 ‘조형성’이 어떻게 기인되는지 탐색하였다.

실용주의 미학의 접근에서는 인터랙션 조형의 감각적 특성과 움직임 특성

이 주요 관심사였다. 이들은 몸과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인터랙션의 조형적

특성을 도전적인 디자인 사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고 관련된 디자인

접근을 유발하였다. (Hummels 등(2007), Djajadiningrat 등(2007),

Parkes 등(2008), Fogtmann 등(2008), Alaoui 등(2011), Alaoui 등

(2012), Hummels(2011), Loke 등(2013) 등) 또한 인터랙션의 조형은 차

별적이고 확장적인 개념의 물리성(physicality)을 동반한다. Schiph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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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7)은 ‘BodyMap’이라는 인터랙티브 설치를 통해 인터랙션의 물리성

에 대한 몇가지 주제를 제시하는데, 체화된 인터랙션에서 사용자가 상호작

용하는 접에서의 물질성(materiality)이 미학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장선상에서 Wiberg와 Robles(2010)은 원자(atom)와 비

트(bit)를 대응하는 것(Ishii와 Ullmer, 1997)을 넘어서 다양한 디지털 및

물리적 재료들을 미학적 문법에 포함시키려 하였고 이를 인터랙션의 “감

촉(texture)”라고 칭하였다. Hornecker(2011) 또한 촉각적이고 체화된 인

터랙션에서 물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도 하였다. Jung과

Stolterman(2011, 2012), Jung 등(2017)은 디지털 기술을 인터랙션을 디

자인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material)로 보기도 하였다. 그들은 빠르게 디

지털화되어가는 가상의 물리적 재료(예를 들어, 화면에 등장하는 버튼과

같이)들이 물리적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세계에서 형태(form)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또 다른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azé와 Redström(2005)은 인터랙션 조형의 이러한 돌발적인 이슈들을

인식하여 시간적(temporal), 공간적(spatial) 형태를 제시하였다. 인터랙션

이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차별적 특성에 따라 형태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상정한 것이다. 움직임, 물리성과 함께 재조명된 인터랙

션 조형의 특성이 시간성(Temporality)이다. Lundgren과

Hultberg(2009)는 연속적(sequential), 분절적(fragmented), 병치된

(juxtaposed) 시간 등 인터랙션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성을 다양한 방

식으로 분석하여 도출했다. Huang과 Stolterman(2011)은 인터랙션 디자

인에서 시간성이 면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여, 인터랙션 과정의 시간적 패턴을 찾아내 언어적 혹은 시각적 문법으로

나타내기 위해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것은 인터랙션의 조형성은 물리적이고 시각적

심미성 외에도 감각성, 역동성, 물질성, 시간성, 공간성 등의 미감을 포함

한다는 점이며, 나아가 이러한 특성들이 인터랙션의 미학에 더 큰 비중으

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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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질(qualities), 속성(attributes), 요소(elements)

디자이너는 자신이 디자인하고 있는 대상이 조형적으로 어떤 인자들로 구

성되고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한다. 그렇다면 인

터랙션의 조형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여러 인터랙션 디자이너와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과 기준으로 인터

랙션 조형의 구성 요소와 발현 인자들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여기서는

실용주의 미학에 기반한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상호 참조된 연구

들을 추적하여 발견한 연구들로 인터랙션의 미적 속성 도출의 관점에서

유관한 연구들을 추려내었다. 그 성과와 결과물을 명세화하고 분류, 범주

화하여 인터랙션 조형이 어떻게 구성되고 발현되는지 이해함으로써 인터

랙션 조형을 세부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Lowgren과 Stolterman(2004)은 미학적인 경험을 명세화하여 세부적인

인터랙션의 특성들을 나열하였다. 모호성(ambiguity), 놀라움(surprise),

몰입(immersion), 기대(anticipation) 등이었는데, 다만 이 리스트는 인터

랙션 조형의 구성 요소에 대한 명세라기보다는 인터랙션의 미적 특성을

구분하는 시도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Heller(2005)는 인터랙션 디자인의

관심을 미학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흐름(flow)-전후에 어떤 것이 발생했는가,

맥락(context)-내외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응답성(responsiveness)-무

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적절성

(appropriateness)-적절한 인터랙션인가 등이었다. Schiphorst 등(2007)

은 체화(embodiment), 물질성(materiality), 감각매핑(sensorial

mapping), 의미(semantics of caress) 등을 추출했는데, 이는 정확히 말

하면 체화된 인터랙션의 미학을 세밀하게 고려하기 위한 주제들이지만 인

터랙션 조형의 구성 요소로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터랙션 게슈탈트를 제시했던 Lim 등(2007)은 결과적으로 인터랙션 게슈

탈트를 이루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결성(connectivity), 연속

성(continuity), 직접성(directness), 움직임(movement), 정연도

(orderliness), 근접도(proximity), 페이스(pace), 해상도(resolution), 속

도(speed), 상태(state), 시간-깊이(Time-depth) 등이 그것이며, 각각에

반대되는 형용사 쌍(예. 속도: 빠른-느린)을 함께 제시하기도 하였다.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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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은 다른 연구자들과(2009) 이 연구를 기반으로 비물질적인 인터랙션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한 요소들을 다시 추출하였는데, 동시성

(concurrency), 연속성(continuity), 기대성(expectedness), 움직임 영역

(movement range), 움직임 속도(movement speed), 근접도(proximity),

응답속도(response speed) 등이다. 앞서 언급한 Wright 등(2008)이 제시

한 일종의 프레임웍도 참고할 만하다. 감각적 실(Sensual Thread), 감성

적 실(Emotional Thread), 시공간적 실(Spatio-Temporal Thread), 구

성적 실(Compositional Thread) 등이었다. Rozendaal과

Schifferstein(2010)은 인터랙션에 대한 신체적 경험에 있어서의 쾌적도

(pleasantness)를 인터랙션에 대한 미적 경험의 척도로 상정하고, 인터뷰

를 통해 쾌적도의 주제들을 추출하여, 사회성(sociality), 미학(aesthetics),

안정감(comfort), 대리성(agency), 관련성(association), 활력(vitality), 진

전(progression) 등으로 정의하였다. Hallnas(2011)는 인터랙션 조형의

과정에 집중하여, 박자(timing), 배열(spacing), 연결(connectivity), 방법

(methodology) 등을 디자인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Diefenbach 등(2013)

은 “인터랙션 어휘(interaction vocabulary)”라 하여 인터랙션 조형을 평

가 혹은 실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11쌍의 어휘들을 제시하였다. 빠른-느린,

단계적-연속적, 즉각적-지연된 등 형용사들로 이루어진 쌍으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Vallgårda(2014)는

인터랙션 조형을 물리적 형(physical form), 시간적 형(temporal form),

인터랙션 게슈탈트로 보고 가역성(reversibility), 축적(accumulation), 인

과관계(computed causality), 연결가능성(connectability) 등의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문헌에 나타나는 인터랙션 조형의 세부적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Lundgren(2011)은 문헌에 나타난

미적 인터랙션의 속성들을 바탕으로 인터랙션 자체, 표현(Expression), 행

동(Behavior), 복잡성(Complexity), 변화와 시간(Change and time), 사

용자(Users)와 관련된 속성들로 분류하여 총 30개로 정의하였다. Lenz 등

(2014)도 마찬가지로 인터랙션 미학과 관련 문헌들을 바탕으로 인터랙션

의 미적 속성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심리학의 행동이론들을 바탕으로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리키는 차원인 do-level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차원인 motor-level을 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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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다. be-level로 자극성(Stimulation), 안전성(Security), 능숙도

(Competence), 자발성(Autonomy), 관계성(Relatedness), 의미성

(Meaning), 인기도(Popularity)를, Moto-level로 시간적(Temporal), 공간

적(Spatial), 행동-반응(Action-reaction), 표출(Presentation), 힘

(Forces), 메타(Meta)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Mõtus 와 Lamas(2015)도

문헌에 나타나는 인터랙션의 조형적 특성들을 검토하여 특징을 체계적으

로 설명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인자들을 종합한 후, 제시된

인터랙션 조형의 구성 인자들은 개별적인 함의와 개념적 범위에 따라 인

터랙션 조형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내거나, 인터랙션 자체 혹은 인터랙션

조형의 세부적인 성질을 명세하거나, 개별화가 가능한 표현의 구체적 요소

를 구분해 내는 것들로 분류할 수 있다.<표 1> 이 범주를 각각 특질

(quality), 속성(attributes), 요소(elements)라 구분하였고 각각의 범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특질(quality)

제시된 인자들 중에는 인터랙션의 일반적인 특성인지 미적 특성인지 경계

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Lowgren과

Stolterman의 요소들에서 usefulness나 efficiency는 정확히 말하자면

‘사용성’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성이 심미성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인터랙션 조형의 구성 인자에 대한 포함

범위를 다소 과하게 넓힌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Lundgren의 리스트에서 Freedom, Privacy 등은 개념적인 성격이 강하

여, 인터랙션의 심미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들이기는 하나 인터랙션 조형

인자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명확히 지시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Surprise, Immersion(Lowgren & Stolterman), Sociality,

Association(Rosendal 등), Stimulation, Competence(Lenz 등)와 같이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을 확장했을 때 포괄적으로 인터랙션 조형을 이해할

수 있는 반면, 구성 인자에 대한 이해의 명확성을 흐리는 반대급부도 무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인터랙션의 전반적인 미적 특성을 규정하거나

인터랙션이 수용자인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미적인 특성을 넓은 의미

의 조형 인자라 하고 이들을 인터랙션 조형의 심미적 ‘특질’로 규정하였

다. 이 범주에 제시된 인자들은 기실 인터랙션의 미적인 특질 혹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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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quality) 속성(attributes) 요소(elements)
Löwgren,
Stolterman
(2004)

surprise,
immersion,
control/autonom
y, anticipation,
seductivity,
playability,
usefulness,
identity,
personal
connectedness,
efficiency

ambiguity, fluency,
pliability, relevance,
social action space,
elegance, transparency

Heller (2005) responsiveness,
appropriateness

flow, context(time,
space)

Lowgren
(2005, 2009)

Pliability, Fluency Rhythm (movement),
Dramaturgical
structure(flow)

Schiphorst 등
(2007)

Embodiment, Semantics
of Caress

Materiality (material),
Sensorial Mapping
(sense)

Lim 등 (2007) connectivity, continuity,
directness, orderliness,
proximity, state

movement, resolution,
pace (movement),
speed (movement),
time-depth

Wright 등
(2008)

Emotional
Thread

Compositional Thread Sensual Thread
(sense),
Spatio-Temporal
Thread (space, time)

Lim 등 (2009) concurrency, continuity,
expectedness,
proximity

movement range,
movement speed,
response speed
(movement)

Lundgren,
Hultberg
(2009)

Temporality Time

Rozendaal 등
(2010)

sociality,
comfort, agency,
association,

aesthetics, vitality,
progression

Huang,
Stolterman
(2011)

Temporality (time)

Lundgren
(2011)

Approach,
Behavior
analysis,

Adaptability, Clarity,
Connectivity,
Directness, Openness,

Feedback(sense),

Information order
(flow),

표 1 인터랙션 조형의 특질, 속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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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션 조형의 특질을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속성(attributes)

그중 인터랙션의 미적 발현의 양태를 규정하거나 미적 발현에 영향을 미

치는 인터랙션 특유의 성질들 중 더 직접성을 띠는 것들을 ‘속성’이라 구

분하였다. 일반적인 미적 속성이나 인터랙션의 일반 속성에서부터 인터랙

션의 미적 속성을 구분해 냄으로서 인터랙션 조형적 속성을 선명하게 드

Company,
Difficulty,
Evolution,
Forgiveness,
Freedom,
Level of
dependency,
Locality of
users, Privacy,

Precision, Predictability,
Presentation,
Robustness, Versatility

Input modalities
(sense), Interaction
flow (flow),
Movement,

Output modalities
(sense), Posture
(movement),

Response time,
Temporal aspects
(time), Tasking
(flow)

Diefenbach 등
(2013)

uniform-diverging,
constant-inconstant,
mediated-direct,

incidental-targeted,
apparent-covered

slow-fast (speed),

stepwise-fluent
(flow),
instant-delayed
(time),

spatial separation
-spatial proximity
(space),
approximate-precise
(space),
gentle-powerful
(force)

Lenz 등
(2014)

stimulation,
security,
competence,
autonomy,
relatedness,
meaning,
popularity

temporal, spatial,
(time, space)
action-reaction,
presentation, forces
(force), meta

Vallgårda
(2014)

reversibility,
accumulation,
computed causality,
conne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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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속성 범주에서 비로소 인터랙션에 있어서 미적인

경험의 양태와 미적 발현의 메커니즘에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responsiveness(Heller), pliablity, fluency(Lowgren),

embodiment(Schiphorst et al.), adaptability, connectivity(Lundgren)

등은 인터랙션이 표현하고 전달하는 미감의 차별적 특성 들을 지시하는

속성들이며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에 대한 개념적 관점을 새롭게 제공하고

인터랙션 조형의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요소(elements)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는 인터랙션 조형 특유의 성질이면서도 구체화된 형

태로 추출 가능한 것들을 분류해 낼 수 있는데, 이는 인터랙션을 조형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인터랙션의 조형에 대해 실질적인 관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속성으로 분류된 것들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인터랙션이 유발

하는 사용자 경험의 속성을 지시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

상으로서 인터랙션의 조형적 속성이 아닌 인터랙션의 결과로 그것을 경험

요소 정의 관련 요소

움직임
인터랙션과 관련된 행위와 상태를
표현하는 움직임 혹은 움직임의
형태

rhythm, pace, movement range,
posture

속도
인터랙션의 움직임이 표현하는
속도 혹은 속도감

speed, movement speed, response
speed, slow-fast, slow-fast

힘
인터랙션이 표현하는 정적인 무게
혹은 동적인 충격의 양

gentle-powerful, forces

흐름

[플로]

인터랙션이 전개되는 단계에서
단계로의 연속적 조직

flow, time-depth, Information
order, Interaction flow, Tasking,
stepwise-fluent, instant-delayed,
stepwise-fluent, (dramaturgical
structure)

감각 인터랙션이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
sensual thread, feedback, Input
modalities, output modalities,
sensorial mapping

재질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실제적 재료
혹은 가상의 재질감

materiality, sensorial mapping

공간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거나
창조해내는 실제 혹은 가상의 공간
혹은 공간적 형태

context, spatio-temporal thread,
spatial separation, spatial
proximity, approximate-precise,
spatial

시간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거나
창조해내는 실제 혹은 가상의 시간

context, spatio-temporal thread,
response time, temporal aspects,
instant-delayed, temporal,

표 2 인터랙션 조형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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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responsiveness,

pliability, continuity등과 같은 것들인데, 이들에 비해 speed, rhythm,

movement, sense 등은 대상으로서 인터랙션 조형이 가지는 보다 구체적

인 속성들이다. 이러한 속성들을 분리하여 ‘요소’라 규정하였다.

’요소’로 정의된 것들을 유사성으로 재분류하면, 움직임(movement), 속도

(speed), 힘(force), 흐름(flow), 감각(sense), 재질(material), 공간

(space), 시간(time)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유사성을 기준으

로 분류하고 각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요소로 정의 하였다.<표 2> 그 중

‘드라마적 구조(dramaturgical structure)’는 일견 다른 요소들과 희박한

유사성을 가진다고 보였으나, 흐름(=플로) 요소를 이야기의 미적 흐름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는 Laurel(2014)이 강조

했던 내러티브적인 인터랙션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 요소들은 정적인 ‘형태’에서 확장된 ‘형태’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들이라

는 점에서 인터랙션의 조형이 비물질적인 형태를 포함하는 조형이라 정의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도출된 ‘요소’들은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이므로, 요소

들 간에 개념적 주종 관계나 상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속

도는 움직임의 하위적인 요소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요소들 간에 상호 밀

접한 관련을 가진 점도 존재한다. 움직임 요소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의

미를 내포하지만, 그렇다고 움직임이 공간, 시간과 동일한 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적인 요소로서의 자격도 가지고 있다. 재질은 감각을 유발하

는 원천이지만 독자적인 요소로 고려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요소들은 제한된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것들이므로 완결성에

있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터랙션을 수행하는 사용자의 미적 경험보

다는 대상으로서 인터랙션의 조형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추출함으로서

인터랙션 조형을 미시적으로 이해하는 보다 구체적인 통로를 제공하고, 인

터랙션 조형의 구성을 해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 한계와 방향성

인터랙션의 미학적 경험에 대한 인식은 인터랙션 디자인의 영역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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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확장과 편재에 맞물려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인

식의 변화는 실제 인터랙션 디자인의 산물들을 통해 시도되고 구현되어

왔다. 그러나, 보는 바와 같이 인터랙션의 조형적 심미성에 대한 연구는

비록 몇몇 연구 그룹에서 의욕적으로 시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랙

션 디자인의 연구 영역 내에서 중추적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랙션 조형’ 개념이 제시된 것조차 오래 전 일이 아닐뿐더러

인터랙션 디자인 계 내에서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연

구들에서 인터랙션 조형 개념의 확장적 성격에 대한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뚜렷하게 관통하는 개념의 골격을 발견하기 어렵

다. 이는 다른 연구 주제에 비해 촘촘하지 않은 연구 상황과 무관하지 않

으며, 결국 개념적 파편성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결과들을 보면, 일부에서는 인터랙션의 조형 혹

은 미적 경험에 관련한 속성인지 아니면 인터랙션 자체의 속성 전반을 아

우르는 것인지, 나아가 디자인된 인공물 전체와 관련된 것인지 그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또, 일부에서는 도출된 속성들이 조형된 대상인 인터랙션

의 속성인지, 아니면 그것을 경험하는 사용자의 미적 경험의 속성인지 구

분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런 혼선은 인터랙션 조형의 속성들을 정

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겠지만, 인터랙션의 조형 개

념과 그 요소 및 속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

연구에 필요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목표와 대상을 명확하게 하

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목표와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도 포함하는 방향 설정이다. 이 연구는 인터랙션 조형을 구성하는 요소

들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개념 요소들은 디자

인 대상으로서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어야 한다. 미적 경험이란 사

람의 것이므로 미적 인터랙션이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어떤 미적 경

험을 유발하게 된다. 그렇게 유발된 미적 경험의 속성은 이 연구가 도출하

고 정의해야 할 속성에서 배제하는 것이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화에 더 부

합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으로서 인터랙션 조형의 요소와

그 속성을 탐색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둘째, 인터랙션 조형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보이듯 인터랙션 조형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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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접근하기에 따라 무수히 찾아내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 그것을 어떻

게 구체화해서 명료하게 전달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접근 방식이 분분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념적인 명료함을 최대화하면서 개념적인 확장과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형태의 개념적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도출할 수 있는 요소 및 속성들을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념적 덩어리로 묶어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식

의 개념 체계화의 전략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체성과 명료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션 조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인 큰 그

림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인터랙션 조형의 다양한 속성들을 발

견하고 제시함으로써 인터랙션의 조형에 대한 이해를 개념적으로 확장하

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사용자의 미적 경험의 속

성을 설명하면서 결과론적인 현상으로서의 속성을 제시하여 대상으로서

인터랙션 조형 요소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편, 반대로 도출된 개별적인 인

터랙션 조형 요소들과 속성들을 정의하여 제시하면서도 그것들이 어떤 상

관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미적 경험에 종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기도 하였다.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은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

다고 총체적 결과적 경험을 어떤 요소로 대응시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

자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인터랙션의 조형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경험

에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인터랙션 조형의 세부 요소와 속성이

가지는 유기적 관계성을 감안하고 총체적 경험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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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D(Aesthetic Interaction Design) 모형

3.1 추론의 과정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보았던 인터랙션의 미적 속성과 구성 요소들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이해와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인

터랙션의 미적 조형이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지 탐색하고 추출하는 추론

과정을 통하여 인터랙션의 미적 조형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한

AID(Aesthetic Interaction Design) 개념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개

념화로부터 모형 구축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접근의 태도와 방법들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추론의 과정에서는 인터랙션 조형의 관념적 미학, 형의상학적 논

의보다는 실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의 접근과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규정했다시피,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을 이루는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특성들을 도출하는 것보다 인터랙션 조형을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터랙션 자체를

대상화하여 인터랙션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추론하기 위해 집중한다.

인터랙션의 사용자가 경험하는 미적 경험의 속성이나 인터랙션의 결과로

드러나는 특성 등과 같은 요소들은 이 추론 과정에서는 제외하고 대상으

로서의 인터랙션 자체를 구성하는 것들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대상으로

서의 인터랙션’으로 개념화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추론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략화하여, 개념 모형의 구축이라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획득하고 인터랙션 조형의 구성에 개입될 수 있는 개념적인 혼

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둘째, 인터랙션 조형의 구성 요소를 추론하기 위하여 2개의 구별되는 층

위를 상정한다. 인터랙션의 ‘설계’와 ‘조형’의 층위가 그것이다. 전자가 인

터랙션의 작동에 관련된 기능 구성의 층위하고 한다면, 후자는 심미적 표

현적 구성의 층위라고 상정하였다. 이 개념적 층위들은 인터랙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다른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한 층위들이다. 이 층위들은

서로 상충 대립하거나 상호 배타적이 아닌,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성격

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추론을 진행한다. 이렇게 층위를 구분하여 추론하는

것은 인터랙션의 구현 과정을 추적하여 그 구성 요소들을 추출해 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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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호 대비하여 추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비가 개념화의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

였다.

셋째, 이러한 ‘층위’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인터랙션 조형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추론하는 과정은 하향(top-down)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즉, 인터

랙션 조형의 미적 ‘차원’들을 우선 제시하고 그 차원들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세분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은 세부 요소들을 우선 찾아내고 정의한 후 이들을 연관성으로 묶어 개

념적으로 정의하는 상향(bottom-up) 방식의 추론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는 앞선 장의 기존 연구 고찰의 결과에서 한계적이라는 것

이 드러난 바 있다. 다만, 하향식 추론 과정에서 기존 연구 고찰에서 도출

된 구성 요소들에 연관시켜 세부 구성 요소들을 추론적으로 도출하는데

참고하도록 한다. 또한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기존 연구들의 도출 요소들

이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들을 메꾸기 위하여 가능한 개념적 구성 요소들

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과정으로서 설계의 과정

과 조형의 과정을 중심으로 개념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으로 AID 모형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다.

3.2 인터랙션 설계의 층위

인터랙션 설계의 과정은 한마디로 인터랙션을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과정

이다. 이 과정을 개념적으로 간략화하여 추론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실제

제품의 인터랙션 설계의 과정을 개념적으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

Beosound 30001)은 Bang&Olfsen사의 벽걸이형 오디오로서 Beosound

2500에서 이어져 200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독특한 제품이다.

Beosound 3000은 절제되고 모던한 형태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독창적인

인터랙션으로 당시의 제품 인터랙션 디자인에 상징적인 제품으로 꼽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오디오는 전면 유리 도어는 손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열리는 것이나 CD를 돌리는 헤더 부분이 기계적으로 올라가거나 재생을

시작하면 백라이트가 켜지는 등 기존의 오디오가 가지지 않은 섬세한 인

1) https://bit.ly/3GjR9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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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랙션을 선보였다. <그림 3>

이 제품은 CD에서 디지털 포맷으로 오디오 시장이 변화하면서 사실상 현

재 시점에는 제작 판매되고 있지 않으므로, 인터랙션의 설계 과정을 설명

하는데 시의적인 사례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

이 이 제품을 사례로 선택한 것은 이 제품의 인터랙션은 2000년대를 관통

하는 사용성과 심미성의 확장 시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랙션 디자

인의 사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하고, 무엇보다 이 제품의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인터랙션 디자인은 그 설계와 조형의 관계를 극적으로 대비하여

보여주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오디오의 인터

랙션은 현재 시점의 다른 제품의 인터랙션과 비교하더라도 참신성이나 고

급성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하였다.

이 제품의 인터랙션을 설계한다고 가정해 보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은 이 오디오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소(Elements)들일 것이다. 인

터랙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휠, 버튼, 모터, 도어 등등의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LAYOUT)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의 ‘배치’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기능적 효율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요소’들이 외

부와 내부에 있는지에 따라 인터랙션 설계에서 ‘배치’는 외부와 내부로 구

분할 수 있다. 외부의 요소 배치는 물리적인 거리와 그룹핑으로 사용상의

효율성을 충족하여야 하고, 내부의 요소 배치는 생산 비용 상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배치’는 ‘Fitts의 법칙2)’과 같은 사용

그림 3 BeoSound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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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 인터랙션에 필요한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

되어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드웨어에서

의 ‘요소’와 ‘배치’를 상정한 것이지만, 소프트웨어의 UI 구성 관점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동일하다. 소프트웨어 UI에서는 구성하고 있는 버튼, 탭,

윈도우, 바 등등의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때의 외부-내부의 구분은 흔히 프론트엔드(front end)-백엔드(back

end)로 구분되는 설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림 4>

그러나 사실상 외부와 내부의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

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배치’ 작업은 내외부의 밀접한 연관성을 염두

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각 요소들 사이의 ‘관계(Relations)’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버튼이 어떤 모터를 작동하는지, 모터는

휠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어는 무엇으로부터 트리거를 받는지 등, ‘요소’

들 간의 ‘관계’는 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이다. 따라서, 서로

‘관계’를 가진 ‘요소’들은 더이상 ‘배치’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structuring)’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STRUCTURE)’는

제품, 건축 등과 같이 물리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쪽에서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구조를 가리키는 것인 반면, 웹, 앱 등의 소프트웨어 UI

에서 보자면 UI를 이루고 있는 정보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흔히 ‘정보 구조(information architecture)’라 부르고, 직역하

2) Fitts의 법칙(Fitts’ Law)은 인간공학이나 HCI에서 인간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활용
되는 모델 이론으로서, 간략히,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목표 지점과의 거
리와 반비례, 목표 지점의 면적과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법칙이다. - Wikipedia :
https://en.wikipedia.org/wiki/Fitts%27s_law

그림 4 요소(elements)와 배치(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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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보 건축’을 뜻하는 이유이다. 이 때에는 물리적인 구조가 아닌 내재

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5>

‘요소’의 ‘배치’와 ‘관계’의 ‘구조’가 반드시 인터랙션의 설계 즉 디지털 테

크놀로지가 포함된 인공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인공물의 설계 과정은 이렇게 요소들을 배치하고 관계를

정의하여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랙션이 비로

소 인터랙션이 되는 것은 ‘요소’에 ‘행위(Actions)’가 입혀지고 ‘관계’가 순

차적으로 배치되어 ‘흐름(FLOW)’이 설계되었을 때이다. 버튼을 누르고 불

이 켜지고 CD가 돌아가고 음악이 재생되고 등의 동사가 붙는 요소들의

‘행위’가 붙여져야 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사용자의 ‘행위’들과 결합되고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비로소 인터랙션의 ‘플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오디오의 핵심적인 테스크인 음악을 재생하는 테스크는 손을 가까이 가져

가서(사용자의 행동) -> 도어를 열고(제품의 행동) -> 버튼을 눌러(사용자

의 행동) -> 헤드를 올린 후(제품의 행동) -> CD를 장착하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사용자의 행동) -> 백라이트가 들어오고 헤드가 돌아가면서 음악이

재생되는(제품의 행동)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된다. 소프트웨어 UI의 ‘플로’

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자의 행동과 시스템의 행동이 연속적으로 일어

나는 ‘플로’들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UI에서는 점점 더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고 많은 메뉴를 가지게 됨에 따라, 단순한 ‘플로’가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6>

요약하자면 인터랙션을 설계한다는 것은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요소

그림 5 관계(relations)와 구조(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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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와 요소들 간의 관계(Relations), 관계를 유발하는 행위

(Actions)를 계획, 조합,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의 설

계는 요소를 배치하는 작업(LAYOUT), 요소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체계

화하는 작업(STRUCTURE), 행위가 개입된 인터랙션의 흐름을 설정하는

작업(FLOW)을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 이러한 개념적 도식화는 인터랙션 설계의 과정의 핵심을 간명

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것이다. 이 ‘설계’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

한 목표는 ‘효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생산

의 효율성이나 오류를 줄이고 편이를 늘리는 사용의 효율성이 인터랙션의

설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행위(actions)와 플로(flow)

그림 7 인터랙션 설계의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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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터랙션 조형의 층위

인터랙션의 구현, 작동, 생산의 효율성과 사용의 편이성을 목표로 계획,

구축하는 과정을 인터랙션의 ‘설계’라 하고 그 과정을 개념적으로 정의했

다. 이 도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인터랙션의 ‘조형’을 개념적으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앞선 논의에서 ‘조형’은 미적 형상화 행위 혹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조형’은 인터랙션이 표현되는

물리적 형태는 물론 비물질적이고 비시각적인 형태를 미적으로 조직하는

행위 과정과 그 결과물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인터랙션 설계 층위에서의 목표를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과 감성적 만족감

을 위한 형상화로 치환하면 인터랙션 조형 층위를 추론할 수 있다. 인터랙

션의 효율성이 설계에 대응한다면, 인터랙션의 심미성이 조형에 대응한다.

다시 말해 인터랙션의 설계 층위의 도식을 효율성이 아닌 심미성의 가치

개념으로 대체하여 필터링하면 인터랙션 ‘조형’의 층위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매핑과 필터링의 추론 전략에 따르자면, 인터랙션 설계 층위의 단계적

부면들은 인터랙션 조형 층위에서는 심미성의 가치가 더해진 어떤 것으로

대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랙션 설계 층위의 단계적 부면들로 요소, 관

계, 행위를 제시하였다. 이 각각이 심미적 가치를 입혔을 때 어떤 개념 요

소로 대응될 수 있는지 추론해 보려 한다.

다시 BeoSound 3000의 예로 돌아가 보자. 인터랙션 설계 층위에서는 휠,

버튼, 도어 등과 같이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치‘에서 출발하

였다. 이 오디오의 요소들 중 외부적 요소들은 무광의 금속 텍스쳐, 무광

의 블랙 플라스틱, 투명의 유리와 같은 재질과 컬러를 가진 절제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휠과 헤드 부분의 백라이트나 버튼의 백라이트 같은 요소

는 이 조형성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간결하고 정제된 이러한 형태적 심미

성은 Bang&Olfsen의 제품 라인에서 보이는 독특한 감성을 일관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비단 외부적 요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외부적 요소들의 배치는 내부적 요소의 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앞

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외부적 형태의 심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품의 크

기와 형태, 기판의 위치와 크기 등도 적절히 선택되고 배치되어야 하며,

나아가 내부의 형태의 심미적 기제가 중요함을 더해 가고 있다. 이처럼 ’

요소‘들은 부품으로서의 기능성과 효율적 ’배치‘가 심미적 경험이라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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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더하여 미적 균형과 절제, 개성적 표현을 드러내는 미적인 ’형태(形

態, Form)‘로 변모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적 ’형태‘들과 ’배치‘를

통해 파생되는 전체적 ’형태‘ 모두를 말한다.

Beosound 3000의 이 독특한 형태는 마치 추상적인 작품처럼 조형적인

요소들을 배치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배치는 벽걸

이형 오디오라는 기능성에서 출발해서 회전판, 헤드와 하단의 디스플레이

와 버튼 배열, 투명 유리 도어가 덮는 상호적 ’관계‘가 고려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구조‘가 최적화된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계‘가 어떤 심미적 가치로 연관될 수 있을까. 당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반적인 CD플레이어는 CD가 돌아가는 회전판

혹은 헤드가 도어에 의해 덮여 있고 이것을 여는 버튼이 따로 있거나 도

어를 직접 눌러서 여는 형태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배치되

어 있었다. 물론 재생과 멈춤 버튼도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 그 위치

와 기능이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Beosound 3000에서는 도어가 헤드

만 덮고 있는 것이 아닌 헤드와 버튼 셋 전체를 덮고 있는데, 도어를 여는

것이 어떤 버튼에 의한 것이 아닌 손의 근접 센서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

였다. 이 차이가 일반적인 CD플레이어와는 차별화된 ’관계‘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다음의 ’행위‘와 ’플로‘에서의 추론으로 이어지

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계‘의 차별성은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도어가 좌

우로 열리면서 사용자를 반기고 버튼을 누르면 헤드가 열리면서 백라이트

가 들어오는 것으로 연결되는 독특한 이벤트의 연속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 독특한 ’요소‘들의 ’관계‘들과 조합된 ’구조‘는 독창적인 ’배

치‘ 즉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들에서 경험되는 새로운 흥분은 익숙

하거나 독특한 인물들이 등장해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이어가는 이야기 속

에서 느끼는 심미적 경험과 유사하다. 이야기에서 경험하는 심미성은 인물

들 간의 관계와 그 관계들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면, 인터랙션 조형에서의 ’관계‘에 심미적 가치를 입힌다면 이야기의 심미

성을 대표하는 ’서사(敍事, Narrative)’로 치환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

해 인터랙션 요소들의 심미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요소’들의 ‘관계’만이 독자적으로 인터랙션의 ‘서사’에 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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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닐 것이다. 이야기가 인물들의 다양한 관계와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의 연속인 것처럼, ‘관계’는 ‘행위’와 조합되어 비로소 하나의 이벤트

가 되고, 연속되는 이벤트들이 ‘플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Beosound

3000의 연속되는 이벤트들을 보면 일반적인 CD플레이어들이 가지는 ‘행

위’들과는 매우 다른 ‘행위’들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행위나 좌우로 열리는 도어, 위쪽으로 열리는 헤드, 회전판 주변에 백라이

트, 버튼들의 레이블에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백라이트 등은 기존 CD플레

이어에는 없는 사용자와 기기의 차별적인 ‘행위’들이다. 그런데 이 ‘행위’

들은 단지 제시되고 할당되는 것만이 아닌 심미적 가치로 둘러싸여 있다.

도어 앞에 미묘하게 다가서는 손의 행동, 매우 재빠르지만 점진적인 가속

도가 가미되어 열리는 도어의 움직임, 순차적으로 리듬감 있게 밝아지는

백라이트들. 이러한 심미적 가치가 가미된 ‘행위’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움

직임의 미묘함도 미묘함이지만, 전체적으로 조합되었을 때의 전체성은 마

치 무대 위의 무용수가 보여주는 때로 역동적이고 때로 미묘한 표현적 움

직임의 전개로 결과하는 전체적인 공연성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기능적인 ‘행위’가 아닌 미적인 ‘연행(演行)’ 혹은 ‘수행(遂行)’ 즉 ‘퍼포먼

스(performance)’에 다름 아니다.

인터랙션 ‘설계’ 층위의 ‘요소’, ‘관계’, ‘행위’는 심미성의 렌즈를 통해 보

았을 때, ‘형태’, ‘내러티브’, ‘퍼포먼스’로 대응되는 인터랙션 ‘조형’ 층위

그림 8 인터랙션의 설계 층위와 조형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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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론하였다. 즉 인터랙션의 조형은 외현적인 미적 ‘형태’와 순차적 이

벤트의 독창적 연속으로 표현되는 미적 ‘내러티브’와 역동적이고 미묘한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미적 ‘퍼포먼스’의 결과이자 이들을 조합하는 과정이

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배치’, ‘구조’, ‘플로’는 인터랙션 설계의 층위

에서 각각 ‘요소’의 공간적 배열, ‘관계’의 설정, ‘행위’의 할당과 배열의

과정적 작업으로 이해했던 것과 같이 인터랙션 조형의 층위에서도 ‘형태’

의 미적 공간 배열, ‘내러티브’의 설정, ‘퍼포먼스’의 할당의 과정적 작업

으로 적용하여 이해해도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인터랙션 설계의 층위와 조형의 층위를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미적 인터랙션 조형

(Aesthetic Interaction Design, AID)’ 모형이라고 명명한다. 인터랙션 조

형에 있어서 형태(形態)의 차원은 다감각적인 조형 요소를 포함하는 ‘외적

형상과 상태’를 미적으로 조합한 결과와 과정의 차원이다. ‘다감각’이라 굳

이 언급한 것은 인터랙션의 외형적 표현이 시각적 감각을 통로로 하는 표

현을 형태로 취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인터랙션 조형

에서의 형태는 청각, 촉각 등 여타 감각에 반응하는 감각적 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더 요구한다. 이러한 감각적 형태들은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 재료

(material)에 의해 다감각적 형(形, shape)으로 표현되며 인터랙션의 성격

(character)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

에서 도출된 조형 요소들 중에서 감각, 재질 등이 이 차원의 영역을 이루

고 있는 것으로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요소에

대한 제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인터랙션의 ‘형’이 드러내는 ‘성격’ 또

한 잘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형태에 대한 논의는 디자인 조형 분야와 유

관한 여러 관점에서 이미 상당히 전개되었고 대부분의 형태적 미감에 대

한 논점들은 인터랙션의 조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형태’ 차원

의 논의는 기존 논의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과,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내러티브와 퍼포먼스 차원은 인

터랙션 조형의 차별성을 더 드러내는 주제라는 점에서 이 두 차원과 관련

된 논의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

내러티브의 차원은 인터랙션의 서사(敍事)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다른 각

도에서 보자면 아름다운 인터랙션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서사 구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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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형태에서 연상되듯, 서사적 미감은 ‘형태’와 같이 시각을 주축으로 다

양한 감각을 통해 체감되는 것이 아니라 비감각적이고 관념적으로 경험되

는 미감이다. 이야기의 통해 얻는 미감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야기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사건들은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

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인물들 간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지에 따라 발생

한다. 인물의 선택과 갈등은 어떤 환경과 맥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다르

게 일어난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인물과 배경, 사건들을 만들

어내고 어떻게 배치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똑같은 인물, 배경, 사건들을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미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 고찰에서 도출된 요소들 중 서사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흐

름(flow)’ 정도에 불과하다. Lowgren(2009)과 같은 극히 일부 연구자들이

‘드라마적 구조(dramaturgical structure)’를 인터랙션의 조형 요소로 꼽

기는 하였으나 매우 미미한 정도이다. 서사적 요소를 넓게 보면 시간과 공

그림 9 AID(Aesthetic Interaction Design)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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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도가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시간과 공간은 서사적 구성 요소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만큼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적 미감

은 도외시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러티브 차원을 구성하고 있

는 하위 구성 요소들을 더 세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인터랙션 조형의 서사적 유사성을 추적해 보자. 이미 언급했듯, 인터랙션

은 사건 즉, 이벤트의 연속이다. 인터랙션에 관여하는 복수의 에이전트

(agent)3)들 간에 어떤 작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인터랙션의 대화성과 시간성의 특성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본질적으로 이야기, 즉 내러티브가 가지는 특성과 유사하다. 그렇다

면, 인터랙션의 내러티브가 가지는 미감을 서사적 미감의 구성적 속성들에

대비하여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인물들의 선택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고 한다면,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에서는 에이전트들이 가

지는 독자성으로 차별되는 이벤트들에 대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독자적이

고 차별적인 에이전트들은 다름 아닌 인터랙션의 ‘캐릭터(character)’들이

다. 이야기에서 인물들이 어떤 배경에서 선택과 갈등을 만들어내는지가 중

요한 것과 같이, 인터랙션의 내러티브는 에이전트들이 배치된 시간적, 공

간적 맥락들이 그 미감을 가르는 주요 요인들이다.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에

서 배경이란 인터랙션이 벌어지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벤트들이 벌어지는

순서와 길이 같은 시간적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야기에서 같은 인

물, 같은 배경, 같은 사건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에서도 마찬

가지로 어떻게 이벤트들을 배치하는가가 인터랙션의 미감을 결정한다. 이

야기 만들기에서 이러한 사건의 얼개와 그 구성 과정을 ‘플롯(plot)’이라

부르는데,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에서 기존에 이러한 세부를 정의한 개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그대로 차용하여 적용한다. 이를

종합하여, 인터랙션의 내러티브를 구조적으로 세부화하면 어떤 심미적 목

적을 위해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캐릭터’들이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

생성하는 이벤트의 ‘플롯’을 조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퍼포먼스의 차원은 인터랙션의 수행(遂行)적 미감과 관련된다. 인터랙션은

3) 에이전트(agent)는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요소들
(elements)-버튼, 창, 모터 등-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비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요
소들-데이터, 알고리즘 등-까지 포함하는 행위자들을 말한다. 이는 ‘요소’로 대치될
수도 있겠으나, 인터랙션 설계 층위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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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action)와 재행위(reaction)의 교환을 통해서 표현된다. 이 과정에서

일련의 행위와 상태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와

상태 변화에서 개별적인 행위와 상태 변화의 미감은 물론, 통합된 전체로

서의 조화로운 구현을 통해서 전달되는 미감까지를 포함한 것이 수행적

미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연치 않게 ‘퍼포먼스’는 우수한 기능의 구현과

미적인 행태의 구현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높은 마

력 자동차의 엄청난 가속력이나 체조 선수의 신기에 가까운 공중 기술에

도 사용하고, 우아하고 미려한 발레 무용수의 움직임이나 폭발하는 분노를

표현하는 연기자의 연기에도 우리는 퍼포먼스라는 말을 붙인다. 미적인 관

점에서는 후자의 퍼포먼스에만 시선을 두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상 멋지

게 수행된 전자의 퍼포먼스에서도 우리는 일종의 흥분을 느낄 수 있는 것

으로 보아 퍼포먼스로서 일맥상통하는 감성적 자극이 있다. 퍼포먼스의 미

감은 이러한 미시적이고 개별적 수행의 미감과 그것들의 전체적 조화로

인해 파생되는 미감을 모두 아우른다.

기존 연구 고찰에서는 이 차원과 관련된 요소들이 대부분이다. 움직임, 속

도, 힘, 공간, 시간 등이 관련 요소들이다. 그런데 속도와 힘은 움직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속도와 힘은 시간과 공간과도 얽힌

다. 속도는 움직임의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고 역학적으로 힘 또한 [가]속

도의 함수이기도 하다. 즉, 속도와 힘은 움직임의 속성으로 작동하는 것으

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움직임, 시간, 공간은 인터랙션의 퍼포먼스

차원을 이루는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퍼포먼스의 미감을 이루는 기초적인 단위는 ‘움직임’, ‘동세(動勢)’이다. 어

떻게 움직이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 ‘어떻게’는 단순히 움직임의 모양새

에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움직임이 전달하는 메시지, 즉 의미 전달

을 통해 결국 우리의 감성에 와 닿는다.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일어

나는 ‘공간’과 이루어지는 ‘시간’을 동반하여 표현된다. 공간과 시간을 포

함하는 맥락은 모든 퍼포먼스의 외양과 의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

에 없다. 동세는 공간적 환경에서 시간을 관통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

이다. 공간, 시간과 동세를 만들어 내기 위한 또 하나의 축은 ‘감각’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퍼포먼스에 동원되는 모든 감각적 경험을 유발하는 매개

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퍼포먼스가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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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 조형의 관점에서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인터랙션 설계 층위에

서 ‘행위’를 포함하였다. 이 행위들은 대상으로서의 인터랙션 입장에서 보

자면 입력과 출력의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인터랙션 매체에 가해지는 행위

와 매체가 대응하여 수행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들을 연속적으로 주고받는

과정이 곧 인터랙션의 과정이다. 이를 ‘플로’라고 하였다. 이러한 행위의

교환과 그에 따른 상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인터랙션의 대

화성과 역동성이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다. 퍼포먼스에서 말하는 ‘동세’에

대응하여, 인터랙션의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역동적 움직임과 상태를 미적

으로 조직한 것을 별도로 ‘키네틱스(kinetics)’라 하자. 키네틱스는 인터랙

션이 표현하고자 하는 행위를 역동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이자 그 결과를

뜻한다. 키네틱스는 일정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일정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 이 ‘공간’과 ‘시간’은 인터랙션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공간과 시

간 자체에서 나아가 시공간적 맥락을 어떻게 파악하고 조직하는지 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시공간이 키네틱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서 나아가

어떤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게 되는지가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미감을 결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퍼포먼스의 ‘감각’ 측면, 즉 감각 요소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감각적으로 작용하는지가 있다. 인터랙션의 매체가 가지는

감각 유발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센서빌리아(sensibilia4))’라 칭하기

로 한다. ‘센서빌리아’는 사전적으로 ‘감각되는 대상’의 의미로서, 감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들을 말한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센서빌리아라

고 하면 인터랙션의 매체가 가지는 감각 유발의 특성을 지칭하게 된다. 감

각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인터랙션 매체의 관점에서는

감각을 유발하는 자신의 특성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에

서 센서빌리아는 동세 내에서 다양한 감각을 유발하여 수행성의 미적 경

험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종합하자면,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인터

랙션의 행위와 상태의 역동적 변화를 표현하는 키네틱스를 공간과 시간의

맥락 내에서 다양한 센서빌리아를 동원하여 조화롭게 표현하여 구현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4) sensibilia (PLURAL NOUN)
: those things which can be sensed, Collins English Dictionary
: what may be sensed, Meriam-Webster Dictionary



- 43 -

3.4 상관성과 전체성

인터랙션 설계와 조형의 층위 그리고 하위 세부까지 포함하여 종합하면

<그림 9>와 같은 도식으로 AID 모형의 전체를 나타낼 수 있다. 이 모형의

추론 과정에서 설계와 조형의 층위를 상정하였고 두 층위의 대비를 통해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을 형태에서 확장하여 내러티브와 퍼포먼스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추론 과정과 추론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들을 토의해

보고자 한다.

앞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랙션의 조형을 조직하고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적 체계의 필요성을 직

시할 수 있었고 AID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앞

선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체계화 과정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할 필

요성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인터랙션의 전반적 특성이나 결과적인 감성

적 발현보다는 대상으로서의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상정하고 인터랙션 조

형의 구조적 인자들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도

출되었던 움직임, 속도, 힘, 흐름, 감각, 재질, 공간, 시간의 ‘요소’들은, 비

록 그 준위는 다르지만, 모형 내에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개별 요소들

을 묶어 대표하는 개념인 형태, 내러티브, 퍼포먼스로 제시함으로써 인터

랙션 조형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존 연구들

에서 중요도에 비해 가볍게 다루어졌던 내러티브적 미감에 대한 비중을

높여 인터랙션의 조형을 구성하는 비시각적 미감의 인자들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AID 모형은 인터랙션의 조형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그것이 어떠

한 요소로 구성되는지 해체적으로 탐색하고 추출하는 개념적인 추론의 과

정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형태, 내러티브, 퍼포먼스를 도출하여 정의하고

그 하위 구성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이 해체적인 추론 과정의 결과, 도출

된 개념적 요소들이 자칫 서로 배타적이고 고립된 것들로 오해될 수 있는

데, 오히려 이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이고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태의 감각성은 퍼포먼스의 감각성과 맞닿아있으면서 형태가 표현

하는 정체성은 내러티브에서의 캐릭터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와 퍼포먼스는 공히 시간과 공간에 따른 맥락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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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밀접한 상관성은 인터랙션 조형의 전체성의 견지로 이어진다. 어떤

인터랙션 조형의 결과를 이 모형을 틀로 활용하여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각각의 차원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인터랙션의 내러티브 측면의 미감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이벤트가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었고 그것이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지를 미

세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판단이나 평가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결과

적인 인터랙션 조형은 모든 차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즉 전체성의

견지에서 조망해야 한다. Beosound 3000은 이른 아침 커피가 내려지는

향기를 맡으며 다가가 스르르 열리는 도어와 연달아 켜지는 레이블을 터

치하는 리추얼로 경험된다. 이 오디오의 독특하고 미묘한 인터랙션의 미감

은 절제되고 촉각적인 형태와 세밀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차별적이고

여유로운 내러티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체로서 발현되는 것이다. 결국

인터랙션은 하나의 전체로서 경험되고 그 경험의 질에 미학이 좌우되는

것이다. 특정한 인터랙션의 조형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이 모형의

개별적인 차원의 렌즈를 통해서 조망하는 것은 심도 있는 미적 판단에 유

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차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궁극적

으로 미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AID 모형을 하나의 의미 있는 관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모형의 각 차원

들이 미시적인(micro) 시각과 거시적인(macro) 시각의 해석과 적용이 가

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터랙션의 내러티브는 인터랙션의 과

정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이벤트와 연속적인 이벤트의 배열 방식과 같이

부분적인 서사적 미감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터랙션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혹은 인터랙션을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적 경험을 지칭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인터랙션 퍼포먼스도 마찬가지로 인터랙션의 세부적

인 동세의 조화로운 구성과 미감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인터랙션이 구

현된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미적 연행(演行)으로 경험될 때의 퍼포먼스로

이해될 수 있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와 퍼포먼스는 미시적인 디자인 방법이

나 전략에 대한 틀일 수도 있고, 인터랙션에 대한 거시적인 경험의 결과에

대한 틀일 수도 있다.

이제 AID 모형에서 제시된 차원들 중에서 형태보다는 내러티브와 퍼포먼

스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 이들은 인터랙션 조형이 가지는 차별적인 특성

을 결집해 놓은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2개의 차원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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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탐색과 추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에는 서사 미학과 수행 미학과 같은 관련 기존 지식들을 차용하

고,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하위 구조들의 미적 특성들을 인터랙션 디자인

의 사례들과의 대비를 통해 조정하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탐색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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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랙션 내러티브(Interaction Narrative)

4.1 내러티브

4.1.1 일상의 내러티브

내러티브는 서사(敍事) 즉 이야기이다. Genette(1992)는 “하나의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을 글로 된 것이나 말로 된 담론으로 진술하는 것”, “실제적

인 것이든 허구적인 것이든 연속적인 사건들이 담론의 주제가 된 것을 가

리키거나 그 사건들이 연결되고 대립되고 반복되는 여러 관계들을 가리키

는 것”이라 하였다. 즉, 일련의 사건을 말이나 글로 풀어놓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내러티브의 미학은 우리가 소설, 영화, 드라마 등 이야기를 통해

얻는 미적 경험과 관계된다고 하겠다. Barthes(1975)는 “서사는 신화, 전

설, 우화, 성화, 단편소설, 서사시, 역사, 비극, 추리극, 희극, 무언극, 회

화, 스테인드글라스의 창, 영화, 지역뉴스, 일상대화 등 모든 곳에 존재한

다”라고 하여, 역사, 사회, 문화, 국가를 넘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서사

가 깃들여 있다는 서사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소설, 영화, 드라마와 같

이 내러티브가 주가 된 형태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면에 이야기

가 존재하고 작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러티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대상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경험

그림 10 자이로드롭(좌)과 타워오브테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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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을 제공한다. 이를 “이야기의 힘(2011)”이라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런 예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자이로드롭<그림 10>은

놀이공원에서 가장 인기 많은 놀이기구 중 하나다. 태운 사람들을 현기증

나게 아찔한 상공까지 태우고 올라간 후 갑자기 빠른 속도로 떨어뜨려서

그들을 흥분하게 만든다. 동경 Disney Sea에는 Tower of Terror라는 건

물이 있다.<그림 10> 거대한 이 중세 스타일의 건물은 폐쇄된 호텔이다.

관객은 로비를 지나면서 이 호텔의 주인인 하이타워 경이 아프리카 탐험

에서 가져온 저주받은 인형으로 인해 의문의 사고로 엘리베이터에서 사라

졌다는 안내를 받는다. 엘리베이터에 앉고 나면 맞은편에 나타난 인형으로

부터 마지막 경고를 받는다. 어둠 속에서 오르기 시작한 엘리베이터는 갑

자기 하강하고 다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탑승객을 공포에 몰아넣는다.

자이로드롭과 타워오브테러는 높이에서부터 갑작스러운 하강이라는 물리

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으로 관객을 흥분시키는 놀이기구이다. 그러나, 타워

오브테러는 이 물리적 메커니즘에 이야기를 입혀서 관객을 서서히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관객의 흥분도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한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 이야기를 통해 완전히 다른 경험을 성취하도록 만

들고 있는 것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서커스는 서민들이 애호하는 행사였다. 까마득한 높이

에서 아슬아슬하게 재주를 넘는 사람의 모습을 조마조마 손에 땀을 쥐기

도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사자나 코끼리,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

마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재주를 부리면 환호했다. 그러다가 동물 학대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서커스는 점점 쇠퇴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때 등장한

것이 ‘태양의 서커스(Cirque de Soleil)’였다.<그림 11> 이 서커스는 이전

그림 11 태양의 서커스(좌)와 프로레슬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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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커스처럼 아슬아슬한 묘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름다운 무대와 의

상, 분장 등 환상적인 시각미로 관객들에게 이전에 갖지 못했던 경험을 주

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연출가 Michel Laprise가 언급했듯 단순히 묘

기를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매우 예술적”이고 “캐릭터가 있는 보다 연극

적인 공연”5), 즉 이야기를 따라가며 더 몰입하는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냈

다.

이야기의 힘이 작동한 또 하나의 예는 프로레슬링이다.<그림 11> 프로레

슬링이 레슬러들끼리 미리 짜고 하는 쇼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도 WWE(World Wrestling Entertainment)가 광적인 팬덤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레슬

러 하나하나에게 독특한 캐릭터를 부여하고 캐릭터들 간의 관계성을 부여

하여 쇼 전체가 연속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팬들은 이 연속

적인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이 따르는 레슬러의 캐릭터에 몰입한다. 예전의

단순한 폭력과 기술의 레슬링과 비교하면, 거대한 피지컬을 가진 레슬러

간의 라이벌 의식과 부딪치는 권력 관계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새롭고

몰입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품을 소비자의 인상에 강하게 남기는 전략적 방법으

로서 이야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기능적인 특징을 단순 전

달하는 방식보다 스토리 내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혹은 나아가 제품이 만

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인상에 더

강하게 남을 수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나 상품의 홍보

에 내러티브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위의 예들에서처럼 서사는 어디에나 있다는 Barthes(1975)의 언급이 상징

적인 의미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야기는 “기억 속에 어떤 인상을 잡아

두거나, 마음을 건드려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이야기의 힘,

2011) 가장 효율적이고 간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4.1.2 내러티브의 메커니즘

내러티브의 미학과 인터랙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내러티브의 본

5) KBS 특파원 스페셜 “태양의 서커스, 신화의 비밀” 인터뷰
https://bit.ly/3lYJV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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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속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내러티브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단계를 가진다고 주장된다. Chatman(2003)은 내러티브를 그것의 내용인

“이야기”와, 그것이 표현된 “담론”으로 구분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Bal(1999)은 사건의 연속인 “파블라(pabula)”, 특정 방법으로 제시된 파블

라인 “이야기”, 언어의 기호로 구성된 전체인 “텍스트”로 구분하기도 하였

다. 예를 들어, 미운오리새끼와 신데렐라는 본질적으로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행복해진다는 같은 구조를 갖는 이야기이다[파블라]. 다만 본질 구조

는 주인공, 배경, 사건 등의 조합으로 미운오리새끼가 되거나 신데렐라가

된 것이다[스토리]. 같은 신데렐라는 영화, 연극, 소설, 동화 등 다양한 방

식으로 표현되어 같은 이야기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다[텍

스트, 담론].

내러티브는 “일련의 사건(event)”(한일섭, 2009)이다. 연속되는 사건들이

모여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내러티브는 핵심적인 사건-핵

(nuclei), 중핵(kernels), 구성적 사건-과 보조적인 사건-촉매(catalyzer),

위성(satellites), 보충적 사건-로 이루어지게 된다(Abbott, 2010). 내러티

브의 중핵은 “서사적 논리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제거될 수 없”는 사건이

며, 위성은 “제거될 경우 미학적으로 빈약해질지라도 플롯의 논리를 혼란

시키지는 않”는 사건을 말한다(Chatman, 2003).

내러티브는 “사진처럼 완전히 ‘완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끼워 넣을 수

있는 행위나 의미 함축의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Chatman, 2003)”이다.

이런 선별적인 특성은 이야기를 덜 읽거나(underread), 더 읽게

(overread) 하는 것이 가능케 하며, “언급되지 않는 채 지나치는 틈새들

을 사건들과 특징들, 물질들로 메꿀(Abbott, 2010)” 수 있도록 한다. 우리

는 추론의 메커니즘을 동반하여 모든 세부 사건이 나열되지 않아도 전체

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문제를 겪지 않는다. 이야기가 역동성을 갖기 위

해서는, 심지어 반드시 불가피하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Abbott, 2010; Wolfgang Iser 인용).

생략이나 순서의 도치와 같은 내러티브의 선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해

될 수 있는 것은 이야기가 개연적일 때이다. 사건과 사건이 유기적인 관계

를 가지고 “제시된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로 나아가”(Chatman, 2003)기

때문이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단순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견디기 힘들어 왕비가 죽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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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두 사건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다고 여기고 그

인과 관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야기의 전개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인과 관계에 의해 하나씩 삭제해 나가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으로 남은 하나의 가능성이 어떤 필연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이야기가 완

성된다. 이러한 개연성이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든다.

내러티브는 “그럴듯한(plausible)” 것일 때 힘을 갖는다. 서사물을 “자연화

(naturalizing)”하여 “실제적인 것보다는 그럴듯한 것에 호소하는” 것은

내러티브의 핍진성의 전통이다. 핍진성은 우연히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본

질적으로 이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현재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인 것이다(Chatman, 2003). 어떤 준거에 의해 그렇게 여기

든지 간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

문을 품지 않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이야기의 핍진성이 발현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우주에 나가보지 않았어도 우주는 이렇게 생겼고

우주선은 이렇게 동작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많은 SF의 내러티브가 전개될

수 있는 이유이다. 김연수(Kim, 2014)는 “소설 속의 세계가 긴밀하게 짜

여 있어서 현실과 무관하게 나름대로 독립적인 세계를 이루는 세계를 이

루는 성질”을 핍진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성공적인 내러티브는 “종결의 결핍(lack of closure)”, “초조함과 호기심

… 서스펜스와 놀라움의 연속”에서 달성된다. 수용자의 입장에서 내러티브

는 “기대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기대를 저버리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거나,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유발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도록 유도

한다(Abbott, 2010).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흥미를 기울이고 흥분을 느끼

는 것은 그 이야기의 다음을 기대하고 이야기는 그것을 배반하기 때문이

다[기대 층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스스

로 답변함으로써 이야기를 이끈다[질문 층위].

내러티브는 추상에서 힘을 잃고 구체성에서 힘을 얻는다(Prince, 2015).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으로부터 이야기는 인상을 확보한다.

사건들의 특수성(particularity), 별개성(discreteness), 특정성

(specificity)에서 이야기는 차별화되고 서사성(narrativity)을 얻는다. 밋밋

하고 평범한 사건이 연속되는 이야기보다는 그 안에 특별하고 인상적이며

“자극적인(McKee, 2002)” 사건이 있으므로 우리는 더 집중하고 인상에

남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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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의 시간은 “이중의 시간 논리”를 가진다(Abbott, 2010). “독서의

시간과 플롯의 시간, 혹은 담론의 시간-담론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

야기의 시간-서사물에서 의미화된 사건들의 지속 시간-”(한일섭, 2009)가

상이하다는 뜻이다. 내러티브에 있어서 시간 요소에 대해 Genette(1992)

는 순차(ordre), 지속(duree), 빈도(frequence)로 분류하였다. 순서 특성

은 플래시백이나 플래시포워드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얼마나 멀리(거

리), 얼마나 오래(크기) 변조하는가를 말한다. 지속 특성은 담론시간과 이

야기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요약, 생략, 장면, 연장, 휴지 등이 있다.

빈도는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에 관련한 특성이다(Chatman,

2003).

내러티브가 미적인 힘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사건의 나열을 넘어

설 때 가능하다. ‘묵묵히 그녀는 점심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묵묵히’라

는 단순한 단어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적시가 아닌 그녀와

그녀 배경의 어떤 맥락 속에 이야기가 존재함을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를 읽고 있다는 느낌(Abbott, 2010)’을 “서사성

(narrativity)”이라고 한다. 풍부한 서사성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서사성은 서사물의 구성요소나 그 배열 상태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Prince, 2015), 반드시 전개나 행위의 발현, 배경,

혹은 인식 가능한 서사적 목소리와 같은 요소들을 쌓아야 할 필요도 없다

(Abbott, 2010). 서사물은 하나의 전체로 판단되어야 한다. 내러티브를 이

루고 있는 사건적 요소들과 사물적 요소들 자체와, 그 요소들로 구성된 서

사물은 다르다(Chatman, 2003). 서사의 전체성(wholeness)은 서사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면이다. 한 사건이 그 성분 사건들의 총합 이상의 정보

를 지닐 때, 전체가 그 구성부분들의 총합보다 크거나 그것들과 등가가 아

니고 상이할 때, 서사성은 더 높아지는 게 보통(Prince, 2015)이라고 주장

되기도 하였다. 내러티브에 대한 미적 경험의 풍부함은 내러티브의 속성들

을 서사물의 구성요소와 적절한 배치와 표현적 장치로 구현하며, 그 전체

성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2 인터랙션 내러티브

내러티브의 보편성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인터랙션이 내러티브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당위적이다. 대화처럼 주고받는 행위(action)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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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reaction)의 상호성이나, 그 과정이 단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루어지는 단계성과 시간성의 특성들은 내러티브의 특성과 근사하기 때문

이다. Laurel(2014)은 인터랙션의 이야기적 성격을 극장에 빗대어 설명하

기도 하였다. 다만, 그러한 인터랙션이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창출해내는가

의 관점과 함께 인터랙션 자체가 본질적으로 내러티브인가의 관점의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디지털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과

정을 통해 새로운 내러티브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인터랙션 내러

티브를 바라보는 것과, 인터랙션의 과정 자체가 이야기의 구조와 같은 내

러티브적인 구조를 가지므로 내러티브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인터랙션디자인의 개념조차 태동하기 이전인 90년대에 매우 흥미로

운 컨셉 디자인을 제안하며 활동했던 Durrell Bishop의 디자인 중에서 자

동응답기 디자인<그림 12>(Morgridge, 2007)은 전자의 내러티브적 디자

인이 강조된 좋은 예이다. 일반적인 자동응답기는 남겨진 메시지의 숫자를

나타내는 작은 LED창과 이를 재생하거나 삭제하는 버튼을 조작하여 메시

지를 듣거나 삭제하거나 보관한다. 메시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정보일 뿐이고 그렇게 효용을 다할 뿐이다. 반면 Bishop은 이런 정

보의 비촉각성을 촉각화하는 데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차별화하였다. 비

숍의 디자인에서는 메시지가 남겨지는 순간 작은 구슬이 굴러 쌓인다. 구

슬의 개수로 남겨진 메시지의 수를 단박에 알 수 있다. 이 구슬을 본체의

구멍에 집어넣으면 남겨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만질 수 없는 메시지를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전환한 인터랙션인 것이다. 극적인 것은 그 다

음이다. 만약 남겨진 메시지가 그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 그

구슬을 작은 접시에 올려 영원히 보관할 수 있다. 메시지의 구슬을 통해

그림 12 Durrell Bishop의 자동응답기



- 53 -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메시지라는 정보의

효용성 뿐 만 아니라, 내러티브적 가치를 입힘으로서 확장된 인터랙션의

경험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BeoSound 3000의 인터랙션 디자인을 내러티브적인 측면

에서 다시 보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미시적인 측면

에서 보자면, BeoSound 3000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플로는 여느 CD플레

이어와 다르다는 점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이 플로의 특성을 내러티

브의 특성과 연결지어 보자면, 플로 내의 이벤트를 도치하거나[도어 닫기

후 재생 대 재생 후 도어 닫기], 재생의 과정을 연장함으로써[도어 열기,

헤드 열기 등 부수적인 단계 삽입] 내러티브적인 차별성을 만들어냈다. 이

는 음악 재생이라는 ‘내러티브’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이벤트를 삽입 혹

은 생략하거나 배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차별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낸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거시적인 내러티브의 측면도 있다. 이는 개인적

으로 경험한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들어야 하는데, 예전 이 오디오를 구입

한 한 친구는 아침마다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의 표현을 기억

에 기반해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려놓고 커피향이 퍼지는 거

실에서 오디오의 전면에 손을 훑고 CD를 골라 넣는 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이다. 오디오를 켜고 재생하는 과정이 하나의 의식이 되고 명상의 과정

이 된 것이다. 그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제공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야기의 창출 과정에 인터랙션 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고의로 지연되거나 배치된 인터랙션이 아닌 평범한 일반적인 인터랙션의

과정이었다면 이 내러티브적 경험은 반감되었을 것이다.

인터랙션 내러티브는 이렇게 인터랙션이 내재적으로 가지는 내러티브적인

속성과 인터랙션이 결과적으로 생성해 내는 이야기를 아우르는 인터랙션

의 서사를 가리킨다. 그것은 미시적으로 내재하는 사건과 사건의 연결 구

조이거나 인터랙션을 통해 창출되는 이야기로서의 속성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를 매크로 내러티브, 후자를 마이크로 내러티브라 부를 수 있다.

흔히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였다. AID 모형에서

는 이에 빗대어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요건에 맞게 변환하여 캐릭터, 플롯,

시공간으로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였다. 인터랙션의 연

속되는 이벤트의 흐름을 조직하고[플롯],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들에 성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캐릭터], 인터랙션의 이벤트가 전개되는 시간과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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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를 부여하는[시공간] 것으로서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조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이렇게 제시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속성을 인터랙션

디자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인터랙션 내러티브에 발

현되고 형성되는 조형 개념을 구축하고자 한다.

4.3 플롯(Plot)

플롯이란 구조이다. 건물로 치면 골조이자 뼈대이며, 설계이자 계획이다.

Tobias(2007)는 플롯을 ‘작용하는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건물의

골조처럼 내러티브 내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화학적이고

유기적으로 ‘작품의 모든 원자에 스며들어’, ‘해체할 수 없는’ 조직적인 힘

이라는 것이다. 내러티브에서 플롯이란 이야기의 구성 원소들을 유기적으

로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 플롯은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이벤트를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하는 작업과 그 결과를 뜻한다. 정보 구조(Information

Architecture)의 설계가 인터랙션 플로를 과업(task)의 연속으로 보고 관

련된 정보 개체들 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정하여 합목적성과 사용성을 확

보하는 것이라면,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 플롯은 다양한 이벤트를 넣거나

빼어 배치함으로서 인터랙션의 경험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의 구조를 어떻게 조형할 것인가에 대해 McKee(2002)가 제시한 시

나리오 구성 요소는 참조할 만 하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

다면, 행동과 반응의 행위 교환의 단위인 ‘비트(beat)’, 비트를 연속적인

그림 13 플롯의 점증적 구조와 인터랙션 디자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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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에 등장인물로 채우는 ‘장면(scene)’, 여러 개의 장면이 모여

만드는 ‘시퀀스(sequence)’, 일련의 시퀀스들이 모여 이루는 ‘장

(chapter)’으로 점진적인 플롯 구조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그래픽 유

저 인터랙션(GUI)에 빗대어 적용하면, 인터랙션의 세부요소[비트]를 모아

화면을 구성하고[장면], 연속적인 화면들로 하나의 테스크를 만들며[시퀀

스], 테스크들이 모여 주요 작업 구조를 형성하고[장], 작업구조들은 어플

리케이션의 정보 구조 전체를 이루는 형태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비트

->장면->시퀀스->장의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내러티브적 접근의

양상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림 13>

그렇다면 플롯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조형되어야 하는가. 앞서 논

의되었던 내러티브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속성들을 인터랙션 내러티브에

맞게 해석 적용해 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

례 수집을 위한 디자인 실험을 진행하였다(Lee, 2018)6). 7명의 UI 디자이

너와 학생들에게 음악 앱을 UI를 디자인하는 동일한 와이어프레임을 제공

하고<그림 14>, 그것에 맞는 UI를 자유롭게 디자인하도록 하였다. 이 7개

의 디자인결과물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추출하여 인터랙션 조형에 있어

서 내러티브의 속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플롯을 구

성하는 일이 시공간과 캐릭터를 제외해서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플롯을 시공간, 캐릭터와는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

여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여기서 제시되는 속

성들은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속성들을 각 구성 요소와의 관계성에 따라

분배하여 배치하였다는 점을 미리 언급한다.

4.3.1 핵과 위성(nucleus and satellite)

6) 부록 1 내러티브 속성 실험 전체 결과물 참조

그림 14 실험 사례에서 제공된 와이어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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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은 마치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이 행위와 반응의 교환으로 이루어

진다. 행위와 반응의 결과로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벤트’라고

한다면, 인터랙션은 연속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터랙

션을 디자인한다면 인터랙션을 이루고 있는 이벤트들을 조형 의도에 따라

배치하는 작업이 따른다. 인터랙션의 개별 이벤트들을 배치하는 작업을 가

장 기본적인 플롯 작성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의 이벤트를 디자인 의도에 따라 배치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

는 것이 핵 이벤트와 위성 이벤트를 구분하는 일이다. 핵 이벤트는 인터랙

션이 진행되는데 반드시 필요하여 제거될 수 없는 이벤트이다. 미적 표현

을 넘어서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위성

이벤트는 보조적인 이벤트로서 제거되어도 기능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 이

벤트이다. 위성 이벤트는 핵 이벤트를 돕는 역할을 하며, 생략해도 되고

혹은 더 많이 추가해도 되는 이벤트를 말한다.

일반적인 CD 플레이어와 BeoSound 3000의 음악 재생 인터랙션에 관련

된 이벤트들을 나열해 비교해 보면 <그림 15>와 같다. 이벤트들 중 ‘CD

넣기’와 ‘PLAY버튼 누르기’는 CD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벤트들이며 이 이벤트가 없으면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제거가 불가능한 핵 이벤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이벤트들은 때

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다.

그렇다고 하여 위성 이벤트가 핵 이벤트보다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쓸모없

는 장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성 이벤트가 인터랙션을

차별화하거나 미적 경험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히려, 다음에 논의될 선별성을 활용하여 인터랙션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조형적인 자유도를 제공하는 것이 위성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실험 사례에서 피험자에게 제공한 음악 앱에 대한 와이어프레임은 핵 이

그림 15 일반 CD플레이어(상)와 BeoSound 3000(하)의 핵이벤트와 위성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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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선별성 사례 : 이벤트의 생략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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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인터랙션의 다양한 변주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핵 이벤트만을 최소한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피험자의

디자인 결과물을 보면 제공된 와이어프레임의 이벤트들 중 일부를 생략하

거나 변주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핵 이벤트를 판단하는 기준

은 디자이너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과 위성 이벤트의 자유도가 디자이너

의 창의성을 확대하고 인터랙션 조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2 선별성(selectivity)

선별성은 인터랙션 조형의 의도에 따라 인터랙션을 이루고 있는 이벤트들

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실제로 인터랙션 디자이너

들은 충분한 자유도를 가졌을 때 이벤트들을 넣거나 빼어 인터랙션을 구

성한다. 실험 사례에서 같은 앱을 디자인하면서도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어떤 이벤트를 아예 생략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이벤트를 추가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6>

이벤트의 선별적 속성을 활용하여 인터랙션의 과정을 덜 경험하거나 더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터랙션의 경험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이벤

트를 생략함으로써 인터랙션의 과정을 간결하게 하고 인터랙션에 속도감

을 부여할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일부 이벤트를 추가하여 인터랙션에 정밀

감을 부가하거나 음미하도록 할 수 있다. 실험 사례 중 D-03은 곡 혹은

그림 17 선별성 사례 : 이벤트의 생략(상)과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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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의 정보를 더 드라마틱하게 전시하는 것을 의도하여 제시된 이벤트

중 곡 리스트와 플레이어가 병합된 단계를 아예 삭제하였고, D-06은 들으

려는 음악을 선곡하는 과정을 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이벤트를 넣었다.<그림 17>

이렇게 인터랙션 플롯을 구성하는데 이벤트를 생략하거나 추가하는 상황

은 흔하게 발견된다. <그림 18>에서 4개의 AI스피커에서 음악을 틀어서

듣는 상황의 행위와 반응을 비교해 본 것이다.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각각 조금씩 다른 이벤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떤 것에

는 있지만 다른 것에는 없는 이벤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선별성

이 어떤 미감의 차별성을 만들어 낼까. 사례 중, 비록 간단하고 짧은 인터

랙션 플로이기는 하지만, 구글홈 미니는 단순하고 짧은 플로인 반면 기가

지니홈은 액션과 리액션이 많고 세밀함을 알 수 있다. 구글홈 미니나 카카

오 미니는 되도록 반응을 단순하게 하여 속도감에 집중한 반면, 기가지니

는 다양하고 세밀한 반응으로 사용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밀감에 집

중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선별성은 이벤트 구성의 차이로 인터랙션에

차별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림 18 선별성 사례 : 구글홈, 기가지니, 네이버클로바, 카카오미니(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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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개연성(probability)

인터랙션의 플롯에서 개연성은 이벤트가 맥락과 상황에 어울리도록 제시

되었는가와 관련된다. 이벤트와 이벤트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연결되고

전개되도록 이벤트를 배치해야 한다. 배치된 이벤트들 간에 유기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될 때 자연스러움을 확보할 수 있다. 개연성이 충분한 이벤트

는 그 자연스러움으로 인해 인터랙션에서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

실험에서 음악 플레이어, 카테고리, 리스트 등 곳곳에서 CD의 원형 이미

지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D-02, 04, 05, 07) 스크린샷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플레이어 화면에서 CD가 회전하는 애니메이션을 차

용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CD의 원형, 회전 이미지 등은 음악 앱의

고정관념을 끌어와 사용한 것인데, 플롯의 이벤트 차원에서 생각하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는 인터랙션 플롯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그림 19>

MIT MediaLab의 Tangible Media Group에서 초창기 개발되었던

MusicBottle7)은 Tangible Bits라고 하여 만질 수 없는 정보를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변환한다는 이 연구그룹의 철학적 시도를 반영하였다

는 점에서 새로운 것이었다. 인터랙션 디자인을 인터랙션 조형의 내러티

브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크게 두 개 관점에서 가능하다. 음악을 병

에 집어넣고 뚜껑을 열어 그 음악을 듣는다는 시적인 접근은 새로운 형

태의 디지털 음악 감상의 경험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내러티

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병을 테이블에 올려

7) https://bit.ly/3GhhG2u

그림 19 개연성 사례 : CD이미지를 활용한 이벤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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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뚜껑을 연다는 이벤트를 음악을 듣기 위한 인터랙션을 배치하여 자

연스럽고 개연적인 인터랙션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그림 20>

Holy Trinity의 Oron8)이라는 조명은 저울추처럼 달려있는 링을 좌우로

벌려서 빛의 밝기를 조절한다. 두 개의 링 사이의 거리가 가로로 긴 조

명에서 빛이 나오는 구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 인터랙션은 물리적인

매핑(mapping)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인터랙션에

개연성을 확보한다. <그림 21>

인터랙션 플롯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개연성은 Nescafe의 Alarm

Cap(2014)9)에서 찾아볼 수 있다. Publicis Mexico에서 디자인한 한정판

으로 제작된 이 패키지는 인스턴트커피와 머그컵, 알람 캡으로 구성되어

8) https://bit.ly/3DpwyKC
9) https://bit.ly/3dhDT4c

그림 21 개연성 사례 : Oron

그림 20 개연성 사례 : MusicBo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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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캡의 안쪽에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

자가 설정한 시간에 다양한 소리와 함께 불빛으로 깨워주는 알람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알람과 불빛은 캡을 돌려 열면 꺼지게 되어 있다. 캡을 돌

려 알람을 껐으면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아침을 시작하면 된다. 알람시계

에 깨고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하는 일상을 인터랙션 디자인으로 자

연스럽게 풀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4.3.4 핍진성(plausibility)

핍진한 인터랙션 플롯은 그럴 듯하다(plausible). 이벤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고 금방 알아

차릴 수 있을 때 핍진한 인터랙션이 된다. 인터랙션의 개별 이벤트만으로

는 낯선 어떤 것일 수 있으나, 인터랙션 자체가 독립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을 때 그 인터랙션을 이루는 이벤트들은 그럴 듯한 이벤트가 된다.

실험에서 D-02는 참가자들 중 가장 독특한 인터랙션을 제안했다. 앨범을

책꽂이에 꽂아놓은 형태로 세로가 아닌 가로로 나열하여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 앨범 정보를 보는 방식을 택했다거나, 심지어 책장을 흔들어 랜

덤한 앨범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차별적인 인터랙션 디자인을 제

그림 22 개연성 사례 : 네스카페의 알람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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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다. 이런 이벤트들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음악

앱이라는 맥락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다. 오히려, 좌우 배치나 흔

드는 액션은 음악 소유의 포만감과 물리적인 연결성을 주어 음악 앱 활용

의 경험을 차별화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림 23>

구닥(gudak) 카메라 앱은 다른 카메라 앱과 결정적으로 다른 인터랙션

요소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 앱의 조형이 오래전 일회용 카메라의 뷰파

인더와 버튼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랙션의 느낌도 일회용 카메라

의 그것을 재현하려 하였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찍은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볼 수 있도록 하였

다는 것이다. 이 앱의 의도는 명확하다. 디지털 사진에서 레트로 아날로

그의 미감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자칫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진

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뷰파인더에 커다란 버튼을 누르고 찍은 사진을 사

흘 후에나 받아보는 인터랙션의 이벤트들이 그 의도가 파악된 다음에는

비로소 그럴 듯 해진다. 자신만의 이야기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말

이 되는 이벤트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림 24>10)

10) https://bit.ly/3lAkJeh

그림 23 핍진성 사례 : 독특한 이벤트의 배치

그림 24 핍진성 사례 : 구닥 카메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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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천정에 매달린 펀치백을 두드리

는 것은 얼마나 어울리는 일일까. 하지만, 그 행동이 암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모금을 위한 모임에서라면 달라질 수 있다. 네덜란드 De

Persgroep을 위해 Woven Studio의 Thijs Bierstecker가 디자인한 인터

랙티브 펀칭백11)은 암투병 모금이라는 목적 하에 펀치를 두드릴 때마다

모금액이 증가하는 내러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펀치백을 두드리는 인터랙

션 이벤트에 핍진성을 확보한다. <그림 25>

4.3.5 의외성(unexpectedness)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플롯을 통한 차별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대

와 질문”을 끌어내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제공하

거나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벤트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루틴을 그대

로 거쳐야 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깨거나,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

운 상황에서의 궁금증을 역으로 이용하여 기대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실험에서 다수의 참가자는 음악 추천 기능을 앱 내에 포함하여 디자인하

였다. 그 중 D-06은 이 기능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곡 검색 기능과 함

께 키워드 선택 이벤트를 추가하여 추천되는 음악에 취향을 어느 정도 반

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이벤트들은 앱이 추천해주는 음악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림 26>

많은 음악 앱들은 대부분 다양한 방식과 알고리즘으로 추천 기능을 포함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셔플(shuffle)” 또한 사용자의 기대

와 궁금증에 기반을 둔 인터랙션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사라져서 찾아

보기 힘들지만, MP3 플레이어와 같은 음악 플레이어에 셔플 버튼을 별도

로 두었던 것도 “기대와 질문” 효과를 가진 인터랙션 이벤트라고 할 수

11) https://bit.ly/3IiXqQ6

그림 25 핍진성 사례 : 암투병 모금을 위한 인터랙티브 펀칭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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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서비스 초창기부터 Google 사이트의 검색창 하단에 배치한 “I’m Feeling

Lucky” 버튼은 이 속성의 효과를 보여주는 예이다. 검색어를 입력한 후

한 번의 클릭만으로 입력한 검색어에 가장 근접한 사이트로 직접 연결해

주는 이 버튼은 Google이 자신의 검색 기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Google 검색의 경험에서 모종의 기대감과 예기치 않은 발견에 대

한 놀라움을 더함으로써 다른 인터랙션 경험을 만들어 내었다.<그림 2

7>12)

Nendo가 Maruyama Coffee를 위해 디자인한 Gacha Gacha

Coffee(2019) 13)는 커피를 마시는 색다른 경험을 위해 흥미로운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이 커피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물음표가 새겨진 캡슐 디스

펜서에 동전을 집어넣고 돌려서 커피가 들어있는 공처럼 생긴 캡슐을 꺼

12) http://www.google.com
13) https://bit.ly/3poAeal

그림 26 의외성 사례 : 추천 키워드 선택 이벤트

그림 27 의외성 사례 : I’m Feeling Lucky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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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그 후 캡슐 안에 들어있는 커피 원두를 갈고 수동으로 내려서 커피

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작위로 들어있는 각양각색의 커피들

중 어떤 맛과 향의 커피를 마시게 될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발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커피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전형적으로

내러티브 경험을 중심에 둔 디자인이자, 인터랙션의 플롯이 그러한 내러티

브의 예측불가능성에 기반을 둔 디자인이라고 하겠다. <그림 28>

4.3.6 특이성(particularity)

어떤 이야기가 강한 인상으로 기억에 남으려면 그럴만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처럼 인터랙션 내러티브가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플롯

에 특별한 인터랙션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다. 특별하고 자극적인 이벤트

가 남기는 강한 인상은 따라서 인터랙션을 차별화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애플이 처음 “커버플로(coverflow)”라는 이름으로 애플뮤직의 앨범들을

마치 앨범 커버를 차례로 걷어보는 인터랙션이나 두 개의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방법으로 사진을 확대 축소해 보는 “핀치 줌(pinch zoom)” 인

터랙션 같은 부드러운 제스처 인터랙션을 적용했을 때, 그것을 경험한 사

람들은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수년이 흐른 지금은 커버플로나

핀치 줌은 더 이상 놀랄 만한 인터랙션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 되어 버렸

다. 인터랙션 플롯에서 어떤 이벤트는 처음의 놀라움의 경험은 약화되거나

그림 28 의외성 사례 : Gocha Gocha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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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것일 수 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

은 한때 도움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강아지 모양의 애니메이션된 아바

타를 제공하였다. 이는 도움말 검색을 도와주는 에이전트(agent)를 내세움

으로써 그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러티브적

적용이었는데, 매우 특이한 인터랙션 디자인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는 사라진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강아지의 출현과 움직임이 어색하

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플롯의 특이성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받

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Moak Studio14)의 일련의 프로덕트 디자인은 자연 재료로서 나무를 활용

한 기기들을 디자인하였는데, 일련의 조명 디자인은 특별한 인터랙션을 포

함하여 차별화하고 있다. Dina lamp는 불이 들어오는 상단 부분을 저금

통으로 만들어 동전을 집어넣어서 불을 켜도록 하였고, Vole lamp는 상

단부분에 바람을 불어 돌릴 수 있게 하여 마치 그 바람으로 램프를 소등

하는 것 같은 인터랙션을 넣었다. 인터랙션 플롯의 특수성(particularity)

을 활용하여 차별화한 예이다.<그림 29>

14) https://bit.ly/3rB79Ly

그림 29 특이성 사례 : Moak Studio의 Dina Lamp(좌)와 Volė Lamp(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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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간과 공간(Time & Space)

인터랙션 조형에서 시간과 공간의 속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감을 각각

시간성(temporality)과 공간성(spatiality)이라고 한다. 2장에서 논의하였듯

시간성과 공간성은 인터랙션의 미감을 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시간성은 인터랙션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에 근원이 있다. 인터랙션

은 단속적이 아닌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

간의 흐름을 조절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인터랙션의 미감을 시간성이라

고 할 수 있다. 공간성은 인터랙션이 발현되는 공간에서의 양태가 전달하

는 미감이다. 공간성 또한 역동성을 동반하는 인터랙션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다. 공간성은 인터랙션이 동반하는 움직임의 공간, 발현되는 배경으

로서의 공간과 같이 체감할 수 있는 현존의 공간뿐 아니라, 인터랙션이 창

출하는 상상의 공간까지도 인터랙션의 공간성을 표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성과 공간성은 인터랙션의 심미적 특성을 나타낼 때 자

주 동반되는 성질들이다(Wright 등(2008), Lenz 등(2014)). 시간과 공간이

본질적으로 존재를 표현하는 매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랙션의 시

간과 공간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AID 모형에서 ‘시간과 공간’은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내러티브와 퍼포먼스 각각에서 시간과 공간은 미적 표

현의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은 내러티브와 퍼포먼스를

통해 시간성과 공간성의 미감을 전달하는 요소들임을 뜻함과 동시에, 내러

티브와 퍼포먼스-나아가 형태까지도-가 시간과 공간을 용융하여 표현되는

것임을 나타낸다.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랙션에서 시간과 공간의

속성을 내러티브나 퍼포먼스의 속성으로 예리하게 분리하는 것은 어렵겠

지만, 지면의 편의상 여기서는 내러티브와 더 많은 관련이 있는 시간과 공

간의 속성들을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장에서 퍼포먼스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인터랙션 내러티브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시

간과 공간을 매개로 인터랙션의 시간성과 공간성의 미감을 창출하는 중요

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의 시공간은 인터랙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간이자 무대로서의 공간이다. 영화나 연극의 시간과

공간이 그것이 벌어지는 바로 그 (현재의) 시간과 공간은 아닌 것처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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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랙션 내러티브의 시간과 공간은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상상의 시간과 공

간이다. 이야기가 상상 속의 시간과 공간 위에 펼쳐지듯, 인터랙션 내러티

브는 상상의 시간과 공간을 조율하여 미감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심미적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서사적 특성을 조절하여 표현해야 한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의

시간은 실제의 시간과 달리 순서가 뒤바뀌거나 더 빨라지고 느려질 수 있

고,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공간이 눈에 보이는 공간 혹은 평면적인 공간에

서 확장되어 인식될 수 있다. 인터랙션의 서사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기 위

해 인터랙션에서 이벤트들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어떤 이벤트를 더 지속하

거나, 어떤 이벤트를 생략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반복하는 등의 변조가 가

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시공간은 플롯 구성의 요소이기도 해서 플롯이

펼쳐지는 배경이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의 이벤트들을 의

도에 따라 배치하기 위해서는 혹은 그 배치의 결과로 인해, 인터랙션 내러

티브의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은 활용되거나 변화한다.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들을 어떤 방식으로 늘어놓아야 하는가와 마찬가지

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인터랙션의 이벤트가 전개되는 시간은 상대적인 가상의 시간이 되고 공간

은 가상의 공간이 된다.

4.4.1 순차성(sequentiality)

인터랙션의 이벤트는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이벤트들은 플롯의 선별

성 특성에서처럼 의도에 따라 넣거나 뺄 수 있을 뿐 아니라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이벤트 순서의 변경은 사용성을 고려하거나 기능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디자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종류의 제품과 기능에서 인터랙션 플로가 전혀

다른 경우는 빈번하게 발견된다. Google 캘린더와 Apple 캘린더에서 일

정을 입력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이벤

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일정 장소를 입력하는 이벤

트가 Google 캘린더는 뒷쪽에, Apple 캘린더는 앞 쪽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30> 이것이 반드시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미적 경험과 직

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다만, 두 앱의 경험이 차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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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은 사실이다.

BeoSound 3000을 재론하자면, 여기서는 확연히 드러난다. <그림 14>에

서처럼 일반적인 CD플레이어와 이벤트의 단계를 비교해 보면, CD플레이

어의 ‘도어닫기 -> 재생버튼 누르기’와 BeoSound 3000의 ‘재생버튼 누르

기 -> 도어닫기’의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eoSound

3000의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디자인이 제스처와 움직임이 가미된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용된 이벤트 플로이다. 이 때

순서를 기존 CD 플레이어와 같은 순서로 배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선

후 관계가 있기는 하나, 순차성이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에 영향을 준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순차의 도치가 항상 긍정적인 경험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

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에서 익숙해진 사용의

패턴이 존재하고, 그러한 익숙함의 정도가 높을수록 순서의 도치가 오히려

사용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서의 도치를 적용하기 위해

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강한 맥락이 제공되어야 한다.

BeoSound 3000은 제스처와 도어 디자인 등에서 독특한 맥락을 제공하였

기 때문에 순서 도치의 이벤트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그 과

정 자체의 독특함을 음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0 순차성 사례 : Google 캘린더 앱(상)과 Apple 캘린더 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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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지속성(durability)

인터랙션의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어떤 이벤트

를 자주 발생시키거나 덜 발생시킬 수도 있다. 상대적인 시간의 감수성은

심리적인 현상일 수 있다.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 한편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거나, 따분한 연설을 들으면 10분이 열흘처럼 느끼거나 하는 것처

럼 말이다. 디자인하는 인터랙션이 후자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은 디자이너

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상황, 예를 들어 로딩 시간과 같이

기술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미있는 로딩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어 로

딩 시간을 잊을 수 있도록 혹은 적어도 짧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심리

적 디자인을 활용하기도 한다.

Amazon Go15)나 Dash16)처럼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랙션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쇼핑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두 사례는 상대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존 고는 원하는 물품을 들고 그대로 입구를 통과하면 되도록 함

으로서 계산원이 물품 하나하나를 스캔하여 계산하는 단계 자체를 생략시

킨 것이다. 인터랙션을 통째로 없애버림으로서 쇼핑의 경험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반면, Dash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부족한 물품을 즉시 주문하여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마찬가지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찾아

구입하는 과정 혹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하여 구입하는

과정의 상당부분을 생략함으로써 인터넷 쇼핑의 과정을 효율화한 것뿐만

15) https://amzn.to/3dwBPWc
16) https://amzn.to/3ECbWjq

그림 31 지속성 사례 : Amazon Dash(좌)와 Go(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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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부족한 아이템을 확인하고 대응하게 하는 새로운 일상적 쇼핑 경

험을 제시했다. 이 사례들은 인터랙션의 이벤트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

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한 예들이다.<그림 31>

지연된 경험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BMW Vision 100과 같

은 멋진 스포츠카의 날개형 도어가 매우 느린 속도로 천천히 펼쳐 열릴

때 느끼는 감흥과 이미지가 로딩 되지 않아 하염없이 빙글빙글 도는 로딩

애니메이션을 대했을 때 느끼는 감흥은 정반대이다. 후자의 감성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의도된 경험이라기보다는 기능적 제약이

주는 짜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전자는 우아한 도어

열림의 광경을 조금이라고 천천히 만끽하고 싶은 지연의 본능을 충족하는

인터랙션 경험이 주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Beosound 3000의 음악

듣기 테스크도 이런 점에서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지속성이 발휘되는 사례

이다. 보통의 CD 플레이어에서 CD를 장착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를 때까

지의 과정이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에 천착했다면, 이 오디오는 그 과정을

더 세분화하여 늘림으로써 하나의 의식과도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단축된 인터랙션의 내러티브가 그로 인해 창출되는 시간의 경험에서 미감

에 관여한다면, 지연된 인터랙션의 내러티브는 반대로 인터랙션 자체를 경

험하는 시간의 미감에 관여한다. 지연된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미감이 가능

하려면 단순히 인터랙션을 지연시키는 것만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연된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매우 섬세한 이벤트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4.3 확장성(extendability)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공간은 상대적인 공간이라고 이미 언급했다. 인터랙

션 디자이너들은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 인터랙션을 입혀

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상의 공간 확장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iPod의

좌우로 메뉴 체계의 깊이(depth)를 배치하여 좌우로 이동하는 인터랙션에

서처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확장된 공간을 활용하여 인터랙션을 디자

인하고 있다. 가상적으로 확장된 공간을 감안하면 인터랙션 디자인의 자유

도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과 같은 기술을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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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확장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IKEA의 Place 앱17)은 AR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시했다. 기존의 가구 쇼핑 앱의 사용 경험과 비교하면 확

연하다. 플레이스에서는 AR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공간에 IKEA의 가구를

직접 배치해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다양한 가구를 배치하며 공

유할 수 있는 등 가구 쇼핑을 위한 단순 시뮬레이션이 아닌 인테리어를

스스로 디자인해 보는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인터랙션이다. <그림

32>

디즈니에서 개발한 컬러링북18)은 AR과 어우러져 새로운 형태의 활동이

가능해진다. 자신만의 획과 질감이 생생하게 표현된 살아있는 듯한 그림

17) https://bit.ly/3ErGnZQ
18) https://bit.ly/3ppNtYt

그림 32 확장성 사례 : IKEA의 Place 앱

그림 33 확장성 사례 : 디즈니의 컬러링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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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와 그것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그 과정은 전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된 현실(reality)은 공

간만이 아닌 것이다. <그림 33>

4.5 캐릭터(Character)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등장인물은 사건들의

주체가 되어 사건들을 끌고 나가는 추동력이자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야

기의 흥미, 긴장감은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 안에서 등장인물이 어

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얻어진다. 등장인물의 욕망에 따른 선택적 행위로

표현되는 성격이 이야기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등장인물과 성격을 지칭하는 영단어가 모두 ‘캐릭터(character)’

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의 역할에 대한 서사학에서의 논의는 등장인물 자체

보다는 등장인물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귀결된다. 아리스토텔

레스의 ‘시학’에서부터 구조주의자들까지 ‘행위가 등장인물보다 중요하다

(Abbott, 2010)’는 것이 주된 인식이라는 말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설이든 영화든 등장인물의 성격을 따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사건들 속에서 등장인물이 어떤 압력에 직면해

서 행하게 되는 선택을 통해 밝혀진다(McKee, 2002). 등장인물은 그 자체

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서서히 그 성격이 적

층되고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은 플롯의 산물이자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이며, ‘플롯이 곧 등장인물의 성격이고, 등장인물의 성격이 곧

플롯일 뿐(Chatman, 2003)’이라 주장되기도 한다. 나아가 헨리 제임스가

등장인물과 행위는 구분할 수 없이 ‘모든 순간에 녹아드는’ 것이라 한

(Abbott, 2010) 것처럼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일체로 보는 관점도 같

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분리하여 인

식하고 우열이나 선후를 감별해 내는 것이 아닌, 이야기의 구조 즉 플롯이

전개됨에 따라 화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서사학에서 말하는 등장인물은 플롯, 즉 벌어지는 사건들의 연속 내에서

행위를 통해 이야기의 성격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에이전트(agent)’, 혹

은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의 ‘캐릭터’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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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데에 유력한 단서를 제공한다. 인터랙션 내러티브는 연속적인 이벤

트와 그 이벤트들이 포함하는 행위와 재행위(reaction)19)들로 이루어져 있

으며, 따라서, 이 행위들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를 ‘캐릭터’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의 정의는 흔히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캐릭터’를 독

립된 개체로 형상화하여 생명체와 같은 표정이나 동작을 취하는 방식, 즉

인간화(humanized) 캐릭터를 동원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적인 형태

를 의미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을 아우른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도한 ‘강아지’, ‘페이퍼 클립(paper clip)’와 같은 ‘어시스턴트

(assistant)’에서부터 최근 카카오톡의 수많은 이모티콘까지 일반적인 개념

의 ‘캐릭터’들은 행위를 통해 어떤 기능을 수행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한다

는 의미에서 ‘에이전트’들이며 위 정의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에이전트’의 가장 선명한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이전트’로서 ‘사용자’는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중요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 내러티브는 행위의 교환 과정이다. 사

용자의 행위와 매체의 재행위, 혹은 그 반대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면서 내러티브가 완성된다. 따라서 내러티브의 성격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사용자의 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에

서 사용자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시나

리오 기법을 통해 인터랙션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과정, 그 중에서도 페르

소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이다. 페르소나란 실제 사용자에 대한 ‘가설적인

전형(hypothetical archetype, Cooper 등(2015))’으로서 정의되고 목표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방법론의 차원에서 페르소나 기법은 UX

디자인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랙션의 사용자를 디자인함으

로서 인터랙션의 실용적 목표를 사용자의 관점에서 예측하는 것에서 나아

가 사용자의 경험을 유도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사용자라는 ‘캐릭터’

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연장선

상에서 극단적인 캐릭터를 상정하여 페르소나를 구성한다든지

(Djajadiningrat 등, 2000), 입체적인 캐릭터를 고려하는(Nielsen, 2002)

19) 김연수(Kim, 2014)는 ‘reaction’을 ‘반응, 반작용’과 같이 사전적으로 번역하지 않
고, ‘재행위’이라 규정한다. ‘reaction’은 ‘action’에 대해 반응 혹은 반작용으로 취
한 행동이지만 ‘action’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므로 행위에 대한 ‘재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그 의미가 더 명확해 질 수 있다는 의도이다. 인터랙션은 관여하는
여러 에이전트들이 주고받는 행위-재행위의 쌍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은 설득력을 가진다.



- 76 -

등의 시도가 가능한 것이다.

캐릭터를 ‘에이전트’로 보는 관점에서는, 인터랙션의 기능을 전달하는 매

개체로서 생명력을 부여한 개체를 상정하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캐릭터’에서 나아가, 광의의 에이전트들을 캐릭터로 포함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말하자면 어떤 기능을 표현하는 UI 요소들과 같이 인터랙션의 과정

에서 행위를 수행하는 모든 에이전트들을 캐릭터로 산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인터랙션이 표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내러티

브적 경험이 통용적 의미의 인간화된 캐릭터를 포함하여 인터랙션의 행위

를 전달하는 확장된 범위의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열어놓는다. 예를 들어, BeoSound3000의 도어는 이 관점에서 인터

랙션의 미적 경험을 잘 드러내는 ‘캐릭터’로 볼 수 있다. 손을 근처에 갖

다 대었을 때 반응하는 행태나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미세하게 속도의 변

화를 주어 리듬감을 더한 행태는 ‘도어 개방’이라는 단순한 인터랙션의 행

위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미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음악을 플레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인터랙션의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도어는 열림의 동작으로

통해 그 내러티브의 독특한 미적 경험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캐릭터)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김연수(Kim, 2014)는 그것은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욕망을 가지는가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 가치관과 욕망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감정과 진짜

감정을 기반으로 표현하면서 캐릭터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반

드시 ‘말’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말과 함께 표정이나 몸짓, 행

동의 ‘3종 세트’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3종 세트는 각각 언어적,

형태적, 행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터랙션 내러티브는 소설이나 영화

처럼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암시를 추구하지는 않으므로 이와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에이전트들의 캐릭터는 위의 3종 세트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표현된다. 즉 메시지나 레이블과 같은 에이전트의 언어적

요소나, 형태, 색감, 자세 같은 에이전트의 형태적 요소, 동작이나 실행에

서 보이는 에이전트의 행위적 요소로부터 캐릭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

다. 에이전트로서 사용자라는 캐릭터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

들이 어떤 말을 하도록 하는지, 어떤 표정이나 몸짓을 짓도록 하는지, 어

떤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캐릭터가 성격을 드러내는 말, 표정과 몸짓, 행동은 전개되는 인터랙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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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를 진행시키는 캐릭터의 특성적 행위들이다. 일반적 의미의 캐릭

터, 즉 인간화(humanized) 혹은 의인화(anthropomorphic)되거나 살아있

는 생명체로 표현된 캐릭터는 이 3종 세트의 표현이 잘 드러나는 형태이

다. 말, 즉 언어적 요소를 통한 의인화 캐릭터의 성격 표현은 시각적 혹은

물리적인 요소에 병행하여 목소리를 넣음으로서 성격을 더욱 강렬하게 드

러낸다. 언어적 요소가 반드시 인간의 언어인 것만은 아니다. Sony의

AIBO가 내는 목소리는 언어적 의미가 없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

통이 가능하면서도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오디오만으로 의

사소통하는 캐릭터도 빈번히 활용된다.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할

(HAL)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강렬하게 그 성격을 보

여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에서 이 ‘언어적 캐

릭터’는 놀라울 정도 발전하였다.

표현 방법 중 형태적 요소, 즉 캐릭터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캐릭터의

성격을 전달할 수도 있다(Eves(2008), Gorno(2011)). 다만, 캐릭터의 외형

적 특성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내러티브적 특성이면서 동시에 형태(Form)

적 특성이다. 즉, 캐릭터가 가지는 형태적 속성이고 캐릭터가 내러티브와

형태에 걸쳐있는 미적 속성임을 보여준다.

반면, 행위적 요소를 통한 표현은 퍼포먼스(Performance)적 특성과 연관

된다고 할 수 있다. 캐릭터의 움직임 특성이 그 성격을 표현하고 체현

(embody)하며 나아가 체현을 통해 감성적 성격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Bartneck(2003), Van Vugt(2006), Korn(2017)). 행위를 통한 성격 표현

은 특히 비의인화(non-anthropomorphic) 에이전트의 표현에서 더 극적

이다. Sirkin(2015)과 Tennent(2017)는 각각 Ottoman 소파의 보조 의자

가 앉아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움직임이나 카시트가 운전자를 반기는 작은

움직임을 통해 마치 생명체와 같은 인상과 감정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

다고 보고한다. 자동문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행동으로(Ju & Takayama,

2009), 쓰레기통이 스스로 쓰레기를 받기 위해 움직이는 행동으로

(Fischer 등, 2015), 공간 파티션이 사람을 반기는 행동으로(Lee 등,

2013) 등과 같이 통상적인 독립적이고 의인화된 캐릭터가 아닌 방식으로

다양하게 인터랙션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을 전달하려는 시도들이 있었

다. 이러한 시도들은 인터랙션의 에이전트가 만들어내는 움직임으로 표현

되는 행위적 요소가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감성적 인상과 성격을 구현하는



- 78 -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한편,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끌고 나가는 캐릭터

가 다양한 인터랙션 요소들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경험적 차별성을 위해 캐릭터는 어떻게 디자인되어

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Bell(2005)은 소설쓰기에 있어서 인물 설정의 4가

지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한다. 주목성, 흥미성, 정체성, 입체성이 그것

이다. 요약하자면, 주목성은 캐릭터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흥미

성은 캐릭터가 신선하거나 새롭고 흥미로운지, 정체성은 캐릭터가 독보적

이고 개성적인지, 입체성은 캐릭터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

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기준들은 간명하게 캐릭터 설정의 기준들을 요약

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터랙션 내러티브에 있어서 캐릭터

설정으로 확장하여 고려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단서들을 기반으

로 심미적인 인터랙션의 내러티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캐릭터가 어떻게 만

들어지고 어떻게 심미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다음에서 각각에 대

해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

다.

4.5.1 주목성(attractiveness)

Bell(2005)은 소설 속 인물을 인상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름 짓기,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 제시하기, 간결한 묘사, 고정관념 피하기 등의 전략

을 제시했다. 인물의 성격이 점점 쌓이면서 형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마

치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몇 초 안에 그 사람의 인상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첫인상에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독자가 인물에 주목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인물의 첫인상이 어떻

게 형성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전략들은 어떻게 등장인

물에 대한 인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 캐릭터의 주목성이라 함은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들

을 통해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일반

적 의미의 캐릭터, 즉 인간화된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예로서 앞에

서 언급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어시스턴트 캐릭터들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오피스 제품의 헬프 기능을 지원하는 UI 에이전트로 제시된 이

캐릭터들은 강아지, 종이클립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었고, Bob, R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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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y, Clippy 등으로 친근한 이름이 주어졌다. 90년대 Clifford Nass와

Byron Reeves에 의하면, 이 일련의 캐릭터들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마치

사람처럼 대한다는 발견점에 기반하여 살아있는 생명체를 보조자

(assistant)로 제공하여 매뉴얼이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의

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용자가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불쑥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은 높은 주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

자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능적인 한계, 그 주목성이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

고, 결국 이 전략은 2007년 Clippy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이

유는 Nass와 Reeves의 연구 결과가 지시하는 맹점, 즉 사용자가 컴퓨터

를 사람처럼 알려고 하는 것과 같이 반대로 컴퓨터도 사용자를 알아야 한

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반성에서 드러난다(Cain, 2017).20) <그림 34>

오히려, ‘이름 짓기’의 주목성 전략은 최근 활발한 AI 어시스턴트들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대화형 인터랙션을 주로 하는 이 기기들에 Siri,

Alexa와 같이 이름을 부여함으로서 어시스턴트 기능과의 상호작용의 의도

를 시작하는 트리거로 활용하였다. 이런 기능적인 유용성뿐만 아니라, 이

름을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인격과 동등한 친밀성을 확보하고 가상 인격과

의 대화라는 상황적인 친근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

어시스턴트들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들은 사용자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

일 것이다. 발전된 AI, 머신러닝 매커니즘이 동원되어 질문하는 사람의 정

보와 패턴을 반영하여 대답을 구성해낸다. 한발 더 나아가 자신만의 독특

20) Alan Cooper 인터뷰 : Why People Yell at Their Computer Monitors and
Hate Microsoft's Clippy, https://bit.ly/3o88R5r

그림 34 주목성 사례 : Rover(좌), Clippy(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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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격을 가짐으로서 기계적인 답만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는 경험적인

풍부함을 제공한다는 점도 발전된 점이라고 하겠다. ‘얄미운(sassy) 시리’

캐릭터에게서 ‘얄미운’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의 놀이가 된 현상을 보

면, 인터랙션의 캐릭터가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면에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로서 캐릭터를 인상적으로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설의 인물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렬하고 차별적인 시각적 이미지

를 부여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정련되고 독창적인 인터

랙션 요소의 시각 조형[형태(Form)]과 역동적이고 세밀한 인터랙션 요소

의 움직임 조형[퍼포먼스(Performance)]을 통해 인상적인 캐릭터를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상이 사용자에게 주목하도록 이끄는 원천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애플 건강 앱의 3색의 링은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더라도 일단

주목하게 만드는 시각적 정보 표현이다. Apple Watch가 가지고 있는 작

은 디스플레이 상에서 건강을 위한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시각적 데이터로서 맥락적인 기능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적

효용과는 별개로 3개의 링의 단순하고 강렬한 시각적 인상이 심미적 주목

성을 주고 있다. BMW의 Vision Next 100는 미래적 컨셉을 자동차 전체

에 녹여내고 있다. 여느 컨셉카들이 그런 것처럼 금빛 재질과 독특한 외형

만으로도 단숨에 눈길을 잡는 독창적인 캐릭터를 드러낸다. 전체적인 캐릭

터를 만들어내는 세부적인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들에도 캐릭터를 부여하는

데, 그중 전방에 사람 혹은 사물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표시

의 방식으로 대쉬보드 상단 면에 파충류의 피부와 같은 메커니즘은 가장

그림 35 주목성 사례 : 애플 와치 건강 앱(좌), BMW Vision Next 100(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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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명한 예이다. 주변 정보에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이 메커니즘은 그 자체

로서의 시각적 인상만으로도 놀라움을 자아내는 강렬함 뿐 아니라, 자동차

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은유하는 이 컨셉카의 성격을 표현하는 인터랙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5>

한편, 소설과 같은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와 인터랙션의 캐릭터가 엄

연히 다른 점도 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서로 경합하는 캐릭터를 복수

로 등장시켜 그 긴장감을 통해 내러티브를 전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상반된 캐릭터들이 서로에게 묻히지 않도록 주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야

기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반면 인터랙션 디자인에 있

어서 개별 에이전트들에 서로 경쟁하는 캐릭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드

문 일이다. 이는 내러티브로서의 인터랙션을 전개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 깊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인 서사에서의 캐릭터 설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

하고’라는 전제를 달아야 하겠지만, 인터랙션의 캐릭터는 매크로 캐릭터를

쌓아 올리기[build-up] 위해 마이크로 캐릭터를 일관적으로 전개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즉, 제품, 앱, 서비스 인터랙션의 전체적이자 대표적인 성

격을 설정하게 되면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이 매크로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해 일관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주요한

마이크로 캐릭터에 대립되는 캐릭터를 등장시킴으로써 주목성을 분산시키

는 것은, 일반적인 내러티브에서와는 다르게, 인터랙션의 캐릭터를 축적하

고 확립하는데 방해가 될 위험이 있으며 인터랙션 자체의 집중적 경험을

흐트러트리는 역효과를 만들 수 있다.

4.5.2 흥미성(excitement)

소설 속 등장인물이 식상한 대사를 뱉고 평범한 행동을 한다면 소설의 이

야기에 독자를 끌어들일 수 없을 것이다.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대사로 웃

음을 유발하거나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선택과 행동을 보였

을 때 이야기는 비로소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 캐

릭터를 통해 주목을 끌었다면, 그것이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신선하고 흥미

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캐릭터의 흥미성이다.

‘Zombies, Run!’21) 앱은 일종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목표하는 상황

21) https://bit.ly/31w6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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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달리기 운동이다. 조깅하는 동안 이 앱은 지속적으로 좀비가 쫓아오는

위기의 상황을 소리로 만들어내고 좀비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더 빨리 계속 뛰도록 한다. 운동 앱과 게임의 조합을 통해 달

리기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돋우는 전략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의 상황을 더 긴장감 있고 흥미롭게 하는 데에는

좀비와 조력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캐릭터들의 실감 나는 대사와 톤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달리는 사용자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드는 것이다. <그림 36>

‘Zombies, Run!’이 시각적인 캐릭터 없이 언어적으로만 캐릭터를 드러낸

다면, ‘Paro’22)나 ‘Nicobo’23) 같은 컴패니언 로봇(companion robot)들

은 동물의 특징을 반영하는 형태와 털과 천으로 이루어진 포근한 재질로

22) https://bit.ly/337jnl4
23) https://bit.ly/3EsVQbY

그림 36 흥미성 사례 : Zombies, Run! 앱의 작동 과정

그림 37 흥미성 사례 : Paro(좌), Nicobo(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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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패니언 로봇으로서의 따뜻하고 친근한 자신들의 캐릭터를 만든다. 이 친

근함은 이 로봇들과의 인터랙션에 집중력을 더하는 캐릭터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Paro나 Nico가 흥미를 끄는 방법은 외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Paro의

느리고 굼뜬 행동은 활동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연민을 끌어내고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Nico는 귀여운 말투에 눈을 깜빡이거나 머리

를 까딱이거나 꼬리를 흔드는 행동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사용

자의 관심을 유지한다. 행위를 통해 성격을 만들고 인터랙션의 신선도와

흥미를 유지하는 전략은 비단 인간화된 캐릭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맥OS의 ‘Ginie Effect’와 같이 독특한 마이크로 인터랙션을 넣음으로써

자신을 차별화하면서 재미를 끌어내는 시도 또한 이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7>

‘Species in Pieces’24) 웹사이트는 멸종 위기에 놓인 30여 종의 동물들을

다채로운 삼각형들의 조합으로 캐릭터화하여 보여준다. 독특한 캐릭터화

(characterization)으로 주목하게 하면서,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넘어

갈 때 삼각형이 흩어지면 재조합되는 트랜지션으로 유리처럼 부서질 것

같은 이 동물들의 위기 상황을 표현함과 동시에 페이지를 방문한 사용자

의 관심을 붙드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림 38>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흥미성을 위해서 캐릭터를 주된 전략으로 삽입하여

캐릭터를 매개로 인터랙션을 이끌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Google의 Arts

& Culture 프로젝트 중 하나로 ‘Blob Opera’25)는 각국의 유명한 가곡을

24) https://bit.ly/32Xwp4o
25) https://bit.ly/3ucWjuA

그림 38 흥미성 사례 : Species in Pieces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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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특징적인 것은, 네 마리의

덩어리(blob)들이 등장하여 합창의 각 파트를 사용자가 직접 조절하며 체

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사용자의 인터랙션으로 조절한 음악의 조합이

실제 음악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직접 합창의 조합 과정에 개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흥

미롭게 인터랙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Kickstarter에서 소셜펀딩을

진행한 ‘Pigzbe’26) 서비스는 아이들에게 경제생활을 가르치기 위해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핑크빛 아기돼지

캐릭터이다. piggy-wallet이라는 작은 디바이스와 앱을 연동해 저축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각적으로 핑크빛

아기돼지의 캐릭터를 유지하면서 인터랙션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가이드하

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경제생활이라는 자칫 어렵고 복잡한 정보를 캐

릭터를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39>

4.5.3 정체성(identity)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캐릭터의 ‘정체성’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성격을 말

하며, 다양한 인터랙션 에이전트들이 가지는 개성과 매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미적 관점에서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의 캐릭터를 디

자인한다는 것은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들을 개성과 매력을 가지도록 만들

어내는 것이다.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디자인에서 ‘캐릭터’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즉 인터랙션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인간화된 독립적인 개체라는 인식에

26) https://bit.ly/3kFJaHe

그림 39 흥미성 사례 : Blob Opera(좌), Pigzbe(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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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다면, 캐릭터의 ‘정체성’, 즉 캐릭터의 개성과 매력을 부여하는 전략

을 앞의 ‘3종 세트’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인격화된 캐릭터의 말과 말투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가장 극명한 예가 애플의 ‘시리’이다. AI 어시스턴

트로 말로 대답해주는 이 가상의 캐릭터는 단순히 답을 전달하지 않는다.

에둘러 답하거나 엉뚱한 블랙 유머를 구사한다거나 심지어 가벼운 면박을

주는 등 독특한 성격을 보인다. 사용자들은 이런 ‘얄미운(sassy)’ 시리의

캐릭터에 재미와 매력을 느끼게 된다(Garber, 2013).

인격화된 캐릭터의 형태로 개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인격화된 캐릭터가 사

람이라면 성별, 생김새, 의상 등 어떻게 꾸미는지에 따라 그 성격을 드러

낼 수 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물건을 인격화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는 사람의 경우와 유사한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인격화된 캐릭터의 외

형과 함께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 자세, 제스

처, 움직임의 양태 등 행위 양식이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어시스턴트가 완전히 포기한 이후로, 인

격화된 캐릭터가 인터랙션 디자인에 활용된 경우는 AI 어시스턴트들을 제

외하고는 성공적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이유에

서이다. 기능적으로든 미학적으로든 인터랙션 내러티브에 인격화된 캐릭터

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인터랙션 내러티브

에서 캐릭터를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로 관점을 확장함으로써 인터랙션의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표출하는 성격을 통해 인터랙션의 개성과 매력을 창

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 언어적 표현으로 개성을 드러내는 데에 연관되는

에이전트들은 레이블, 메시지, 명령어와 같은 언어적 요소들이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들은 문자의 형태 혹은 구어의 형태로 발현된다. 말투에서 말

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에이전트 요소들에서 선택된 단어의 성격이나 무엇보다 어투에서 인터랙

션의 개성이 드러난다. 언어적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난 예로 ‘배달의 민

족’을 들 수 있겠다. ‘세상은 넓고 맛집은 많다’, ‘가까운 가게는 직접 가

지러 가지요’ 등과 같이 구어체의 친근한 문구를 레이블에 적용함으로써

‘B급 정서와 미학’의 개성을 일관성 있게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시리의 얄미운 캐릭터에서 드러나듯 최근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급증하면

서 이러한 성격 부여의 가능성은 부쩍 커지고 있다. AI 어시스턴트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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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챗봇’ 서비스도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진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고 있다. 다만, 챗봇 서비스는 구어가 아닌 문자로 대화하면서 진행되는

인터랙션이기 때문에 문자 형태의 어투로 챗봇의 성격을 표현하여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나 챗봇 서비스는 사용자와의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투에서 드러나는 개성이 사용성이나 효용성과는 별개로

대화의 흥미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심미성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터랙션 에이전트들의 형태적 개성을 통해서도 캐릭터를 드러낼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언어적인 개성 이전에 UI를 이루는 여러 그래픽 요

소들에 있어서 형태적으로 조악하거나 난삽하게 보일 수 있는 ‘B급 정서’

의 그래픽 언어를 사용함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이 정체성과 상반되는 예는 Moleskine에서 출시한 ‘Timepage’ 앱을

들 수 있다. 여타 달력 혹은 플래너 앱과는 다르게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

로 절제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는 상반되는 개성을 드러내

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몰스킨 다이어리가 가진 정체성을

디지털 형태의 서비스 앱에서 연장하려는 시도이다. 오프라인 제품을 디지

털 서비스로 이행했을 때 오프라인 제품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0>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의 개성은 언어적, 형태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행위

적인 차별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B&O의 제품들은 전통적으로 기능적인

에이전트들에 섬세하고 미묘한 움직임을 입힘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

그림 40 정체성 사례 : 배달의 민족(좌)과 Moleskine Timepage(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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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해 왔다. Beosound 시리즈의 도어와 헤드의 속도 변화를 통해, Vision

Harmony의 복합적인 방향의 움직임 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개성을 일관

성 있게 드러내고 있다. B&O의 제품들이 우아하고 고상한 개성을 지향하

고 인터랙션 에이전트들의 움직임을 그와 부응하도록 디자인하였다면,

Anki의 ‘Vector’27)는 완전히 상반된 개성을 나타낸다. AI 어시스턴트 서

비스를 수행하는 이 바퀴달린 로봇은, 물론 인간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

기는 하지만, 정보를 전달하거나 명령에 반응할 때 팔을 움찔대거나 작게

왔다 갔다 하거나 눈 모양을 깜빡거리는 등의 작은 영역의 빠른 움직임을

만들며 약하고 귀엽고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41>

캐릭터의 정체성은 인터랙션 미디어가 지니는 독보적이고 차별적인 고유

한 성격을 가리키고 말, 표정과 자세, 행동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 정체성

은 미디어 전반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미디어 인터랙션을

이루고 있는 에이전트들 각각이 지니는 개별적인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개별적인 특성들이 모여 전체적인 정체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개성과 매력의 요체이

며, 개성과 매력은 심미적 경험에 다름 아니다.

4.5.4 입체성(multi-dimensionality)

E. M. 포스터는 숨겨진 복합성을 갖고 있지 않은 등장인물을 지칭하기 위

해 ‘평면적(flat) 인물’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Abbott, 2002). 서사에서 평

면적인 인물은 규격화되거나 범주화된 인물로서 판에 박힌 모티프(motif)

를 반복하는 인물을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입체적(rounded) 인물’

이다. 입체적 인물은 다양한 수준의 깊이와 복잡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을

27) https://bit.ly/3mheITF

그림 41 정체성 사례 :B&O Beosound300(좌), Vision Harmony(중), Anki Vector(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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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Abbott, 2002). 문학적 표현이란 진부한 말을 새롭게 표현하는 것

이라고 한다면, 평면적 인물은 진부한 인물로 욕망을 표현하지 못하고 쉽

게 타버리는 ‘종이 인물(Kim, 2014)’에 불과하다. 다만 평면적 인물이 항

상 흥미롭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입체적 인물이 가지는 복잡성

이 우리 주변의 실제 인물의 모습과 더 가깝다(Abbott, 2002)는 점에서

서사는 입체적 인물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의 캐릭터의 입체성으로 논의를 연장해 보면, 인터

랙션 캐릭터의 복잡성과 현실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캐릭터의 입체성

이란 에이전트로서 인터랙션의 요소가 진부하지 않고 다양한 성격의 부면

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 캐릭터의 입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한 Siri이다. 기능성으로만 생각하면 사용자가 물

어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거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면 답할 수 없다

고 말하면 될 일이지만, 시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말해주면서도 ‘얄

밉게’ 대응한다. 이것이 평면적 캐릭터와 입체적 캐릭터의 대비에 다름 아

니다. 단순한 질문의 답만 찾아 제시하는 것, 반대로 제시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답하는 것으로는 캐릭터의 평면

성에 그친다. 질문에 대한 답을 줌과 동시에 맥락적인 정보나 나아가 일종

의 태도를 비침으로써 캐릭터의 입체성을 이루고 더 현실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는 비단 시리에만 해당하지 않고 AI가 발전하면서 대다수의 AI 어시스

턴트 서비스에서 시도되고 제공되어 있다. Google에서 AI가 미용실을 예

약한 시연은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예약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AI가

만들어내는 목소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는데, 그만큼 현재의 AI

기술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수준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여주었

다. 결과적으로 입체적인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보여

준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어시스턴트들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분석도 캐릭터의 입체성의 관점으로 가능하다. Clippy 같은

캐릭터들이 진부한 모티프적인 감정 표현 외에 질문에 대한 단순 답변 이

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평면적인 캐릭터에 그쳤기 때문에, 시리 같은 AI 어

시스턴트에 대해 보인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판단된다.

캐릭터의 입체성은 인터랙션을 내러티브로서 경험할 때 기능적 측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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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성적인 측면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인터랙션 내

러티브의 심미적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인간화된 캐릭터를 적용한 경우에 명료하지만,

다른 인터랙션 에이전트들의 경우는 그 입체성을 따지는 것이 인식적으로

다소 난해한 면이 있다.

인간화된 캐릭터 외의 인터랙션 에이전트를 탐색한 사례는 Nielsen(2002)

의 연구 사례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인터랙션 에이전트로서 페르소나의 디

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Nielsen은 Cooper와 Carroll의 디자인 시나리오

와 페르소나에 대한 관점들을 정리하고 논의를 확장하여 ‘사용자’를 ‘캐릭

터’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이른바 시나리

오 기법과 페르소나 기법에서 만들어지는 사용자의 페르소나들을 평면적

인 캐릭터, 즉 진부하고 틀에 갇힌 캐릭터보다는 입체적인 캐릭터, 즉 복

합적이고 확장적인 캐릭터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캐릭터

의 입체성이 캐릭터의 현실성을 높임과 동시에 감성적 경험을 확대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면밀한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디자인을 위해서 사

용자라는 인터랙션의 에이전트, 즉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지점이다.

캐릭터의 입체성은 심미적으로 중요하다.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에 인간화한

캐릭터를 동원하더라도 기능성만을 달성하기 위한 평면적인 캐릭터가 아

니라, 감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복합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실제

적인 입체적인 캐릭터를 디자인해야 한다.

4.6 요약

AID 모형에서 인터랙션 조형의 3개 차원 중 내러티브는 인터랙션의 서사

적인 미감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서사적 미감이란 행위와 반응의 연속이자

그로 인한 이벤트의 연속인 인터랙션의 이야기적인 특성에서 우러나오는

비시각적 미감을 말한다. 인터랙션 내러티브는 이벤트와 이벤트가 이어지

는 내재적인 이야기적 속성과 인터랙션을 통해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이야

기로서의 속성을 아우른다.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로 크게 플롯, 시간과 공간, 캐릭터를

제시하였는데, ‘플롯’은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이벤트들을 유기적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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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시간과 공간’은 인터랙션이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캐릭터’는 인터랙션의 이벤트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들의 성격을 뜻한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미감은 인터랙션의 플롯과 시공간과 캐릭터를 어떻

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구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플롯, 시공간, 캐릭터

각각이 미적 구현에 있어서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도출하여 정의하고 인

터랙션 디자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각 요소들의 속성은 <그

림 42>와 같다.

그림 42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와 속성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세부를 보면 다음 몇 가지 특징

과 쟁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AID 모형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

다.

‘플롯’ 요소는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이루는 이벤트들의 조직에 대한 것이

다. 서사 미학의 이론에서 제시하듯 이벤트의 순차성과 지속성은 내러티브

의 조직, 즉 ‘플롯’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D 모형에서는 이 속성들을 ‘시간과 공간’ 요소의 속성으로 판단하였는

데, 순차성과 지속성은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구조 내에서 시간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요소에 특정하여 배치하는 것이 더 의

미있다고 판단하였다. ‘플롯’이 이벤트들의 조합을 의미하고 어떻게 조합

되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요소라는 점에서 순차성과 지속성은 ‘시간과 공

간’ 요소의 속성이자 또한 ‘플롯’의 속성이라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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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의 AID 모형의 개념적 편의에 의해 ‘시간과 공간’의 속성에 배

치하였다.

‘시간과 공간’ 요소는 인터랙션의 내러티브가 벌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맥

락이라고 하였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과 현실적인 시간을 지칭하면서도 의

미적 배경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런데, AID 모형에

서는 ‘시간과 공간’ 요소는 뒤에서 설명할 퍼포먼스와 공유하는 요소로 자

리매김 되었다. 그 이유는 퍼포먼스 또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서 벌어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미적 견지에서 ‘시간과 공간’의 속성들은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작용에서 비롯된 속성들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 요소를 독립적으로 보았을 때 개별적인 속성들이 두 차원

각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두 차원의 특성이 미묘하게 공유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 요소의 개별 속성들은 시간적 속성과 공간적 속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예를 들어 확장성은 눈에 보이는 혹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더해 상상과 가상을 통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는 공간적일 뿐

만 아니라 시간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퍼포먼스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

이는데 이는 퍼포먼스 부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캐릭터 요소에서 언급하였지만 기존 연구들의 몇몇 연구자들은 결과적으

로 캐릭터를 퍼포먼스에 귀속시키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었다.

AID 모형에서는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들이 인터랙션의 이야기 내에서 어떻

게 개성을 만들어 내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위와 같은 견지에서는, 그

들이 어떻게 특징적으로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에 빗대어 말하자면, 전자는 연기자가 연기를 통해 어떤 성격을 만들

어내는가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배우의 연기(의 행위) 그 자체에 집

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극에서의 배우의 연기를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연극의 어떤 역할이 가지는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그 역할을 행하는 배우의 중요한 미적 선택이지만,

그 행위 자체가 성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행위가 성격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성격은 아니다. 따라서 AID 모

형에서는 캐릭터의 행위적 미감은 퍼포먼스 차원과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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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캐릭터의 결과적 성격은 내러티브 차원의 구성 요소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다른 의미로 캐릭터 요소는 퍼포먼스를 통해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 AID 모형에서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와 형태는 모두

전체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내러티브의 세부에서도 드러난다. 내러티

브의 차원과 구성 요소, 속성을 파악할 때 그것이 퍼포먼스와 형태의 특성

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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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랙션 퍼포먼스 (Interaction Performance)

5.1 퍼포먼스

5.1.1 일상의 퍼포먼스

2010년 캐나다 벤쿠버, 거쉬윈의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퍼시픽 콜로세움

의 빙상을 가르는 스케이터의 움직임을 모든 관중들은 때론 숨죽이며 때

론 열광하며 때론 탄식하며 바라보았다. 엄청난 속도와 높이의 점프와 경

쾌한 스텝과 유연한 회전으로 조화롭게 이어지는 김연아의 연기는 기술의

정확성과 난이도를 요하는 스포츠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작품

인 듯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런 점에서 운명의 라이벌이었던 아사

다 마오의 기술적인 연기와 줄곧 비교되기도 하였다. 그녀의 스케이팅은

피겨 스케이팅의 기술적인 세부를 전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

조차 그 예술성에 감동하고 탄복하게 하였다.

스포츠는 인간의 체력적 능력을 겨루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몸

이 만들어내는 미학적인 조화를 통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한다. 정량적인

목표를 향해 인간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스포츠의 궁극적인 가치

이지만, 그 과정에서 표출되는 정성적이고 미학적인 가치도 그만큼의 비중

을 가지기도 한다. 김연아의 “퍼모먼스”는 정량적이고 동시에 정성적인 스

포츠의 이러한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김연아의 스케이팅을 “퍼포먼스”라고 부를 때, 우리는 두 갈래의 의미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기능적인 수행, 즉 얼마나 정확하

게 목표하는 동작을 수행해 내는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적인 수

행, 즉 수행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형태와 움직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관한 것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퍼포먼스”는 이렇듯, 언어적

정의에서처럼, 기능적인 완성과 미학적 표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오페라나 발레, 연극, 콘서트, 퍼포먼스 아트 등과 같이 선명한 목적성을

가진 엄밀한 의미의 퍼포먼스는 의식적인 노력과 의지를 필요하기도 하고

특정 장소와 시간이라는 원천적인 장벽이 존재하기도 하여 일상적으로 체

험에는 한계가 있지만, 위와 같은 폭넓은 시각에서 퍼포먼스를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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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퍼포먼스의 미적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운동 경기 뿐만 아니라 대중 가수의 공연, 드라마나 영화 등 여러

대중적인 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아주 쉽게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우리

는 벌떼처럼 몰려드는 수비수 사이를 유려하게 공을 몰고 빠져나가는 축

구선수의 움직임에 탄복하기도 하고, 무대를 꽉 채운 아이돌 그룹의 복사

한 듯 일사불란한 소위 “칼군무”에 환호하기도 하고, 어떤 영화에서 클로

즈업과 롱테이크로 잡은 강렬한 배우의 열연에 매료되어 감동하기도 한다.

우리는 운동 능력과 댄스 능력과 연기 능력에 놀람과 동시에 폭발적인 속

도와 강렬한 몸짓과 유려한 동세(動勢)에 매료된다.

공식적인 공연장이나 특별한 이벤트 뿐 만이 아니다. 대학로나 홍대 앞 거

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우리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코앞에

서 볼 수 있다. 무명 가수의 버스킹이나 무명 마술사의 길거리 마술 같은

정돈되지 않았지만 라이브로 펼쳐지는 퍼포먼스가 주는 현장감의 독보적

인 미감도 있다. 연주가 만들어내는 흥겹거나 슬픈 선율의 음악의 아름다

움 자체만이 아니라, 악기와 격하게 부딪치며 만들어지는 마찰음이나 음향

기기에 섞여 나오는 잡음, 숨에 차서 헐떡이는 공연자의 숨소리와 땀 냄새

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브 퍼포먼스는 또 다른 미감이

펼쳐진다.

나아가, 거기에서는 공연하는 사람과 마주치고 웃고 대화하고, 때론 직접

공연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큰소리로 환호하거나 신청곡을 외치기도 하

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기도 하며, 관

객 자신의 평소 실력과 입담을 쏟아내기까지 한다. 급기야 퍼포먼스의 일

부가 되거나 심지어 ‘퍼포머(performer)’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관객이

참여를 통해 퍼포먼스가 전하는 흥분감을 배가한다면, 퍼포먼스 자체는 또

한 관객과 관객의 참여로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완성되는 것이다.

일상에서의 퍼포먼스는 이렇듯 본격적이고 거창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커

다란 프라이팬의 요리를 휙휙 뒤집거나, 빠르게 도는 솜사탕 기계에 젓가

락을 요리조리 돌려 풍성한 솜사탕을 만들어 내거나, 부품 조립 공정의 라

인 중간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엄청난 속도와 정확도로 수행하는 직업자의

움직임 같은 것들에서부터, 새로 산 자켓을 휙 한번 휘둘러 몸에 감아 입

거나, 힘 있고 넓은 보폭으로 쭉 뻗어 길을 걷거나, 면접자 앞에서 호감을

표현하는 몸짓과 표정을 하거나, 매일 아침 욕실 거울 앞에서 칫솔질과 세



- 95 -

수를 하며 혼자 포즈를 취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움직임까지,

우리는 사소한 일상의 구석구석을 표현적이고 감성적인 퍼포먼스로 스스

로 채우고 있다.

퍼포먼스는 어떤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

만, 행위를 통해 내적 메시지를 미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의미로도 사용된

다. 따라서,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 연주를 듣거나 폭발적인 힘의 춤을 감

상하거나 상상을 뛰어넘는 날렵한 운동선수의 기동(起動)을 보며 흥분과

감동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의 퍼포먼스를 통해 진지한 과업의

수행은 물론 사소한 반복적인 행동들에 조화롭고 표현적인 외양을 입힘으

로써 우리는 감성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제품의 기능을 문제없이 실행해 내는 것

에 더해 그 수행의 과정이 조화롭고 표현적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실용적

만족감과 함께 감성적 만족감을 얻는다. 그러한 퍼포먼스들도 우리 일상의

일부이다.

5.1.2 퍼포먼스란 무엇인가

1974년 Marina Abramović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Studio Morra의 텅 빈

공간에 멍하니 서 있다. 초대된 관객들은 옆의 탁자 위에 놓은 72개의 물

건들 - 펜, 가위, 체인, 도끼, 심지어 총알이 장전된 총 등을 이용해 그녀

의 몸에 무슨 행위든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관객들은 그녀를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목에 무언가를 걸거나 기껏 심해 봐야 그녀의 몸에 낙서를 하

는 정도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행동을 보이다가, 세 시간 쯤 흐른 시점

부터는 매우 과격해지기 시작한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른다거나, 입고

있는 옷을 찢는다거나, 면도날로 그녀의 몸에 상처를 낸다거나, 그렇게 흐

르는 피를 빨아 먹는 것 같은 잔혹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이더니 급기야

장전된 총을 그녀의 머리에 대고 그녀의 손가락으로 당기려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다른 관객이 막아서면서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 6시간의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에게 맡겨진 자유가 어떻게 폭

력적으로 상승되는지 그리고 대중이 어떻게 죄의식을 잃거나 회복하는지

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이것이 “Rhythm 0”28)라는 역사적인 퍼

포먼스이다. <그림 43>

28) https://mo.ma/3o8uD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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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mović와 같은 퍼포먼스 아티스트들 혹은 아트 퍼포먼스들은 행위를

통해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위를 통해 ‘자아를 확장(임근준,

2011)’한다. 머리카락에 먹물을 묻혀 글씨를 쓰거나[백남준], 물감을 뿌려

서 그림을 그리거나[잭슨 폴록], 자신의 몸에 고문을 하는[밥 플레니건] 등

의 행동으로 예술적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형태를 퍼포

먼스 예술이라고 하며, 본격적이고 엄밀한 의미의 예술로서의 퍼포먼스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퍼포먼스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Goffman은 퍼포먼스를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영향

을 미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Schechner, 2013). 어떤

상황과 어떤 행동이 어떤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해진다면

그것을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술적 퍼포먼스는

Carlson의 “훈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기술을 보여주는 신체적인 구

현”으로 한정할 수 있겠다(Bial & Brady, 2016). 즉, 퍼포먼스를 구현하는

사람이 훈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진지한 의미의 퍼포먼스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Schechner(2013)는 퍼포먼스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Doing)이나 하는 것

을 보여주는 것(Showing doing)뿐만 아니라, 행위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그림 43 Rhythm 0(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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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Being)이나 그것을 설명하는 것(Explaining ‘showing doing’)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Taylor(2002)가 퍼포먼스를 단순히 연

기(act)나 행동(action)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existential

condition) 혹은 존재론(ontology)으로 확대해석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이다. Taylor(2002)는 나아가, 퍼포먼스를 행위가 벌어지는 과정(DOING)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물이나 달성물(DONE) 또한 퍼포먼스라 하기

도 한다. 따라서, 모종의 목적을 가진 일상의 모든 행위 혹은 행위의 양식

들이 퍼포먼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다만, 그 자체로 퍼포먼스인지(IS), 퍼포먼스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AS)

의 차이일 뿐이다. 어떤 물건, 작품, 제품을 ‘AS’ 퍼포먼스로 다룬다면, 그

물건이 어떤 행태를 취하고, 어떻게 다른 물건이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

고, 어떻게 다른 물건이나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지를 뜻한다. 퍼포먼스는

행동, 상호작용, 관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chechner,

2013).

그렇다면, 그 ‘행위’ 혹은 ‘행동’이란 어떤 것인가. Schechner(2013)는 퍼

포먼스를 이루고 있는 행위들은 ‘복원된 행위(restored behavior)’ 혹은

‘이차적 행위(twice-behaved behavior)’라고 하였다. ‘복원된 행위’란 ‘처

음으로 행해지지 않은 육체적, 언어적, 가상적 행위’로서 ‘미리 준비되거나

사전에 행해진’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들은 영화에 비유하자면 ‘필름 조

각(a strip of film)’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퍼포먼스는 ‘복원된 행위’들의

조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복원되고 재현된 행위들을 통해 퍼포먼스

를 행함에도 그 원천이 무엇인지는 불명확하고 원천 자체를 알고 있을 필

요는 없는 행위들이다. 드라마든, 영화든, 연극이든, 심지어 무용이나 어떤

퍼포먼스 장르에서도 행해지는 행위는 특정 사람에 의해서든 일반적으로

든 이미 행해진 행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Taylor(2002)는 퍼포먼스는

반복적인 신체적 행위(reiterated corporal behaviors)‘로 관례와 관습의

시스템 내에서 반복되고, 재행(再行)되고(re-acted), 재현되고, 재생된다고

하였다.

퍼포먼스의 행위들이 복원되고 반복된 행위들임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창의성을 얻는 이유는 그 행위들이 아무리 수없이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종의 다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상적인 행위나 행동, 혹은

이전에 수행되었던 행위나 행동을 반복하더라고 끊임없는 변형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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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무리 반복된 행위들이라도 분위기의 뉘앙스, 목소리의 톤, 바디 랭

귀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그 행위나 행동이 벌어지는 맥락이 달라

지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 Carlson은 이전의 행위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세한 차이만으로 퍼포먼스의 독자성을 이

룰 수 있는 한편,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사람의 의식(意識)이 또한 그 차이

에 일조한다고 하였다. 수행자의 의식적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Bial & Brady, 2016).

퍼포먼스가 본질적으로 관례적 관습적 행위에 대한 복원이자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성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것이 벌어지는 맥

락에 있다. 반대로, 퍼포먼스가 더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

게 맥락을 조성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어떻게 프레이밍

(framing)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는 퍼포먼스가 행해지는 목적과 관련이 있

다.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 행해지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와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연극, 영화, 무용에 활용되면 예술적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일상생활의 에티켓이나 규칙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다. 결국 수행하는 사람이 복원된 행위들을 어떻게 분리하여 표시하고 표

현하는가에 따라 변형되어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퍼포먼스의 중요한 요소 중 또 다른 하나는 관객(spectator)의 존재와 역

할이다. 소설의 독자가 존재하고 드라마의 시청자가 존재하듯 퍼포먼스에

도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관객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만, 퍼포먼스

가 그 의미를 증폭하기 위해서 소극적 의미의 관객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관객을 상정한다. Taylor(2002)는 그 의미에서 퍼포먼스의 관객을

“Spect-Actor”라 지칭하였다. 그는 함께 행동하고, 끼어들고, 심지어 역

할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관객을 그렇게 명명하였다. Fischer-Lichte

(2017)는 관객이 박수를 치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비난의 언사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퍼포먼스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수행자와 역할을 바꾸는 것

을 통해 극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역할 바꾸기’

가 퍼포먼스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끊임없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자동형

성적 피드백 고리’라고 지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생성성은 수행자

혹은 어느 개인의 독단으로 계획되고 조정되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퍼

포먼스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촛불집회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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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타기, 아이스버킷 챌린지, Black Lives Matter의 경찰관들의 무릎 꿇기

와 같은 퍼포먼스가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은 참여자의 자동적이고

자발적인 역할 수행으로 인한 것이다. 강렬한 퍼포먼스는 관객을 행동하게

만들고 그 행동에 반응해 줄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Schechner(2013)는 퍼포먼스를 ‘make-believe’와 ‘make-belief’로 나누

었다. make-believe 퍼포먼스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관객을 ‘믿

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말한다면, make-belief 퍼포먼스는 행위 자체가

어떤 ‘믿음을 만드는’ 퍼포먼스이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아빠, 엄마 역할을 한다면 이는 make-believe 퍼포먼스로서 아이

들은 아빠, 엄마인 것처럼 흉내 내는 것으로 엄마, 아빠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일 뿐, 자신이나 소꿉장난을 바라보는 사람들 누구도 그들이 아

빠,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반면,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주장을 위

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며 대중을 설득한다고 한다면 그 퍼포먼스

는 그의 주장을 ‘믿게 만드는’ 행동이다. 이러한 구분이 흥미로운 지점은

make-believe가 퍼포먼스와 현실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make-belief는 그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리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make-belief 퍼포먼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무대에서 벗어나 일상

으로 파고들 수 있다. 정치적인 제스처, 상업적인 캠페인은 물론이고 코미

디언의 유행어나 동작, 개인적으로 느끼는 징크스 같은 행동들 모두 같은

연장선상에서 make-belief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다. make-belief 퍼포

먼스는 심리적 프레이밍 효과처럼 설득의 수단으로서 퍼포먼스로 작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 퍼포먼스를 개념적으로 이해해 보았다면, 퍼포먼스의 구조적 미

적 특성을 알아보아야 하겠다. Fischer-Lichte(2017)는 예술적 퍼포먼스

의 미학적 특성을 도출하였는데, 그 첫째가 ‘육체성’이다. 그는 퍼포먼스

예술이 예술가가 자신의 몸을 통해 의미를 창출하는 행위 예술이라는 점

에서 육체의 미학을 강조하였다. 퍼포먼스는 결국 체현이므로 육체의 물질

성이 그 핵심에 놓인다. 또한 그 움직임과 움직임에 의한 자극(=감각적 특

성)이 퍼포먼스의 미학임을 강조하였다. 수행성(performativity)의 미학은

현존(現存)의 미학이지 현존 효과의 미학이 아니며, ‘출현의 미학’이지 ‘허

상의 미학’이 아니라고 하였다. 수행성 즉, 퍼포먼스의 미학의 핵심은 수

행하고 있는 현재의 육체와 육체의 현존, 육체의 감각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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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공간성’은 수행적 공간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그는 퍼포먼스의 행

위자와 관객의 움직임과 지각을 통해 공간성이 생성되며,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퍼포먼스의 공간은 작품의 성격이 아니

라 사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만큼, 수행자와 관객 간에 일어나고 벌어지

고 생성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가변적인 공간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육체성을 위해 현존이 필요한 것처럼 공간성을 위해 ‘분위기’가 중요

하다고 하였다. 공간과 사물이 발산하는 분위기가 주체에 흘러들고, 그것

에 휩싸이고 둘러싸이며 그 속에 빠져든다. 퍼포먼스의 주체들과 역동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퍼포먼스의 공간이다. 그리고 셋째, ‘시간성’이 있

다. 그는 퍼포먼스의 육체성 혹은 물질성은 시간에 따라 드러났다가 사라

지는 부유하는 시간으로 규정한다. 또한 자동형성적인 피드백 고리는 리듬

의 변화, 변주, 교차 등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퍼

포먼스의 움직임이 리듬을 만들고, 수행자와 관객의 관계적 주고받음 또한

리듬을 만든다는 것이다. 퍼포먼스의 미학을 이루는 본질은 퍼포먼스를 행

하는 감각적 육체의 현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공간, 부유하는 시간에 있

다.

육체성, 공간성, 시간성이 퍼포먼스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적인 측면에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개념적 특성도 제시하였다. 창발성, 대립성, 역

치성이 그것이다. 첫째, 창발성은 퍼포먼스의 순간성, 즉 순간적으로 나타

나고 사라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순간성으로 인해 예측 가능한 행위의 논

리나 심리적 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희박한 인과적 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형성된 관계에서 관객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은 퍼포먼스가 일으키는 현상의 강도와 편차라고 하였다. 관객은 놀랄 준

비가 되어있고 이 놀라움이 자동형성성, 나아가 창발성의 원리로 작용한

다. 그 과정에서 두 번째 특성인 대립성이 무너지거나 반대로 융합한다.

미학적인 것과 비미학적인 것 혹은 그렇게 기대한 것들 사이의 개념쌍들

이 드러나고 서로 충돌하거나 무너지고 융합한다. 재행되는 퍼포먼스의 행

위들에서 우리가 기대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맥락 속에서 그 기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한다. 이러한 대립성의 붕괴가 새로운 미학

적 체험이 된다는 것이다. 자동형성적인 창발성과 대립성의 붕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험은 역치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 역치성이다. 퍼포

먼스의 강렬한 경험을 통해 주체와 객체, 수행자와 관객 사이에 서로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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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는 돌발적인 경험이 어떤 한계를 넘는다. 퍼포먼스가 관객의 경험적

한계를 초과할 때 미학적 경험은 극에 달하고 카타르시스를 부여할 수 있

다.

Fischer-Lichte의 이러한 관점은 물론 진지하고 엄밀한 예술로서의 퍼포

먼스를 주시하고 해석한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일상의 퍼포먼스와 대비

하여서는 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일상의 퍼

포먼스가 미학적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중요한 인식적 방향성

으로 보인다.

5.2 인터랙션 퍼포먼스

5.2.1 퍼포먼스로서 인터랙션 : 매크로-마이크로 퍼포먼스

인터랙션은 행위(action)와 반응(reaction)의 조합이다. 즉, 인간과 시스템

사이에 필요한 정보를 행위를 통해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 교환의

과정은 의도한 정보가 틀림없이 상대에게 전달될 것인지 혹은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인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인터랙션 조형의 측면에서는 이

과정의 주고받는 행위를 어떻게 표현적으로 드러내는지가 초점이 된다. 이

러한 행위 교환의 표현적 역동성은 퍼포먼스 미학의 관점에서 인터랙션

조형을 조망하는 단초가 된다.

인터랙션, 즉 기술을 통한 행위 교환이 일상화된 것은 Dourish(2001)가

예견했듯 기술의 발전과 편재, 그로 인해 체화된(embodied) 인터랙션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적 행동과 루

틴이 자신을 표현하거나 혹은 자신이 표현되는 넓은 의미의 퍼포먼스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체화된 인터랙션은 일상적으로 표현하

거나 표현하게 한다. 일상의 의미가 퍼포먼스에 의해 짜내어지는

(squeezed out) 것이자29)(Jacucci, 2015), 인터랙션의 퍼포먼스적 표현이

인간의 심미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Dewey의 관점에서 ‘경험은

표현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며, Turner의 관점에서 경험은

‘연관된 감정이 재생되지 않으면 비활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Macaulay

등(2006)은 이러한 표현적 역동성으로 인해 인터랙션 매체는 제시적

(presentational), 묘사적(representational)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

29) Turner(1982)를 Jacucci(201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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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tial)이라고 하였다. Jacucci(2015)는 인터랙션의 퍼포먼스적 표

현이 우리의 경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역설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인

터랙션의 표현적 역동성과 경험적 영향을 퍼포먼스적 심미성의 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터랙션의 심미성이 가지는 퍼포먼스와의 연관성에 관한 지난 연구를 되

짚어 보기 위해서는 퍼포먼스를 이해하는 개념적인 범위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연극 공연을 관람한다고 했을 때 우

리는 연극 한 편 전체를 하나의 퍼포먼스라 부를 수 있거나, 혹은 그 연극

에서 열연한 한 배우의 연기를 퍼포먼스라 부를 수도 있다. 이는 한 편의

연극이 가지는 총체성, 즉 대본, 무대, 장치, 배우, 나아가 관객을 아우르

는 종합적 재현으로서의 퍼포먼스를 이르거나, 혹은 그 개별성, 즉 하나의

대본을 구현하는 연출과 배우의 표현적 능력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모두 가

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자를 광의의 퍼포먼스 혹은 매크로 퍼포

먼스라 한다면 후자를 협의의 퍼포먼스 혹은 마이크로 퍼포먼스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이전 연구에서 인터랙션을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 시도들은

우선, 광의의 퍼포먼스 개념으로 접근하여 해석한 시도들이 주를 이룬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인터랙션 조형의 관점에서 Laurel(2014)의 ‘컴퓨터는

극장’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인터랙션의 드라마적 성격(dramaturgy)을

퍼포먼스적 미학과 연계한다(Benford & Giannachi(2012), Spence 등

(2013), Jacucci(2015)). 또한, 다른 일련의 연구자들은 인터랙션의 드라마

적 성격에서 내러티브적 특성을 퍼포먼스적 미학과 연계한다(Iacucci 등

(2002), Jacucci 등(2005), Jacucci(2015)). 인터랙션이 연속적인 이벤트로

이루어지고 절차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적이라는 점은 이전

장에서 이미 논의된 바가 있다. 이 연구자들이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적 특

성, 혹은 넓게는, 드라마적 특성을 퍼포먼스의 심미성으로서 주목한 것은

인터랙션을 거시적이고 맥락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개별

이벤트로서의 마이크로 인터랙션이 아닌 하나의 연출된 장면과 같은 종합

적이고 통시적인 구성으로 인터랙션을 해석하려 한 것이다. 연극의 비유를

연장하자면, 인터랙션을 연속적인 이벤트[=대본]를 특정한 시간과 공간적

맥락[=무대]에서 사용자와 시스템이 행위를 주고받는 것[=연기]으로 해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터랙션의 퍼포먼스적 특성을 Pfister(19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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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turgy(Jacucci, 2015)’, Goffman(1974)의 ‘dramaturgical

analysis(Spence 등, 2013)’에 기반하여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인터랙션

을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드라마로 보고 그와 같은 경험적 통로를 통

해 우리에게 퍼포먼스의 경험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인터랙션의 퍼포먼스가 드라마적이므로 이를 연

기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더 집중한다는 점이다. Jacucci 등(2005)은

Turner(1982)가 인류학적 관점에서 퍼포먼스를 설명한 것에 주목했다.

즉, 인간의 일상적 행동 양식이 일종의 퍼포먼스이자 미학적 경험으로 이

어지려면 그들을 어떤 행동 양식으로 이끄는가, 혹은 그들의 현재 행동 양

식에서 어떤 경험을 인터랙션으로 표현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된다.

Iacucci 등(2002)이나 Kuutti 등(2002)은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랙션 디자

인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참여적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

이나 바디스토밍(body-storming)과 같은 창발적 인터랙션 디자인 방법에

서부터, 나아가 사용성 평가 혹은 사용자 테스트 방법조차도 일종의 스크

립트 혹은 사전에 계획된 설정 하에 참여자가 어떤 행동을 수행하도록 한

다는 점에서 드라마적 퍼포먼스를 응용한 인터랙션 디자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라마적인 퍼포먼스 관점에서 보자면 퍼포먼스는 주인공인 연기자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관중(spectator)의 역할

에 주목하기도 했다(Reeves 등(2005), Dalsgaard 등(2008), Spence 등

(2013), Jacucci(2015)). 이전 절에서 ‘Spec-Actor’라는 용어로 퍼포먼스

가 관객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듯, 총체적인 인터랙션의 퍼포먼스

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 것이다. 그 중 Reeves 등

(2005)은 인터랙션에서 관중의 역할에 따라 인터랙션을 내밀한(secretive),

표현적(expressive), 마술적(magical), 긴장감 넘치는(suspenseful)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인터랙션에 직간접적으로 수행되는 행위를 ‘조

작(manipulation)’으로, 조작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효과(effects)’로 정

의하고, 조작과 효과가 관중에게 숨겨지는지 드러나고 확장되는지의 정도

에 따라 인터랙션 미디어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4종류의 인터랙션을 분류

해냈다. 내밀한 인터랙션은 인터랙션의 과정이 자신이 직접 행하는 순서가

되기 전까지 숨겨지는 인터랙션으로 사진 부스를 연상할 수 있다. 정반대

로 표현적 인터랙션은 조작과 효과가 행위자와 관중에게 모두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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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을 지칭하고 Dance Dance Revolution 같은 아케이드 게임을

연상할 수 있다. 마술적 인터랙션은 관중의 입장에서 조작은 전혀 드러나

지 않지만 효과만 볼 수 있는 종류를 말하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인터랙션을 예로 들 수 있다. 긴장감 넘치는 인터랙션은 반대로 조작

은 드러나지만 그 효과는 알 수 없는 인터랙션으로 HMD의 인터랙션 같은

것이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연구자들은 인터랙션이 어떻게 관중들에 의

해 보여지는가, 인터랙션에서 퍼포먼스를 하는-조작하는- 사용자가 관중

[의 존재]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나아가 사용자와 관중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따라 인터랙션의 퍼포먼스가 면밀하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Reeves 등(2005)은 이를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이

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궤적에서 Dalsgaard 등(2008)은 ‘사용자=수행자’ 관점을 확장하여

수행 인지(performing perception)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인터랙션을 수

행하는 동안의 사용자의 인지가 상호작용 행위(act of interacting), 인지

행위(act of perceiving), 수행 행위(act of performing)를 통해 종합적

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관중의 영향이 중요함을 감지

하고, 인터랙션 수행의 과정에서 실제적인 관중은 잠재적인 관중으로 참여

적 역할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장들

에서 사용자와 관중의 관계가 새롭게 부각되고(Spence 등, 2013), 심지어

참여자(=관중)에 의해 인터랙션 경험이 추동될 수 있음(Jacucci, 2015)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의에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터랙션의 퍼포먼스를 조망한 이러

한 접근은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첫째, 인터랙션 과정에서 사용

자의 수행을 퍼포먼스와 등치함으로서 인터랙션의 매체가 퍼포먼스에서

가지는 역할을 축소 혹은 도외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극장’의 비유를 차

용한 개념적 접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터랙션의 주체 혹은 퍼포먼스의

주체를 사용자로 한정하고 인터랙션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양상이나 시

공간적 컨텍스트를 사용자의 퍼포먼스를 보조하는 무대 혹은 소품으로 인

식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인식적 태도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사

고에서 출발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반적 가치가 있다

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미적 경험을 자극하는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구성하

는 매체적 세부와 관계성을 희석해 버릴 수 있다. 둘째, 이 접근들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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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심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사용자를 세분하여 수행자와 관중으로 나누

고 수행자로서 사용자가 벌이는 퍼포먼스에 대한 관중의 영향으로 디자인

적 시야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 역시 퍼포먼스를 관여한 수행자와 관중의 행위에 집중함으로서 인터

랙션 ‘매체’의 심미적 특성을 제외해 버린다. 더구나 인터랙션 매체를 소

품화하여 사용자를 수행자와 관중의 역할에 한정하는데, 행위가 교환되고

정보가 표현되는 인터랙션의 상황에서 인터랙션의 매체가 오히려 행위와

정보를 표현하는 수행자의 위치가 되고 사용자가 관중의 위치가 될 수 있

음을 간과한 것이다. <그림 44>

그림 44 인터랙션 매체를 주변화하는 관점

퍼포먼스는 본질적으로 수행자와 관중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개념

이므로, 인터랙션의 퍼포먼스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랙션의 매체와

사용자, 관중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 인식 또

한 이러한 관계에서 인터랙션 혹은 인터랙션의 매체를 주변화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극이라는 퍼포먼스의 공연자만을

수행자로 보고 무대와 소품을 부수적인 장치로 보듯, 사용자만을 퍼포먼스

의 주체로 보고 인터랙션의 매체를 부수적인 장치로 본 것이다. 반면, 인

터랙션의 “매체”를 퍼포먼스의 주체 중 하나로 위치시키면, 적어도 사용자

와 관중만을 퍼포먼스의 주체로 보는 것으로 인해 주변화되었던 인터랙션

의 퍼포먼스적인 속성과 작용을 면밀한 시야 안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인터랙션 혹은 인터랙션 매체 자체를 퍼포먼스의 주체로 편입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 인터랙션이 본질적으로 행위의 교환이자

정보의 교환이라는 점을 주목하면 인터랙션을 행하는 사용자의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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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이 대상에게 행위를 가하고 정보를 공

급하는 것만이 아닌 그로부터 행위를 받고 정보를 공급받는다. 이 대상이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말이다. 인터랙션 매체의 지능화 혹은 인

격화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행위와 정보 교환의 상대를 인터랙션의 주

체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한 인식적 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 이렇게

인식했을 때 인터랙션의 퍼포먼스적 상황을 다르게 구조화할 수 있게 된

다. <그림 45>

그림 45 인터랙션 매체을 주체화하는 관점

이 구조화에서 사용자와 인터랙션의 매체는 모두 인터랙션의 주체이다. 퍼

포먼스는 이 주체들이 벌이는 일련의 행위 교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두

주체는 서로에게 서로를 표현하고, 그 표현의 총체가 하나의 퍼포먼스가

된다. 인터랙션의 매체를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주체에 포함하더라도 인터

랙션의 드라마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인터랙션 퍼

포먼스를 사용자의 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극에서 연기를 주

고받듯 사용자와 인터랙션의 매체가 행위를 주고받으며 만드는 것으로 보

게 한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퍼포먼스의 주체로서 인터랙션의 매체가 가

지는 표현적 특성에 더 집중하도록 한다. 인터랙션의 매체가 어떤 표현적

행위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미감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숙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랙션의 매체가 비로소 표현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인터랙션의 ‘관중’ 개념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인터랙션 매체가 주체가 되면, 사용자는 수행자의 위치이면서 동시에 관중

의 위치가 된다. 사용자는 인터랙션의 매체가 벌이는 행위를 ‘관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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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이 관람 이후에 사용자는 행동에 돌입하고 다시 수행자가

된다. 매체는 그 반대가 된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 이렇게 두 주체가

서로 수행자와 관중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바꾼다는 인식은 Taylor(2002)

가 퍼포먼스에서 적극적인 관중의 역할을 ‘Spect-Actor’라 규정한 것에

부합한다. 즉,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 사용자의 역할이 수행자와 관중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Fischer-Lichte(2017)가 퍼포

먼스의 역동성을 수행자와 관객의 ‘역할 바꾸기’에서 찾고 이러한 ‘자동형

성적 피드백 고리’가 퍼포먼스를 이루는 기반이라는 논리를 더 잘 설명한

다. 인터랙션이 사용자에게 심미적으로 상승된 경험을 주는 데는 두 주체

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주체 외부의

‘관중’을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과정에서 설명하는 데에도 모순적이지 않

다. 인터랙션이 목표하는 핵심적인 사용자와 사용자 주변의 관조적 사용자

로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Dalsgaard 등(2008), Jacucci(2015)의

주장처럼 관조적 사용자의 존재가 핵심적인 사용자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

을 미칠 뿐이다.

이러한 구조적 인식은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성격적 특성을 제시하기도 한

다.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호두까기 인형>의 퍼포먼스보다는 <Rhythm

O>의 퍼포먼스에 가깝다. 인터랙션 매체와 사용자가 격리되어 어느 한쪽

만이 수동적으로 퍼포먼스의 관람자가 되는 형태가 아니라, 두 주체[와 외

부 관람자]가 퍼포먼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퍼포먼스인 점을 강

화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 인식적 관점을 통해 인터랙션 혹은 인터랙

션의 매체를 주변화, 소품화한 관점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체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부각하고 인터랙션의 상호적 역동성을 인식할 수 있기도

하다.

인터랙션을 퍼포먼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연극에서 배우의 연기, 무대

의 장치, 관객의 반응을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중요한 것과 같이 혹은 무용

공연에서 무용수들의 움직임, 무대의 장치를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중요한

것과 같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전개하는가 혹은 인터랙션의 요소들을 어떻

게 배치하는가가 인터랙션의 심미적 경험을 좌우하게 된다. Reeves 등

(2005), Benford 등(2012)은 이를 ‘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이라

하여 인터랙션의 요소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직하는지에 따라 인터랙

션의 경험이 좌우된다고 하였다. Jacucci(2004)는 인터랙션 매체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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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물(physical artifact)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인터랙션을 조직

(staging)하고 교환되는 행동을 인터랙션 퍼포먼스로 탈바꿈할

(transforming)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다만, Iacucci와

Kuutti(2002), Spence 등(2013)이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차용한 공연으로

서 퍼포먼스의 특성인 ‘현장성(situatedness)’ 혹은 즉흥성 또한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것은 사용

자의 입장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석한 것

이고, 인터랙션 매체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측되고 계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즉흥성을 포함하여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행위의 교환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맥락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따

라 표현되고 심미적 경험을 차별화하게 된다.

한편, 인터랙션이 행위와 반응(=대응하는 행위)의 교환이므로 인터랙션 퍼

포먼스의 오케스트레이션의 핵심은 인터랙션 주체들의 행위들이다. 인터랙

션의 총체적인 맥락을 모두 포함한 것을 광의의 퍼포먼스, 즉 매크로 퍼포

먼스라고 한다면, 인터랙션 주체들의 행위는 협의의 퍼포먼스, 즉 마이크

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다. 연극 혹은 무용 공연 전체를 퍼포먼스라 부

르기도 하고 개별적인 배우나 무용수의 수행을 퍼포먼스라 부르기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구분이라 하겠다. 후자의 퍼포먼스에서는 배우와 무용수

의 수행이 관심의 초점인 것처럼 인터랙션의 마이크로 퍼포먼스의 관심은

인터랙션 주체들의 행위들이다.

연극에서 배우의 연기가 연극의 설득력과 감동을 더하듯 인터랙션 퍼포먼

스에서 행위의 양태는 인터랙션의 심미적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Laurel이 HCI를 극장에 비유할 때 인터랙션을 ‘연기(enactment)’에 대응

시킨 것과 같이, 인터랙션 과정에서 행위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동작일

뿐 아니라 인터랙션의 주체들의 표현이자 심미적 경험이기도 하다. 인터랙

션 퍼포먼스에서 교환되는 행위들은 환경과 맥락에서 조합되어 심미적인

표현의 행위들이 되는 것이다.

퍼포먼스의 이론에 빗대어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행위를 살펴보면 시사한

바가 있다. 퍼포먼스 이론에서와 같이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행위 또한 ‘복

원된 행위(restored behavior)’ 혹은 ‘이차적 행위(twice-behaved

behavior)’라 볼 수 있다. 인터랙션의 행위들은 기억된 혹은 기존의 행위

들을 차용, 확장, 변형한 행위들이다. 이 행위들은 우리의 경험과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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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제시되고 경험과 기억의 경로를 통해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경

험으로 재창조된다. 따라서 생활 속의 제스처, 소리와 같은 감각적 경험은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재료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터랙션의 행위들은

기능적 수행으로 대표됨과 동시에 경험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믿게 만드는(make-believe)’ 새로운 행위로 표현되고 결국 ‘믿음을 만드

는(make-belief)’ 것으로 독자적인 인터랙션 행위가 된다.

MacOS의 ‘지니 효과(genie effect)’는 최소화 버튼을 누르면 창은 아래쪽

이 잘록해지면서 독(dock)으로 줄어들며 사라지는 퍼포먼스를 사용한다.

이 단순한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표현은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트랜지션의 매우 짧은 시간의 틈을 시각적 탄력과 리듬으로 채운다. 시각

적 즐거움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 마이크로 인터랙션은 ‘램프의 요정’이

램프 안으로 사라지고 언제든 다시 불려 나오는 형태적 메타포를 활용하

고 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동화 속 이벤트를 차용하여 연상할 수 있

는 행위를 인터랙션의 표현에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재현된 행위는 시각

적인 역동성을 확장하는 것 이상의 내포적 의미를 동반한다. ‘램프의 요

정’이 독으로 빨려 들어가 기다리고 있으며 언제든 램프를 문지르면 다시

거대한 모습으로 다시 나올 것을 아는 것처럼, 작업 중인 파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다시 불려나올 수 있음을 ‘믿게 만들고’ 있는 것이

다. 계속 이 퍼포먼스를 ‘관람’하게 되고 그 행위의 기능과 의미에 익숙해

지고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 되면 그것이 사라진

상황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고 혼란스러워 하게 된다. 결국 ‘믿음을 만

들’게 되는 것이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 행위적 표현은 이러한 미적 메

커니즘을 강화함으로서, 인터랙션의 기능적 수행성을 넘어 심미적 경험을

창출한다.

5.2.2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구성

광의-협의 혹은 매크로-마이크로의 구분을 통해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특

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려 했다면, 이제는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해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형성하는 행위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

다. 퍼포먼스의 본질적 ‘육체성’은 움직이는 개체의 존재와 그 역동성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인터랙션의 퍼포먼스는 인터랙션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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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됨으로서 역동적으로 미감을 표현한다. 인터랙션

은 구성하는 주체들이 교환하는 행위이고 행위는 움직임을 동반한다.

Reeves 등(2005)은 이 교환의 움직임 각각을 ‘조작(manipulation)’과 ‘효

과(effect)’로 구분하였다. ‘조작’은 인터랙션에서 사용자의 행위를 지시한

다. 물리적 컨트롤(버튼, 마우스, 조이스틱 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행위

와 제스처, 음성을 포함한 직접적인 조작 행위뿐만 아니라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행위 이전/이후에 만들어지는 주변적인 움직임과 마무리 동작

(follow-through)까지를 포함한 움직임을 말한다. 반면 ‘효과’는 ‘조작’의

결과로 매체가 보이는 이미지, 그래픽, 사운드, 물리적 작동 등을 통해 만

드는 움직임을 말한다. Reeves 등이 개념을 나누어 설정하면서 강조하였

듯 이 움직임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다. 인터랙션 퍼포먼스가 심미적 경

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움직임에 표현적인 가치가 더해진다. ‘키네틱

아트’에서 사용되듯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움직임을 ‘키네틱스(kinetics)’라

지칭하는 데에는 이 움직임이 포함하는 표현적 심미성 때문이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행위의 움직임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

터랙션 퍼포먼스의 공간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공

간일 뿐 아니라, 퍼포먼스가 만들어 내는 창조적 공간이다. Dalsgaard와

Hansen(2008)는 공공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터랙션에 있어서 공간은 퍼

포머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고 경험되는 공

간이라고 생각하였고, Benford 등(2012) 또한 혼합 현실(Mixed-Reality)

인터랙션이 펼쳐지는 도시의 공간 자체가 허구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하였다. Jacucci(2015)는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공간은 물리적인 위치, 세

팅, 장소가 그 자체로만 해석되는 공간을 넘어서 그것들을 원천으로 만들

어지는 ‘가공의(fictional)’ 공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퍼포먼

스를 프레이밍(framing)하기 위해 공간 내에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고려해

야 하고, 결과적으로 인터랙션 퍼포먼스가 어떤 상상의 공간을 생성해 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공간적 미감은 이러한

‘가상성’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가상성’이 공간적 상상력을 인식적인 한계

의 차원에서 지시하는 성질이라면, 인터랙션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위치,

세팅, 장소의 공간적 ‘맥락성’은 인식적인 의미와 상징의 차원에서 공간적

미감을 보족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의 인터랙션을 표현할 때,

그 행위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큰 의미를 지니지 않더라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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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그 행위를 접목하는지에 따라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공간적

맥락은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공간이 가지는 중요한 성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행위를 교환하는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적일

수밖에 없다. Jacucci(2004, 2015), Jacucci 등(2005)은 인터랙션 퍼포먼

스에서의 시간성(temporality)을 강조하였다. 이 시간성은 두 갈래로 조망

할 수 있다. 인터랙션이 단계적으로 행위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과정적 특성으로서의 시간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인터랙션 퍼포먼

스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인터랙션의 심미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적 시간성은 디자인 연구자들이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인식하면서 강조했던 인터랙션의 드라마적 성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 주체들의 행위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인터랙션 퍼포먼스

의 전개와 결과적 미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랙션의 내러

티브적 심미성과도 교차되는 지점이다. 다른 한 갈래로 인터랙션 행위가

가지는 외형적 시간성들이 인터랙션 퍼포먼스에 발현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속도감같이 개별 행위가

표현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시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Fischer-Lichte

(2017)가 말했듯,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시간적 미감은 그 순간의 창발에서

발현된다. 연속적인 이벤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쳐지면서 시간의 장단

에 따라 얻어지는 움직임의 시간성과 동시에, 어떤 시간의 단면에 존재하

고 사라지는 퍼포먼스의 순간성이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이 창발적 경험이

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시간의 요소도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요

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역동적 심미성은 또한 감각적 특성과 깊이 관련된다.

키네틱스가 만들어내는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육체성이 관조적인 현상으로

서의 미감을 창출한다면 인터랙션 객체의 감각적 속성들은 존재하는 인터

랙션으로서의 육체성 자체이다. 인터랙션 미디어의 다감각적 특성이 인터

랙션 퍼포먼스의 육체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퍼포머인 사용자의 측면에

서 보면 행위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의 특성상 운동감각적

(kinesthetic)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행위의 동적인 특성에 기인

한 것인데,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드물게는 후각, 미

각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감각적 통로를 통해 상호적인 행위 교환이 이루어



- 112 -

진다. 다감각적(multi-sensory) 특성은 인터랙션의 ‘감각적인 실제에 대한

경험(Spence 등, 2013)’을 강화하는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심미적 특성이

다. 이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인간의 감각적 능력과 경험에 관련된 것이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주체로서 매체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감각을 공여

하는 매체적 특성들을 상정할 수 있다. 매체의 어떤 특성이 목표로 하는

감각적 발현에 어떻게 종사함으로써 감각적 경험을 만들어 내는가의 문제

인 것이다. Jacucci(2004)의 주장과 같이 인터랙션 퍼포먼스에 활용되는

매체의 재료성(materiality)은 매체의 감각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센서빌리아(sensibilia)’는 대상으로서 인터랙션 매체

의 감각적 특성, 즉 인간을 감각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매체적 특성을 가

리킨다.

위와 같이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키네틱스, 공간-시간, 센

서빌리아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요소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여 제시하고

관련 사례들을 통해 이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5.3 키네틱스(kinetics)

인터랙션이 표현하는 움직임은 퍼포먼스적 심미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

소 중 하나이다. 인터랙션의 두 주체 중 사용자의 측면에서의 동작, 제스

처, 팔로스루 등의 움직임이나 매체의 측면에서의 정보 표현, 피드백 반

응, 트랜지션 등의 움직임과 같이 인터랙션의 과정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움직임의 효과를 통해 인간은 다양한 감성을 느끼고

미적인 만족감을 얻는다.

한편, 아름다운 움직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미묘한 작업이다. 아

름다운 움직임을 다루는 것이 핵심인 무용의 안무를 생각해 보더라도, 제

한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순간적이고 연속적인 동작들의 리듬과 조화를 통

해 관객은 슬픔과 기쁨, 흥분과 해탈을 느낀다. 아름다운 무용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일은 정형화된 공정의 차원을 넘어 미묘하고 섬세한 표현의

과정이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무용과 같이 인터랙션 또한

움직임을 통해 심미적 경험을 전달하며, 섬세하고 미묘한 조형 과정을 요

구한다. 이렇듯 단지 물리적 움직임이 아닌 심미적 감성을 입힌 인터랙션

움직임의 총체가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키네틱스(kinetics)’이다. 우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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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랙션 키네틱스의 심미성과 관련하여 어떤 지점들이 모색되어져 왔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그것이 어떤 세부적인 속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도출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인터랙션의 미학적 접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일군의 인터랙션 디자인 연구자들은 듀이(Dewey)의 경험주의 미학

과 슈스터만(Shusterman)의 실용주의 미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

도하였다. 그들은 인터랙션의 시간적·공간적 맥락과 신체적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고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을 총체적(holistic)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 중 다수의 연구자들과 디자이너들은 인터랙션의 미적인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일련의 개념과 사례들을 개발하였다.(Hummels

등(2007), Djajadiningrat 등(2007), Parkes 등(2008), Fogtmann 등

(2008), Alaoui 등(2011, 2012), Hummels 등(2011), Loke 등(2013) 등).

특징적으로, 그들 중에는 인터랙션의 미적인 움직임을 무용에서 차용하여

분석한 이들이 많았는데, Ross와 Wensveen(2010)이 인터랙션의 질적 프

레임웍(Interaction Quality Framework)으로 에포트(Effort), 몸(Body),

형질(Shape Quality), 주도권(Initiative), 역동적 전개(Dynamic

Development)를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Laban(

1879-1958)의 LMA(Laban’s Movement Analysis)에서 상당 부분을 참

고하거나 차용하고 있다.

Laban은 무용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 몸(Body), 에포트(Effort), 공간

(Space), 형태(Shape)의 4가지 범주들을 제시하였다. 몸(Body)은 움직임

을 만드는 주체를 의미한다. 주체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

임을 만드는데, 그 의도를 에포트(Effort)라고 하였다. 공간은 몸이 움직이

는 물리적인 공간을, 형태는 모든 요소가 융합하여 표현되는 상태를 의미

한다. 그 중 에포트는 다시 흐름(Flow), 무게(Weight), 시간, 공간 인자로

구성된다. 흐름은 움직임의 자유도와 관련되어 자유로운 움직임인지 통제

된 움직임인지로 나누었다(Free-Bound). 무게는 몸과 중력의 관계에 의

한 움직임, 즉 힘과 무게와 관련된다(Strong-Light). 시간은 움직이는 과

정에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빨리지는 시간, 느려지는 시간으

로 나뉘며 이것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정한 빠르기, 즉 속도와는 다른 개

념이다(Sudden-Sustained). 공간은 움직임의 목표지점에 집중하여 움직

이는 직접적인 공간과, 산만한 채 움직이는 간접적인 공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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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ndirect)(Shin & Kim, 2010). 이 중 에포트와 하위 요소들은 만

들어지는 움직임의 의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인터랙션의 움직임을 구성

하는 속성 요소들을 탐색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은 인터랙션 움직임의 속성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2장의 표2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특히 키네틱

스와 직접 연관된 속성 요소들을 다시 살펴보자. 인터랙션 디자인의 표현

적인 움직임 속성을 분석한 Vaughan(1997)은 움직임의 시각적 특징을 움

직임이 생성하는 경로(Path), 영역(Area), 방향(Direction), 속도(Speed)와

템포(Tempo)로 분류하였으며, Bacigalupi(1998)는 움직임의 특성을 리듬

(Rhythm), 템포(Tempo), 시퀀스(Sequence), 방향(Direction)으로 분류하

여 제시하였다. Heller(2008)는 인터랙션 조형으로 미학적 전환을 위해 초

점을 맞추어야 하는 요소들 중 하나로 흐름(flow)을 제시하였다. Wright

등(2008)은 인터랙션 조형을 그물망에 비유하며 4개의 실(thread)을 제시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시공간적 실(Spatio-Temporal Thread)였다.

Lowgren(2009)은 미적인 인터랙션이 가지는 일련의 속성을 도출했는데

그 중 리듬이 포함되었다. Lim 등(2007, 2009)은 미적 인터랙션의 총체성

을 인터랙션 게슈탈트(interaction gestalt)로 정의하면서 여러 속성들을

제시하였는데, 페이스(pace), 속도(speed), 시간-깊이(time-depth), 범위

(range), 응답속도(response speed) 등의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인터랙션

의 미학을 고려하는 Lundgren(2011)은 30가지 속성을 미학적 인터랙션의

평가 기준으로 정리면서 반응시간(Response time), 시간 요소(Temporal

aspect) 등을 포함하였다. Diefenbach 등(2013)은 인터랙션 어휘

(Interaction Vocabulary)를 개발하여 일련의 형용사 쌍으로 인터랙션의

속성을 표현하려고 하였는데, 그 중에는 느린-빠른(slow-fast), 단계적인-

연속적인(stepwise-fluent), 즉각적인-늘어진(instant-delayed), 공간적 단

절 – 공간적 근접(spatial separation-spatial proximity), 대략적인-세밀

한(approximate-precise), 부드러운-강한(gentle-powerful)과 같이 인터

랙션의 움직임 특성을 표현하는 것들을 포함하였다. Lenz(2014)는 19개의

인터랙션 미학 연구에서 도출된 인터랙션의 속성을 분류하여 인터랙션 미

학을 be-level과 do-level로 나누어 세부 속성들을 종합하였는데, 이 중

do-level을 구성하는 속성 중 움직임과 관련하여 시간(Temporal), 공간

(Spatial), 힘(force) 등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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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 결과들에서 도출된 속성 인자들을 <표 4>에서와 같이 유사성에

의해 분류하면, 결과적으로 흐름, 힘/무게, 시간, 공간(방향/범위)의 4개

요소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라반의 에포트 인자 속성으로 제시된

요소들과 매우 근사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라반의 공간은 직접적인-간접

적인 공간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방향과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적 개

념인 반면 연구자들은 그 둘을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리듬, 템

포, 페이스 같은 속성들은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흐름

을 독립적인 속성 요소로 간주했을 때 그것과 연관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통제되는-자유로운 흐름으로 구분한 것과도 일관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부드럽다거나(soft), 고요하다거나(calm), 역동적인

(dynamic) 움직임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의들은 맥락

에 따라서 속성들의 정도와 양상을 지시하는 형용어라고 이해될 수 있으

므로 이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키네틱스의 속성 요소를 도출함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들은 인터랙션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틀에 대해 어떤 수준의 세밀함으로 움직임의 속성에

접근할 것인가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였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개별 연구들의 도출 요소들이 라반의 에포트 인자 속성들로

수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의 단순성과 해석의 명료성에 비추어 적절

속성 범주

Path1, Rhythm2,4,8, Tempo2, Sequence2, Pace3, Information
order6, Interaction flow6, Tasking5, stepwise-fluent6,

흐름

Gentle-Powerful6, Force7 힘/무게

Speed1, Time-depth3, Movement Speed3, Response Speed3,5,
Response Time5, Temporal aspect5, Slow-Fast6,
Instant-Delayed6, Temporal5,7, Spatio-Temporal Thread9

시간(속도)

Direction1,2, Area1, Movement Range3, Approximate-Precise6,
Spatial separation-spatial proximity6, Spatial7,
Spatio-Temporal Thread9

공간(방향/범위)

1. Vaughan(1997), 2. Bacigalupi(1998), 3. Lim 등(2007, 2009), 4. Lowgren(2009), 5. Lundgren(2011), 6.

Diefenbach(2013), 7. Lenz(2014) 8.Heller (2005) 9.Wright 등 (2008)

표 3 움직임 속성과 라반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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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도의 구분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만드는 인터랙션의 움직임을 키네틱스라

하였고, 키네틱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속성 요소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검

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랙션 키네틱스를 이루는 주요 속성 요소들로

서 흐름, 힘/무게, 속도, 방향/범위 등 4개의 요소를 제시한다. 다음에 각

각의 속성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정련하고 사례를 중심으로 대입하여 설

명해 보고자 한다.

5.3.1 흐름(flow)

인터랙션 키네틱스에서 “흐름”은 인터랙션의 두 주체인 사용자와 매체의

움직임이 전개하면서 만들어 내는 동적인 양태이다. 흐름은 리듬, 템포,

카덴스(cadence) 등과 같은 동적인 패턴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 움직

임의 음악적 고저장단이 흐름의 규칙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성을

만드는 인터랙션 객체의 특성은 변화의 규칙이다. 위치, 속도와 같이 움직

이는 객체가 가지는 속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규칙성에서

운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흐름은 기본적으로 인터랙션의 어떤 요소가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이동하

는 경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의해 만들어진다. B&O의 Vision Harmon

y30)는 전원을 켰을 때 모니터 유닛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모니터 앞에 위

치한 두 개의 스피커 유닛이 각각 수직에서 수평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

하며 이동한다. 서로 다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수직 이동의 경로와 회전 이

동의 경로는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리듬감을 만들고 웅장한 시작을 표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리듬감은 Klemens Torggler의 Evolution Doo

30) https://bit.ly/31uHvO3

그림 46 흐름 사례 : B&O Vision Harmony, Evolution Door, In Piece(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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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1)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문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열리고 닫히

는 이 문은 4개의 조각이 기하학적인 형태를 이루어 구조화되어 있어서,

기존 문처럼 좌우 한쪽 면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열리거나 닫히는 것이 아

니라 좌우 이동하면서 각 조각의 연결점들이 떨어지고 붙는 동작으로 열

리거나 닫힌다. 흐름으로 보자면, 이 문의 각 모서리가 움직이며 그리는

개별적인 경로가 흩어지고 만나는 속도의 차이가 운율을 만든다. 흐름의

경로가 만들어내는 운율감과 역동성은 GUI의 화면전환(transition)에서

자주 활용된다. 30개의 보호종 동물들을 소개하는 In Pieces 사이트32)는

동물의 형태를 다수의 삼각형 조각으로 표현하는데, 한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바뀔 때 이 삼각형 조각들이 제각기 흩어졌다가 모이는 방식으로

트랜지션을 적용한다. 개별 조각들이 이동하는 거리와 속도에 따라 경로

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하나의 완

성된 형태로 이합집산 한다. <그림 46>

반면 물리적인 이동이 없이도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빛’이 좋은 예

인데, 제자리에서 깜빡거리는 간격이나 강도의 변화만으로도 리듬과 템

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근 맥북에는 사라졌지만 사용하지 않는 동안

의 맥북의 상태[하이버네이션(hibernation) 상태]를 전면의 헤어라인

LED가 천천히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동작으로 표현하였다. 이 빛의 움직

임은 명백히 동면(hibernation) 상태에 들어간 맥북이 수면 상태에서 깊

게 호흡하고 있는 형태를 표현한다. 이 빛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간격

31) https://bit.ly/3Gvx6Rd
32) https://bit.ly/3EtThXk

그림 47 흐름 사례 : Macbook의 동면상태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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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템포에서 호흡의 리듬감을 바로 연결하여 연상할 수 있으면서, 동시

에 ‘동면의 호흡’이라는 평화롭고 편안한 감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그림 47>

또한 하나가 아닌 많은 수의 개체들 각각이 움직이고 그 총합으로의 움직

임이 흐름을 만들게 할 수 있다. Anthony Howe33)의 거대한 설치작품들

은 미시적으로 작은 개체들이 일정한 경로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

이지만 그것들이 모여 미지의 생명체와 같은 웅장한 움직임의 역동성을

만들어 낸다. Studio Humans34)의 ‘A Million Times’35)는 유닛 하나하

나가 시계처럼 두 개의 바늘로 이루어져 회전 운동을 하지만, 다수의 유닛

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 움직이면서 유체와 같은 흐름의 시각 효과를 만들

어 낸다. ‘A Million Times’가 규칙적인 움직임을 표현한다면, Random

International36)의 ‘Study of Time’37)은 역시 시간을 주제로 표현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매우 불규칙하고 무작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벽면에 수직으

로 꽂힌 LED 스틱들이 빛을 내면서 스틱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선적

인 그림자들과 어우러져 꿈틀대는 듯 한 빛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 자

유로운 움직임의 빛들은 결국 그림자의 선으로 시간을 그려줌으로써 그

자유로움의 생동감을 극대화한다. <그림 48>

많은 개체들의 변화 양상으로 흐름을 만드는 일상적인 사례는 LED 간판

이나 표지판 등에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있다. 비교를 위해 자동차

의 방향지시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일반적인 방향지시등이 하나의 빛을

33) https://bit.ly/3onXDJG
34) https://bit.ly/3GgQYqO
35) https://bit.ly/300D1hu
36) https://bit.ly/3dlcezy
37) https://bit.ly/3rGiYQH

그림 48 흐름 사례 : Anthony Howe, A Million Times, Study of Time(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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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속도로 깜빡거리게 한다면, Audi 등 일부 메이커에서 적용하고 있

는 순차 방향지시등(sequential turn signal)38)은 이 신호에 흐름을 입혀

이동 방향을 더 극적으로 표현한다. Audi는 이를 극단으로 끌고 가서

2013년 CES에 소개된 ‘Matrix O’39) 컨셉에서는 연장된 OLED 디스플레

이를 차체 전면에 적용해 이 신호를 더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림 49>

Nikola Basic이 건축한 Zadar 해변의 ‘Sun Salutation’40)은 LED의 흐

름으로 ‘Sea Organ’이라는 독특한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소리 효과를 증

폭한다. 이 작품은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가 구조물에 밀려들거나 나가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Sea Organ’과 함께 ‘Sun Salutation’은 바닥에 설치

된 개별적인 조명이 파도에 따라 밝아지고 어두워지면서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파도가 밀려들고 빠져나가는 자연 현상을 빛을

38) https://bit.ly/3xWUaF2
39) https://bit.ly/3oohGro
40) https://bit.ly/3opaI5N

그림 49 흐름 사례 : Audi의 순차 방향지시등(좌)과 Matrix O(우)

그림 50 흐름 사례 : Sun Salutation(좌), Vision Next 100(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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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형상화하고 그 경험을 증폭하였다. 2020년 BMW가 소개한 ‘Vision

Next 100’41) 컨셉카에서는 더 나아가 물리적으로 흐름을 표현한다. 전면

대쉬보드 상단을 파충류의 비늘과 같은 삼각형의 조각으로 채우고 자율

운전 상태에서 자동차에 다가오는 사물이나 사람을 감지하여 이 비늘 조

각들의 움직임으로 표시한다. 비늘 조각들의 순차적인 움직임은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함께 상징적으로 이 컨셉카에 살아있는 것 같은 생명

성을 부여한다. <그림 50>

이러한 동적인 흐름을 확장해 보자. 앞의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 UI 설계

에서의 플로는 개별 과업(task)의 연속적인 배열을 말하고, 미학적 관점과

목적에서 과업은 이벤트(event)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터랙션 과

정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이벤트를 플로라 지시하는 것은 인터랙션 퍼포

먼스에서 흐름(=플로) 특성에 의미적으로 근사한 궤적으로 해석하는 단서

이다. 이벤트에서 이벤트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상태에서 리듬과 템포와 같

은 음악적 운율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심미성은 직접적

으로 이벤트에서 이벤트로 이어지면서 동반되는 사용자의 행위와 그에 대

한 반응이 율동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애플 뮤직 앱이 소

개한 ‘커버 플로(cover flow)’ 인터랙션은 음반 커버를 좌우로 책장을 훑

듯 넘기는 행위에서 그 행위를 하는 손가락 아래로 원하는 앨범을 위치시

키고 실행하는 플로를 적용하였다. 이는 동적 제스처와 이어지는 이벤트가

율동감 있게 배치된 좋은 사례이다. BMW의 ‘Vision Next 100’의 운전대

가 자율 운전과 직접 운전의 두 모드 간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펼

쳐지고 접히는 움직임은 이벤트 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심미적

흐름의 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벤트의 동적 배치와 그것이 만드

는 흐름에서 영감을 얻는다면 인터랙션의 이벤트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배

41) https://bit.ly/3DtY5ui

그림 51 흐름 사례 : 커버플로(좌), Vision Next 100의 운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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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함으로서 이벤트와 연관된 제스처들과 리액션과 트랜지션 등으로 만들

어지는 움직임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흐름의 율동감을 만들어낼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51>

행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에서 가장 잘 활

용한다. 예를 들어 Cuppetelli와 Mendoza의 2012년 작품 ‘Notional

Field’42)는 수많은 수직의 선이 마치 실처럼 휘날리듯 움직이는 시각적 프

로젝션 이미지로 구성된다. 이 앞에 선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이 선들은

바람에 휘날리듯 움직인다. 인터랙션 매체 요소와 관객의 제스처 간의 매

핑으로 인해 상호 간의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간의 흐름의 교환을 통해 관객은 더 적극적으로 인터랙션을 경험하게 되

고, 그것이 인터랙션이 주는 미감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2>

Laban은 흐름을 구분하는 스펙트럼의 양단에 ‘자유로운’, ‘통제된’을 두었

다. 흐름의 자유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인터랙션의 흐름을 판단

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자유로운’ 흐름은 인터랙션의 요소

혹은 요소 집단의 움직임이 정해진 경로 없이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고, ‘통제된’ 흐름은 정해진 경로로 일정하게 통제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상대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Vision

Harmony가 수직 이동과 회전 이동 경로가 정제되어있는 반면, In

42) https://bit.ly/3EW3AUr

그림 52 흐름 사례 : Notion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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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s의 트랜지션은 자유로운 경로를 활발하게 움직인다. Study of

Time의 빛의 움직임이 무작위적인 것에 비해 A Million of Times의 움

직임은 상대적으로 통제된 움직임을 보인다. Audi의 테일 라이트는 이 상

대성이 좀 더 극명한데. 단순 LED로 이루어진 순차 방향지시등의 움직임

이 일정하고 직선적이라면, Matrix O의 흐름은 같은 방향성을 표시하면서

도 더 자유롭고 활발한 표현을 보여준다.

5.3.2 힘(force)

인터랙션의 키네틱스에서 ‘힘’은 움직임에서 전달되는 무게, 압력, 충격,

에너지 등 움직임의 강도이다. 이는 물리적인 힘, 무게감, 충격의 강도(剛

度)/연도(軟度) 등으로 표현된다. 힘의 표현은 움직이는 개체의 형태-크기,

모양, 재질 등-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움직임 자체에 의한 힘의 표

현은 일정한 구간의 상태와 속도 변화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먼저, 힘의 표현은 인터랙션 개체의 형태적 특성과 관련된다. 크기, 모양,

재질 등과 같은 형태적인 특성에 대해 가지는 선험적인 상징성이 힘의 표

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크고 거칠고 딱딱한 형태에

서 더 큰 무게감과 힘을, 작고 부드러운 형태에서 그 반대를 감지하게 된

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설치되었던 Art+Com43)의 ‘Kinetic

Rain(2012)’44)은 가는 실에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린 쇠덩어리들이 매우

느린 속도로 상승하고 하강하면서 의미 있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개별적인

유닛들이 빗방울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연상 작용에 의해 전체

43) https://bit.ly/3EpGOUr
44) https://bit.ly/31wUS01

그림 53 힘 사례 : Kinetic Rain(좌), ShyLight(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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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움직임의 무게를 경감시킨다. Studio Drift45)의 ‘ShyLight’46)은 천

정에 매달린 채 상하로 느리게 움직이는 샹들리에 조명인데, 이 조명을 싸

고 있는 덮개가 실크 재질이 겹겹이 겹쳐있는 형태라는 점이 중요하다. 조

명이 상하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독특한 경험이지만, 그 움직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크 덮개가 만들어내는 나풀거리는 형태는 이 조명

의 무게를 가볍고 우아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그림 53>

모션 그래픽 혹은 무빙 타이포와 같은 동적인 시각 표현의 움직임에서 형

태에 의한 힘 표현이 잘 드러난다. Apple의 2013 WWDC 인트로 영상에

서는 원이라는 형태를 변용하여 다양한 감성 표현을 보여준다. 때로 작은

파티클의 원 혹은 블러(blur)된 원들이 부유하는 움직임으로 가볍고 아스

라하게 표현하는 한편, 때로 급박하게 커지는 원형과 주변의 떨리는 작은

원들의 움직임으로 강하고 돌발적인 표현을 나타낸다. <그림 54>

형태의 특성을 활용하여 힘을 표현하는 것에서 확장된 개념이 가상공간에

서의 역학을 시뮬레이션(simulation)하는 것이다. 인터랙션이 벌어지는 공

간을 가상의 공간이다. 이 공간에 실제의 공간 개념을 이식하여 현실 공간

의 역학 현상을 구현해 보여줌으로서 가상의 역학을 통해 힘의 실제성을

표현한다. 중력, 마찰력, 인력 등 현실 공간의 역학을 가상의 공간 내에

옮겨놓음으로서 실제 세계에서 힘을 통해 표현되는 감성을 가상의 공간에

서 표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 역학의 극명한 예는 게임 그래픽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실 게임 기술의 발전의 핵심이 게임의 공간에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으려는 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시

적으로 힘의 측면을 보자면, 게임 인터랙션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격파

하는 등의 액션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그래픽 효과와 함께 이러한 가상

45) https://bit.ly/3DC9JUd
46) https://bit.ly/3Eqrh6V

그림 54 힘 사례 : Apple 모션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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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학을 첨가한다. 이를 통해 행위의 효과와 그로 인한 흥분을 배가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타격감’이라고 부른다. 타격감은 힘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게임의 사용자인 게이머의 액션이 게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를 극적으로 증폭함으로서 게임 경험을 극적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타격감이 좋다는 상찬이 게임성이 높은 게임에 주어지는 이유이다.

<그림 55>

한편, 인터랙티브 그래픽 디자이너 혹은 아티스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

지로 가상 역학은 중요한 표현의 방식이다. 김종민47)의 ‘Form Follows

Function’48) 포트폴리오 사이트의 작품들을 예로 들자면, 마치 자동차 와

이퍼에 빗물이 닦이듯 밀려나는 타이포의 표현이라든가 비처럼 내려 쏟아

지는 마그리트의 우산을 쓴 신사들이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떨어지는

방향이 흔들리는 표현 등 현실 세계의 역학을 화면 내로 옮겨 표현의 방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표현뿐만 아니라 UI 어플리케이션에

서도 가상 역학을 적용한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버튼 인터랙

션, 트랜지션 등의 인터랙션 효과로서 중력, 부력, 마찰력 등을 시뮬레이

션하는 효과를 첨가함으로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경험을 상승시킨다. <그

림 56, 57>

힘의 역동성을 표현하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방식 중 하나는 속도의 변화

를 활용하는 두 극단이다. 하나는 짧은 가속으로 강한 힘을 표현하는 것과

느린 정속으로 부드러운 힘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장영혜

중공업49)의 ‘Dakota’50)에서 단순한 타이포가 음악의 맞추어 짧고 강하게

47) https://bit.ly/3dBNEKV
48) https://bit.ly/3m2yGkG

그림 55 힘 사례 : 게임의 타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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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힘을 나타낸다. 아울러 텍스트가

가지는 강렬한 메시지도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반면, 양민하51)의

‘Running Woman(2014)’52)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된 달리는 여인의

치맛자락이 나풀거리는 것에 맞추어 허공으로 픽셀이 번지는 표현은 우아

하면서도 처연한 감성을 표현한다. <그림 58>

49) https://bit.ly/335vSO9
50) https://bit.ly/3omHvs3
51) https://bit.ly/3IejpHM
52) https://bit.ly/3ppJdZ6

그림 56 힘 사례 : 김종민의 ‘Form Follows Function’ 사이트

그림 57 힘 사례 : 중력, 부력, 마찰력 표현의 UI 그래픽

그림 58 힘 사례 : Dakota, Running Woman(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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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키네틱스에 있어 ‘힘’을 표현하는 스펙트럼의 양극은 ‘무거운’ 혹은

‘강한’에서 ‘가벼운’ 혹은 ‘부드러운’으로 설정할 수 있다. 힘은 표현하려고

하는 강렬한지 혹은 안온한지의 감성의 이미지에 대한 것일 수 있고, 혹은

전달하는 액션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힘의 표현은 현실

세계의 역학을 모사함으로써 현실에서 느끼는 감성을 연장하여 가상의 공

간에서 힘을 통한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 힘의 표현은 인터랙션의 강도를

보조적으로 전달함으로서 감각적인 실제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

혹은 관객에게 감성의 강도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게임과 같이 극적인

힘의 효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액션을 과장된 표현으로 대

응하여 게임의 경험을 극적으로 증폭하기도 한다.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y Light의 하늘하늘 나풀거리는 전등갓의 움직임이나 Running

Woman의 슬로우 모션으로 펄럭이는 치맛자락의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자취를 통해 우아하고 평화로운 감성을 느끼는 반면, Dakota의 강한 힘으

로 충격하는 단어들이나 게임 이펙트의 타격감을 흥분되고 충격적인 감성

을 느낄 수 있다.

5.3.3 속도(speed)

인터랙션 키네틱스에서 ‘속도’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인터랙션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속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른가 느린가에 의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지만, 라반이 무용을 해

석할 때와 같이, 그것이 점점 빨라지는지 혹은 느려지는지가 표현적으로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속도’의 표현은 ‘흐름’과 ‘힘’의 표현과 무관하지

않다. 속도를 통해 흐름의 템포와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고, 속도의 급격

한 변화를 통해 힘의 충격을 극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도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요소들이 공간적으로 이동하면서 만

들어내는 속도감을 통해 표현된다. B&O의 Vision Harmony와 같이 느리

게 정속으로 움직이는 속도감은 느긋하고 안정적이며 평화롭고 우아한 감

성을 자아낸다. 반면 BeoSound 900053)의 헤드 움직임은 어떤 위치로 이

동할 때 시간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미세하지만 처음

에 급격하게 빨라지다가 서서히 느려지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인다. 정속

운동이 아닌 가속 운동을 통해 움직임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사

53) https://bit.ly/3Ilr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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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이러한 가속 운동이 마찰력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움직임과 더 유사

하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세계를 복제하려는 가상 세계의 인터랙

션 조형은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는 가속 운동으로 키네틱을 표현

할수록 감성적인 자극을 더 이끌어낼 수 있다. 한편 매우 짧은 이동 거리

의 재빠른 속도는 쾌활하고 통통 튀는 생명력을 표현한다. 삼성 갤럭시

A80은 옵션을 선택했을 때만 위쪽으로 튀어나오는 독특한 전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튀어나올 때 카메라 부분이 회전하면서 전면을 향한다. 이

움직임은 특별히 모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내부 메커니즘에 의

해 상승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움직임인데, 실용적인 용도는 차치하고라

도 마치 작은 생명체가 고개를 내미는 것 같은 통통 튀는 이미지를 부여

한다. <그림 59>

‘흐름’에서도 제시하였듯, 움직임의 속도는 개별적인 요소가 공간적으로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복수의 요소들의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속도

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실 LED 패널이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나 나아가

모니터의 픽셀들이 만드는 애니메이션도 이런 원리의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LED가 확대되면 이러한 효과를 더 직접적으로 볼 수 있

다. Serge Maheu54)의 ‘Passage(2017~2021)’55)가 그런 예인데, 원형

LED 원형 링을 직선적으로 배치하여 연속적으로 빛을 변화시킴으로서 그

안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속도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Troika56)가

54) https://bit.ly/3EqvdVf
55) https://bit.ly/3pvm8nE
56) https://bit.ly/3oruVYF

그림 59 속도 사례 : BeoSound 9000(좌), Galaxy A80(우)



- 128 -

Heathrow 공항에 설치한 ‘Cloud(2008)’57)는 작은 원형 조각들이 연속적

으로 뒤집히면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각각의 조각들이 뒤집히

는 타이밍을 조절함으로서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 BMW의 ‘Vision Next

100’는 같은 형태의 속도를 표현함으로서 마치 살아있는 동물의 비늘이

반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입혔다. <그림 60>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이라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어떤 속성이 양적으로 변화하는 것에도 속도감을 표현할 수 있다. 속

성이란 빛의 경우 밝기, 투명도, 색상과 같은 것일 수 있고, 개체의 크기

나 곡률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속성들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에서

속도감을 느끼는 것이다. 김종민의 ‘Bokeh’에서 빛 덩어리들의 속도감은

이 빛 덩어리들이 화면을 가로지르는 공간적 이동 속도에서도 생기지만,

각각의 색상이나 밝기가 변하는 속도 또한 시각적 효과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효과는 각각의 덩어리들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효과이기

는 하지만 색상이 겹치면서 변화하는 색상 변화 느린 속도감이 이 빛 덩

57) https://bit.ly/300OZHW

그림 60 속도 사례 : Passage, Cloud, Vision Next 100(좌부터)

그림 61 속도 사례 : Bokeh(좌), One Hundred Eight(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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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 효과를 증폭한다고 할 수 있다. Nils Völker58)의 ‘One Hundred

Eight(2010)’59)은 수많은 비닐 봉투들이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호흡하듯

부풀고 줄어드는 움직임을 반복한다. 공기 주입에 따라 커지고 작아지는

크기의 변화를 통해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맥북의 동면 신호가

LED의 밝기 변화로 호흡의 움직임을 연상시킨다면 이 경우는 크기의 변

화에 의한 움직임을 통해 그러한 연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61>

키네틱스의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짧은 가속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짧고

빠르고 반복적인 움직임은 생명력과 생동감을 더한다. 이는 작은 동물이나

곤충이 외부의 적이 접근하거나 공격했을 때 반응하면서 꿈틀거리는 것

같은 움직임을 연상할 수 있다. 로봇, 특히 작은 동반 로봇(companion

robot)의 움직임에는 주된 움직임 이외에 이러한 움직임을 삽입하여 로봇

에 생동감을 더한다. Anki에서 만든 Vector의 움직임은 그 예이다. 사용

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여 대답하거나 명령을 수행하는 이 로

봇은 행위들의 사이사이에 작은 움직임을 보인다. 이 작고 빠른 움직임들

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Vector에 생명력을 부여하

고 귀엽고 생기 넘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그림 62>

요약하자면, 키네틱스의 속도는 시간에 따른 변화의 양 혹은 양상으로 표

현될 수 있는데, 3개의 다른 속도를 구분해 낼 수 있다. 공간 속도, 순차

속도, 형태 속도가 그것이다. 공간 속도는 공간적으로 이동하면서 만들어

내는 속도로서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동반한 속도이다. 공간적

인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하게 되겠다. 순차 속도는 공간적인 이동이 없이 복수의 연속된 개체가 시

간 간격을 두고 연속적인 변화를 보일 때 감지되는 움직임의 속도이다. 이

경우는 움직임의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복수의 개체가 전개되어 있

는 물리적 공간을 역시 필요로 하게 된다. 반면 형태 속도는 개체의 물리

58) https://bit.ly/31tCTrs
59) https://bit.ly/332oEu7

그림 62 속도 사례 : Vector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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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양태가 변화하는 속도를 말한다. 개체의 크기, 밝기, 색상 등과 같은

속성이 변화하는 속도로서 물리적 이동이 최소한으로 발생하지만 속도를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구분 능력을 필요로 한다.

앞의 ‘힘’을 설명하면서 매우 강한 힘을 표현하기 위해 짧은 가속을 활용

한다고 하였다. 힘을 표현하기 위해 속도를 활용한 것이다. ‘흐름’의 리듬

과 템포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속도의 차이를 활용한다. 속도를 표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속도가 빠르거나 느린 것으로 구분하여 적용하

는 것이 아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양태의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반의 ‘시간’은 무용의 표현 의도에 있어서 이런 점을 기준

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빨라지는’ 속도는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움직임

을 표현하지만 반대로 불안하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대로

‘느려지는’ 속도는 안정되고 정리되는 감성으로 움직임이 세밀하게 완성되

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 감성을 유발

할 수도 있다. 움직임이 속도의 연속임을 감안하자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속도는 움직임의 시작, 지속, 끝에서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BeoSound

9000의 헤드 움직임과 같이 시작에서 점점 빨라지는 움직임은 멈추기 전

에 점점 느려진다. 이를 정속 운동, 즉 초기 속도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갑작스럽게 멈추는 움직임을 상상해 비교해보면

두 움직임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전자의 움직임이 더 역동적인 에너지

를 가지고 더 세밀하고 고급스러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5.3.4 방향(direction)/범위(range)

키네틱스의 마지막 요소는 움직임의 공간적인 방향과 범위이다. 인터랙션

의 주체 혹은 객체가 공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범위로 움직이는가에 관한 것이다. 상승, 하강, 좌우 이동을 물론

전후 이동과 같은 이동의 방향과 전달되는 감성이 연관될 수 있다. 움직임

의 범위는 물리적인 움직임의 경우 공간적인 제약과 사용자에 대한 육체

적 위해 가능성으로 인한 제약이 동반될 수 있지만, 화면상에서 이루어지

는 인터랙션의 움직임인 경우 오히려 화면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확장하는

가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후자의 가상적 공간 확장은 제한된 화면에

서의 인터랙션에 가용성을 확장함과 동시에 인터랙션의 움직임에 역동성

을 확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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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방향의 움직임이 불안감에서 출발해 활발한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

는 것같이 표현적 관례를 따를 수도 있겠지만, 움직임의 특정 방향이 어떤

감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강화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 맞춰 표현할 수 있

을 것이다. 움직임의 방향이 감성적 효과를 배가하는 경우는 여러 방향이

교차하면서 리듬을 만들어낼 때이다. B&O의 Vision Harmony의 디스플

레이와 스피커의 서로 다른 방향성의 움직임이 교차할 때 우아한 감성을

배가하는 것처럼 말이다. 같은 느낌은 BMW Vision Next 100의 운전대의

움직임에서도 느낄 수 있다. 직접 운전 모드에서 자율 운전 모드로 전환될

때 운전대는 대쉬보드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 이때 운전대 자체가 안쪽으

로 들어가는 수직의 움직임을 보일 때, 두 개의 손잡이처럼 생긴 부분은

가운데로 모아지는 수평의 움직임을 보인다. 서로 다른 방향성의 움직임이

교차될 때 세밀한 심미적 질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C SEED의 ‘M

1’60) 폴더블 TV는 이러한 방향의 교차를 더 크고 웅장하게 활용한다. 이

TV는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TV 유닛 전체가 바닥 안에 매립되

어 있다가 전원을 켜면 펼쳐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이 구조의 움직임

은 바닥에서 일어서는 움직임, 일어선 후 병풍처럼 펼쳐지는 움직임이 연

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하단 구조물과 상단 폴더블 디스플레이 구조

물이 회전과 펼침의 방향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절제되지만 웅장하고

디테일한 감성을 보여준다. 안경 디자이너 Masahiro Maruyama의 웹 사

이트61)는 이러한 교차하는 방향의 미감을 잘 활용한 사이트이다. 화면 정

중앙에 크게 자리 잡은 모델이 디자이너의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마다

다른 모델이 다른 느낌의 외양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화면 전체가 수

평으로 분할되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각 안경의 다른 샷들을

60) https://bit.ly/3Io5DCm
61) https://bit.ly/3AXdLWJ

그림 63 방향/범위 사례 : M1(좌), Masahiro Maruyama(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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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줌으로서 역동적인 화면전환을 보여준다. <그림 63>

인터랙션 움직임의 방향과 범위는 공간적으로 제한된 화면 기반의 인터

랙션에서 오히려 더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해상도 내로 제한된 공

간에서는 움직임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디

스플레이 상에서는 더 심하다. 공간적 한계성은 사용성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심미적 표현, 특히 움직임 표현의 공간적 자유

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 공간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터랙션 디자

이너들은 화면의 2D 공간을 화면의 제한을 넘어서는 3D의 무한 공간을

가상으로 상정하는 전략을 택한다. 디스플레이를 마치 그 너머의 무한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터랙

션 개체들의 움직임은 상하, 좌우, 전후 종횡무진의 범위에서 공간적 자

유도를 획득하고 더욱 역동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화면의

바깥에서 안으로 혹은 안에서 바깥으로, 뒤에서 앞으로 혹은 앞에서 뒤

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공간적인 상상력을 확장함으로써 역동적 움직임

을 통해 경험 확장을 자극한다. 비주얼 UI 요소들을 3D 형태를 직접적

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수의 레이어에서 다른 속도로 움직이도

그림 64 방향/범위 사례 : iOS의 첫

IDLE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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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함으로서 2차원 화면에서 3차원적인 공간 느끼도록 한다. Google의

‘머터리얼 디자인(material design)’은 단순화한 그래픽 요소들에 그림자

를 추가한다거나 레이어 형태를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가상의 공간감을

형성한다. iOS의 IDLE 화면을 상하좌우로 밀면 받은 메시지, 카메라 등

을 활성화하는 화면 배치는 좁은 공간에 기능을 숨겨놓음으로써 효율적

이기도 하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한계성을 극복하고 있다.

<그림 64>

움직임의 방향과 범위 요소는 라반의 공간 인자와 관계된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공간과 ‘간접적인’ 공간의 스펙트럼으로 기준 삼을 수 있다.

‘직접적인’ 움직임은 어떤 공간의 지점으로 집중되는 움직임을 뜻하고, ‘간

접적인’ 움직임은 그 반대로 흩어지는 움직임을 뜻한다. Vision Next 100

의 운전대가 자율 운전 모드로 삽입될 때의 움직임이 직접적인 움직임이

라면 수동 운전 모드로 돌출될 때의 움직임은 간접적인 움직임이다. M1

TV가 펼쳐질 때는 간접적인 움직임, 반대로 접힐 때는 직접적인 움직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랙션의 과정에서 직접적, 간접적 움직임은

모이고 흩어지는 움직임의 쌍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인터랙션

효과로서 직접-간접의 움직임을 적용하면 전자가 집중적이고 정돈되는 감

성을, 후자는 자유롭고 확산되는 감성을 전달한다.

5.4 시간과 공간

앞장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의 미감에 대해 논의하였고, ‘시간과 공간’이 인

터랙션 내러티브 구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인터랙션 퍼포먼스와 융합적인

연결고리임을 언급하였다.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은 인터랙션 퍼포먼스

가 벌어지는 배경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구성 인자들이며,

반대로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시간과 공간을 매개로 인터랙션의 시간성과

공간성의 미감을 창출하는 또 다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내러

티브의 시간과 공간에 이어 퍼포먼스의 시간과 공간에 관한 속성들에 대

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퍼포먼스가 만들어 내는 움직임

과 관련된 키네틱스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키네틱스를 구성하고 있는 흐

름, 속도, 방향/범위와, 결과적인 의미에서의 힘 인자를 포함한 모든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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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시간과 공간’과 무관하지 않다. 속도는 움직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정도를 조절하여 발현되는 것이고, 방향과 범위는 공간 내에서 움직임의

변화 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다양한 속도의 변화와 공간적으로 펼

쳐지는 움직임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발현된 것이 결국 흐름이고, 힘도 물

리적인 무게를 가지지 않는 인터랙션의 표현에서는 속도의 변화와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키네틱스와 교집합을 이루는 인터랙션 퍼

포먼스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독립적인 요소로 분류해 낸 것은 키네틱스의 흐름, 힘, 속도, 방향/범위는

물리적인 움직임의 속성들을 조절하는 인자들인 반면, 발현된 결과적인 상

태로서의 퍼포먼스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속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전반적으로 논의하면서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두드러진 특성들을 연결지어 도출하였다. 그 중 퍼포먼스의 본질적 특성과

연관하여 인터랙션 퍼포먼스가 가지는 특성 중 하나가 ‘순간성’이다. 순간

성이란 순간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즉흥적 성격을 말한다. ‘즉흥성’이

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인터랙션이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라는 점은 이미 키네틱스의 역동성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즉흥성은, 이러

한 지속적 성격에 대비한 순간적 양상을 보는 것이지만, ‘예측 가능한 행

위의 논리나 심리적 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희박한 인과 관계가 즉각적으

로 허용될 수 있게 한다(Fischer-Lichte(2017))’는 점에서 인터랙션 퍼포

먼스의 미감을 달성하게 한다. 그러나, 인터랙션의 즉흥성은 말 그대로의

의미로 어떤 인터랙션이 임의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인터랙션

이 표현되는 양상이 결과론적으로 즉흥의 외양을 띤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인터랙션이 시간적 발현이라고 한다면, 즉흥성은 다만 그것의 시간

적 공간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랙션의 시간적 단면에서 느끼는

돌연한 기대에 대한 배반에서 느끼는 미감이 즉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대에 대한 배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창발의 경험이 가능한 것이라

고도 할 수 있다. Iacucci와 Kutti(2002), Spence 등(2013)은 창발적 경

험을 극대화한 미감은 즉흥적 현장감(situatedness)에서 기인한다고도 하

였다.

‘현장감’은 또한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 시공간의 ‘맥락성’과 관련된다.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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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먼스는 본질적으로 ‘복원된 행위(restored behavior)’라고 하였다. 어떤

행위를 어떤 시간과 공간적인 맥락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상징을

드러내는 것이 퍼포먼스에서의 행위이다. 인터랙션의 행위들 또한 표현적

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행위를 특정한 맥락에 놓음

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행위들이다. 인터랙션의 행위들이 퍼포

먼스로서의 미감을 창출하는 것은 이렇게 익숙한 행위들을 어떤 맥락에

놓음으로써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낼 때 가능한 것이다. 인터랙션 퍼포먼스

는 무의미하고 하찮은 행위들조차 의미를 가지고 표현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 놓음으로써 창출되는 것이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시간성

과 공간성은 시간적 공간적 맥락이 부여하는 의미와 상징을 통해 풍부하

게 증폭된다.

‘시간과 공간’이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 발휘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

은 ‘가상성’이다. 인터랙션이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은 가상의 시간과 가상

의 공간이다. VR, AR 기술을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웹사이트,

메타버스의 공간에서의 인터랙션이 가상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가상성은 배경이 되는 시공

간이 이렇게 기술적인 가상에 기반한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인터랙

션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시공간은 Benford 등(2012)나 Jacucci(2015)가

강조한 ‘허구적(fictional)’ 시간이자 공간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터치하는

순간 화면의 일부가 갈라지듯 튀어나오면서 빛이 나고 소리를 내는 것은

진짜 현실이 아니다. 다가가서 손을 흔드는 동안 도어가 한 방향으로 움직

이는 것은 현재의 시간에 그 공간에서 벌어지지만, 그 시간과 공간은 인터

랙션 퍼포먼스가 만들어지는 가상의 시간과 공간이다. 인터랙션 퍼포먼스

가 펼쳐지는 허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터랙션은 미적 경험이 되는

것이다.

5.4.1 즉흥성(improvisationality)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시공간적 즉흥성은 인터랙션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

과 공간이 항상 똑같지 않은 데서 경험된다. 계속 변화하는 시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는 구글 검색창의 ‘I’m Feeling Lucky’ 버튼이나 ‘가차가차 커

피’에서처럼 기대치 않은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놀라움의 경험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공간의 즉흥성은 우연성의 ‘다

름’과는 차이가 있다. 나이키 에어맥스 720의 홍보를 위해 진행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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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Go Bigger’62)와 같이 기존의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변모시켜 일상

적으로 알고 있던 공간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다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5>

변화하는 시공간이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즉흥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인터

랙션 디자이너들은 ‘임의성(randomness)’에 집중한다. 미시적으로 인터랙

션의 표현으로서 결과적 개체들이 임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생성 디자인(Generative Design) 혹은 생성 아트(Generative Art)는

이러한 임의성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디자인 혹은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

다. 매번 실행할 때마다 혹은 매번 재생할 때마다 다른 시각 결과를 내는

이 장르의 미덕은 한마디로 임의적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다. 퍼포먼스 예

술 이벤트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수행되더라도 매번 다른 결과물로 표

현되고 경험되는 것이 핵심적인 미감인 것처럼, 임의성을 통한 즉흥의 경

험은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 핵심적인 미감이다. 이러한 임의적인 생성을

위해 인터랙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 즉흥성을 대하는 사용자-관객의 참여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동적으로 즉흥의 시공간을 체험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즉흥성을 사용자-관객 자신이 창출해내는지의 차

이이다. 전자는 시간에 따라 임의로 변화하는 표현물들이 역동적으로 전개

되는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몰입의 경험을 창출한다. TeamLab63)의 인

62) https://swoo.sh/3Eqb6pT
63) https://bit.ly/3puyqfX

그림 65 즉흥성 사례 : Just Go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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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레이션들이 대표적이다. 이 시공간은 사용자-관객의 입장에서 한순간

도 같지 않은 즉흥의 공간이자 변화의 공간으로 경험되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완전히 몰입될 수 있는 스펙터클의 경험을 준다. <그림66>

즉흥성은 사용자-관객의 참여를 통해서도 발현된다. 인터랙션의 퍼포먼스

에 사용자-관객이 직접 가담한 결과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Chris

Milk64)의 ‘The Treachery of Sanctuary(2012)’ 65)는 관객의 (가상의)

그림자에 날개를 달거나 움직임에 따라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르게 하는

것으로 매번 다른 이미지들을 생성해 낸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Children’s Center at Cabrini Hospital은 벽면을 Lumes66)의 인터랙티

64) https://bit.ly/335ztf7
65) https://bit.ly/3lDU00v
66) https://bit.ly/3DrYL3c

그림 66 즉흥성 사례 : TeamLab의 인스톨레이션의 생성 아트

그림 67 즉흥성 사례 : The Treachery of Sanctuary, Children’s Center at Cabrini Hospital

벽면 디스플레이, Sketch Aquarium(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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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LED 디스플레이로 만들어 어린이 환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혹은 벽면

을 만질 때마다 색다른 애니메이션을 생성한다. TeamLab의 ‘Sketch

Aquarium67)’은 아이들이 상상력으로 그려낸 물고기 그림을 현장에서 스

캔하여 거대한 벽면에 가상의 아쿠아리움에서 헤엄치게 함으로써 많은 어

린이 관객들이 다녀가면 갈수록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한 상상 속 아쿠아리

움을 보여준다. <그림 67>

5.4.2 맥락성(contextuality)

환경-인식(context-aware) 기술은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줄곧 활용하는 기

술이다.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여 그에 맞도록 기기의 모드와 기능을

자동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일련의 센서와 작동

알고리즘을 결합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편리

한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다. 애플의 에어팟 프로나 삼성의 갤럭시 버즈

와 같은 최근의 이어폰들이 주변 소음을 인식해서 그에 맞도록 청취 경험

을 향상시킨 것과 같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LG 윙(Wing)이 돌아가

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돌아간 상태를 인지해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의

부수 기능을 돌아가지 않은 바디 부분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한다거나, 삼성

의 갤럭시 폴드(Fold)와 플립(Flip)이 화면이 접힌 상태를 인지해 사진 촬

영이나 동영상 시청 등에서 접힌 두 개의 화면을 각각 다른 용도로 활용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UI를 가능하도록 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

사례들은 각각 기기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거나 기기 자체의 상태를 인식

하여 그에 맞는 기능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주변 환경의 상태나 자기

자신의 상태와 같은 맥락(context)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인터랙션에

있어서 창발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위의 사례들이 인터랙션이 맥락을 이해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

는 측면이라면,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측면에서는 사용자-관객의 심미적

경험을 위해 맥락을 활용한다. 맥락이란 결국 그 때, 그 장소이다. 인터

랙션이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인터랙션 경험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시공간적 맥락성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은 ‘복원된

행위’를 차용하는 것이다. Chiaki Murata68)의 ‘Hono’는 촛불처럼 생긴

램프로서 초를 불어서 끄는 것과 같은 행동에서 연상하여 성냥처럼 생긴

67) https://www.teamlab.art/ko/w/aquarium/
68) https://bit.ly/3DuKm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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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로 켜고 입으로 불어서 끈다. 스튜디오 닷닷닷의 오승엽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라이트 소믈리에69)’는 와인병으로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듯 빛

을 따라 넣는 행위로 전등을 켜고 끈다. 넥슨에서 개최한 <게임을 게임

하다 /invite you_>70) 전시 중 하나인 ‘캠프파이어’는 ‘마비노기’ 게임 속

캠프파이어에서의 영감을 오프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으로서 장작을 쌓아

놓은 듯한 조명을 가운데 두고 발광하는 원형 스툴과 상단 램프들이 빛

으로 조합되어 관객들 간의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이끌어 낸다. 초를

끄거나, 와인을 따르거나, 모닥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행위의 경험을 조

명을 켜거나 의사소통하는 다른 시간과 공간 안에 배치함으로써 인터랙

션 퍼포먼스의 경험을 극대화한 것이다. <그림 68>

위에서 ‘복원된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행위를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시공간적 맥락에서 재활용한다는 의미라면, 자연에 대한 현

상적 경험을 복원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Olafur

Eliasson의 ‘The Weather Project’(2003)과 같이 거대한 태양을 실내로

옮겨온 대담한 아트 프로젝트의 미적 경험과 같은 차원이라고 할 수 있

다. Random International의 ‘Rain Room’(2012)71)은 비가 쏟아지는 광장

에서 느끼는 비의 공감각적인 경험을 그대로 실내로 옮겨와서,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쏟아지는 빗물 사이로 거닌다는 동심의 시적 상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Brown과 Garrett72)의 ‘Cloud’(2012)73)는 구름

과 비를 형태적으로 차용하면서도 비를 당겨 구름은 켜는 것과 같은 시

69) https://bit.ly/31xF50J
70) https://bit.ly/3lKGkAT
71) https://bit.ly/3xUHfDG
72) https://bit.ly/3IjpPW5
73) https://bit.ly/3opxVEU

그림 68 맥락성 사례 : Hono, 라이트 소믈리에, 캠프파이어(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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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위를 통해 새로운 미적 경험을 만들어 냈다. <그림 69>

앞의 사례들이 ‘복원된 행위’들이 유사하거나 은유적인 맥락에서 발현된

맥락성을 보여준다면, 한편으로 여전히 ‘복원된 행위’를 원용하되 전혀 다

른 상황을 조합하여 발현시키는 맥락성이 있다. Volkswagen의 의뢰를 받

아 DDB Stockholm에서 캠페인으로 진행한 ‘Fun Theory’74) 프로젝트는

그 좋은 예이다. ‘Piano Stairs’에서 계단에 마치 피아노의 건반과 같은

형태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으로 흥미로운 음악

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재미가 행동을 유발한다’는 프로젝트의 모토

74) https://lat.ms/3DCfIZb

그림 69 맥락성 사례 : Rain Room(좌), Cloud(우)

그림 70 맥락성 사례 : Piano Stairs(좌), Street Pong(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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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흥미롭게 증명한다. Engel과 Künzler에 의해 개발되고 실제 독일의

거리에 설치되기도 하였던 ‘Street Pong’(2014)75)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짧지만 지루한 시간을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신호등 기둥에 설치한 것이다. <그림 70>

5.4.3 가상성(virtuality)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은 HMD에서 펼쳐지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가상의 또 다른 현실의 세계에서의 인터랙션을 상정하는 본격적인 가상성

의 인터랙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다. 실제의 현실과 가상의 현실을 섞어

놓은 혼합 현실(Augmented Reality)로 실세계의 사물과 지형을 읽고 가

상의 사물과 지형을 입히는 인터랙션 또한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얼굴에

필터를 입히는 카메라 앱 서비스들이나 포켓몬 고와 같은 게임 등이 대표

적이다. 한발 더 나아가 VR, AR을 통합적으로 확장한 확장 현실

(eXtended Reality)의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다가, 최근에는 메타버스

(Meta-verse) 개념이 소개되면서 현실의 ‘나’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격체

와 그가 다른 대체 인격체들과 소통하는 또 다른 현실로서의 평행 우주와

같은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가상의 공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다양

한 형태의 가상 기술들은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만들고 다양한 방식의 인

터랙션을 접목한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의 가상성은 비단 이러한 가상 현실 기술이 적용

된 상황에서의 인터랙션만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인터랙션이 발

현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은 가상적이다. 단순히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

은 작은 디스플레이라는 제한된 시각적 공간에서 전후, 상하, 좌우의 상

상적 공간을 상정한 인터랙션을 상정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도 논의하였

던 iOS의 IDLE 화면을 보아도 상하좌우 드래그를 통해 카메라, 메시지

등의 화면들을 불러낼 수 있다는 공간적 상상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것이

다.<그림 65> 모든 인터랙션의 시간과 공간은 가상적인 시간과 공간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가상적 시간과 공간을 풍

부하게 활용하여 미감을 전달할 수 있다.

가상성은 인터랙션이 가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진다는 사실 자체에서

보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용자-관객의 상상력을 증폭시킴으로써 경험

75) https://nbcnews.to/31r88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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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몰입감을 발휘한다.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의 천정을 채운 대형 디스

플레이는 거대한 고래를 비롯한 해양 동식물들이 유유히 노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해양 엑스포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관객들이 마

치 거대한 아쿠아리움에 들어온 것과 같은 몰입적 경험을 가능하도록 유

도한다. 넷플릭스의 영화 ‘승리호’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된 ‘드라이브인

우주정거장’은 마치 우주정거장의 우주선 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경험

을 위해 다양한 조명과 시설,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우주의 모습을 표

현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 자체가 VR이나 AR 기술이 본격

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관객의 상상력을 더해 그러한 공

간에 진입한 것과 같은 경험을 준다. <그림 71>76)

상상력에 기반한 가상성은 차원의 확장을 돕는다. 인터랙션의 퍼포먼스

가 벌어지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적 차원을 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표현으로서 제한적인 차원의 형태로

제공하고 사용자-관객이 부족한 차원들을 상상력을 통해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2015 밀라노엑스포의 한국관에서 소개된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한국 밥상으로의 초대’에서의 인터랙티브 전시는 테이블 위에 투사된 평

면적인 한식의 상차림을 보여주고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음식의

76) https://bit.ly/31yr9mZ, https://bit.ly/3EpMZYD

그림 71 가상성 사례 :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좌), 승리호 드라이브인 우주정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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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미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다. 2차원으로 투사된 한식의 평면

이미지들은 관객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3차원의 경험을 가능하도록 가상

성을 구현한 것이다. PizzaHut을 위해 Chaotic Moon Studio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는, 피자를 테이블 디스플레이 위에서 다양한 토핑들을 자

신이 원하는 종류와 양과 조합을 인터랙티브하게 미리 만들어 보고 주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마찬가지로 2차원의 이미지로 된 피자와 다

양한 재료들에서 사용자들은 3차원의 피자와 재료들을 상상하고 조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실제 피자의 냄새를 추가하는 ‘냄새 기술(smell

technology)’를 더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시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감

각적 차원을 더하는 가상성을 구현하였다. <그림 72>77)

혼합 현실(Augmented Reality)은 ‘확장 현실(eXtended Reality)’로 말 그

대로 ‘현실을 확장’하여 가상적인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으로 발전하

였다. AR 기술은 카메라나 투명 디스플레이 창과 같은 매개적 통로를

통해 현실의 지형이나 물체에 매핑된 가상의 시각물을 보는 것으로 구현

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매개를 거치지 않고

실제 사물에 가상적인 이미지를 직접 매핑하여 현실을 확장하는 것도

AR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Whirlpool이 2014년 CES에서 소개한 인

터랙티브 쿡탑78)은 실제 조리도구들과 매핑된 이미지 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경험을 확장한다. Sony의 ‘Future Experience

77) https://bit.ly/3rDubSg, https://bit.ly/3lw5Xp5
78) https://bit.ly/3GeK8Cd

그림 72 가상성 사례 : 한국 밥상으로의 초대(좌), PizzaHut(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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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2017)’ 79)의 데모 시리즈들도 같은 맥락이다. 원통형의 단순

한 형태 물체들은 투사된 이미지들과 조합되어 어떤 기능을 가지고 다양

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상의 상호작용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Sony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Hidden Senses Concept(2019)’80)에

서는 실제의 물체와 가상의 그림자가 조합되는 것과 같이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감각 현상을 가상적으로 만들어낸다. 이 확장적인 가상

성은 기능의 매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발적인 새로운 시간과 공간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림 73>

확장된 현실이 새로운 가상성을 창발하여 풍부한 몰입의 경험을 만들어내

79) https://bit.ly/3oowGpl
80) https://bit.ly/3DpFQ9e

그림 74 가상성 사례 : Mario Kart Live : Home Circuit

그림 73 가상성 사례 : Interactive Cook Top, Future Experience Program T, Hidden

Senses Concept(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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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로서, Nintendo의 게임기 Switch의 확장 키트인 ‘Mario Kart

Live : Home Circuit’81)은 좋은 예이다. 이 게임 키트는 게임 캐릭터인

마리오가 타고 있는 무선 조종 자동차를 제공하는데, 이 자동차에 달린 카

메라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Switch에 전송하여 마리오의 자동차를 타

고 실제 거실을 달리면서 가상의 카트들과 경주를 벌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실제와 가상이 뒤섞인 확장된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렇게 시각적인 확장 현실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Six to Start에서 출시한

‘Zombies, Run’82)이라는 게임은 조깅과 같은 달리기 운동을 돕는 서비스

인데, 소리를 통해 마치 좀비들이 쫓아오는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달리

기 운동에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시각뿐만 아

니라 청각을 통해 가상의 공간을 상상하도록 하여 확장된 가상 공간을 만

들어낸다. <그림 74>

5.5 센서빌리아(sensibilia)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역동적 심미성은 감각적인 특성을 동반한다. 오감을

자극하는 인터랙션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풍부한 미적인 경험을 하게 된

다.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움직임은 이러한 감각적 통로를 경유하여 우리

의 미적 경험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복합감각적

(multi-sensory) 특성은 ‘감각적인 실제에 대한 경험(Spence 등, 2013)’

을 강화하는 퍼포먼스의 심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 감성, 감각. “감(感)”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이 본능적이고 비이성적

이며 심지어 미개한 본성 정도로 폄하되어 온 것에 반하여, 현대에 들어

감성과 감각이 험한 야생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인간이 생명을 지켜올 수 있었던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점이 부

각되었다. 감성과 감각의 즉각성이 위험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센서와 알람

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인식에서 나아가, Damasio(2007)는 “인간에게

감성과 느낌이 없다면 인간의 경험은 매우 빈약해질 것”이라며 감성과 감

각의 질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감각적 경험을 단순한 생명 연장의 도구로

보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부드럽고 따뜻한 천의 감촉에서 온화하고 편안한 감성을 느끼는 것처럼

81) https://bit.ly/3rANBXL
82) https://bit.ly/3xTm9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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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은 연상 작용의 프로세스와 중간에 걸친 단계들이 무색할 만큼 감성

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진 정서를 음악을

감상하거나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서 무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감각적 향유

가 어떤 내적 프로세스와 단계를 거치기는 하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각과 그로 인해 촉발된 감성은 이성과 계산에 능한

시스템2보다는 본능적이고 빠른 대처에 능한 시스템1에 더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Kahneman, 2012).83) 시스템1과 시스템2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감각으로 촉발된 감성이 이성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뜻한 컵을 쥐고 있는 평가자가 차가운 컵을 쥔 평가자보다 더 우호적으

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Lupton, 2018) 감각은 미시적으로도

감성에, 나아가 이성적 판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감각적인 풍부함을 통해 감성적으로 풍부한 상태, 즉 고양된 경험

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곡선으로 혹은 각지게, 붉은 계열 혹은

푸른 계열의 색상, 미끄러운 혹은 부드러운 텍스쳐 등 제품의 조형에 감각

적 요소를 부여하여 디자인하는 것은 이러한 디자인 조형의 주요 목표가

사용자에게 감성적 풍부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Lupton(2018)은 감각적 디자인은 단순히 사물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사물이 우리[의 행동, 감성, 정의]를 형성한다고 일갈하기도 하였다.

인터랙션의 심미성과 관련하여 감각적인 특성은 양면적이어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퍼포머[=사용자]의 측면, 즉 인간

의 측면이다. 인터랙션은 행위의 교환이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퍼포먼스는

몸을 움직이거나 몸으로 감각하면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인터

랙션의 감각적인 특성은 인간이 가지는 오감의 특성,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감각 특성을 통해 조망할 수 있다. 오감 외에 운동감각적

(kinesthetic)인 특성으로도 시야의 확장이 가능하겠다. 다른 하나는 디자

인의 대상으로서 인터랙션 매체의 관점으로 조망할 수도 있다. 인터랙션

매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감각적 경험을 하도록 하는지 감각 촉발의

내포적 속성을 탐색하는 경로이다. 이 양면적 관점은 당연히 상관되어 있

83) Kahneman의 ‘시스템1과 시스템2’는 Keith Stanovich와 Richard West에 의해
처음 고안되어 정착된 심리학 개념으로서, 인간의 판단을 결정하는 심리 구조를 각
각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자동 시스템과 논리적이고 심사숙고하여 판
단하는 숙려 시스템으로 나누어 설명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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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對)를 이룬다. 인간의 오감의 특성과 매체가 가지는 감각 유발의 특

성이 쌍을 이루는 것이다.

감각의 양면적 관점을 부각하는 이유는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속성을 정의

해 오는 과정에서의 일관성 때문이다. 퍼포먼스의 감각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오감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오감은 인

간이 가지는 속성이지 매체가 가지는 속성이 아니며, 더 엄밀히 말하면,

매체가 자극하는 속성이다. 따라서, 퍼포먼스의 감각적 특성을 인간의 오

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은 여태까지 다른 속성들을 도출하고 해석하

면서 인터랙션의 매체 자체가 가지는 속성으로 설명해 온 것과 일관적이

지 않다. 후자의 관점, 즉 인터랙션 매체의 관점에서 인터랙션의 감각적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퍼포먼스의 감각적 속성을 단순히

‘Senses(감각)’ 혹은 그에 준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고, 매체적 특성으

로서 감각을 촉발하는 속성의 의미인 ‘센서빌리아(Sensibilia)’로 정의한

이유이다.

‘센서빌리아’는 사전적으로 ‘감각되는 대상(Those things that are

sensed)’의 의미이다. 즉 인간의 감각 지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들

을 말한다. 우리가 감지하는 세상의 물질들 혹은 감각의 데이터들을 센서

빌리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감각적인

특성이 발현되는 인터랙션 매체의 감각적 특성을 센서빌리아라 정의하였

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 센서빌리아는 인터랙션의 역동성을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의 물리적 표면, 재질, 구조, 부분, 장치 등의 색, 소리, 촉

감 등 감각을 촉발하는 물리적 속성들에서부터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와

같은 비물리적 속성들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랙션 조형에 있어서 센서빌리아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것은 감각적 경험이 미적으로 고양된 경험에 있어 주

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어서이다. 이러한 시도들을 분류하기 위한 가장 쉬

운 경로는 감각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접근

에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감각의 활용도와 응용 빈도와 관련된다. 오감

중 인터랙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감각은 당연히 시각이다. 색, 재질,

형태, 구조와 같은 외형적 특징이나 디스플레이나 프로젝션과 같은 미디

어 등은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각적 센서빌리아들이다. 이는

시각 인간이 가지는 감각들 중 가장 해상도가 높고 정확하며 접근이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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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청각이다. 인터랙션에서는 매체가 물리적으

로 만들어 내는 소리 자체에서부터 가상적 혹은 허구적 소리를 입힘으로

써 감각적 경험을 증폭한다. 청각적 센서빌리아가 감각적 경험 증폭에 지

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의 빈도는 시각적 센서빌리아에

현격히 미치지 못한다. 촉각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랙션에서 구현하

여 적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만한 감각이다.

Tangible Media Group의 프로젝트들이 중요한 사례들일 것이다. 다만,

TMG의 촉각은 단순히 감각으로서의 촉각만을 한정한 것이 아닌 개념적인

촉각이라는 점은 언급해 두어야 하겠다. 촉각적 센서빌리아는 재질의 질감

이나 진동, 운동감각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랙션에서는 부수

적이고 청각보다 더 작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 인터랙션에 있어서 후

각이나 미각은 매우 드물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그 가능

성에 기대를 걸고 흘미롭고 획기적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의 센서빌리아들에 비하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

다. 이와 같이 센서빌리아를 감각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접근

했을 때에는 그 수월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랙션 조형에 있어서 활용도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불균형한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인터랙션은 복합감각적(multi-sensory) 인터랙션이라 하여 감각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디스플레이는 감각을 시각

적으로 제한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촉각적으로 제한하며, 소리는 주요한

감각이 되지 못하고, 후각과 미각은 미미하다는 자성에 기반하여, 복합감

각적 인터랙션은 감각적으로 제한된 인터랙션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Moggridge, 2007). 감각의 복합성도 감각 단위로 분류하는 관점이

협소해지는 이유가 된다. 인터랙션의 퍼포먼스가 전달하는 감각적 경험은

복합적인 형태로 발현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감각과 감각 간의 복

합적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감각의 복합성에서 더 나아가 감각의 전이성도 이런 접근에 힘을 싣는다.

비근한 예로,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 현상(broken escalator

phenomenon)’이 있다.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 앞에 다다랐을 때 에스컬

레이터가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가속도를 느끼고 움찔하

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세부적인 원인과 효과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Reynolds and Bronstein, 2003), 체득된 경험의 감각적 발현이라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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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일반적이다. 즉, 정상적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체득된 움직이는

계단에 대한 감각적[혹은 운동] 경험이 움직이지 않는 계단을 보는[인지하

는] 것만으로 발현되어 우리 몸이 그 운동성에 대응하도록 자동적으로 가

상의 가속도를 만들어 감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에스컬

레이터를 탔을 때 경험하고 체득된 감각들이 움직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

를, 혹은 에스컬레이터와 비슷하게 생긴 조형물을 보기만 해도 발현되면서

그 움직임에 대비한 몸의 메커니즘을 작동함으로 해서 실제적인 외부 자

극이 없이도 움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2개의 지점에서 시

사적이다. 첫째, 시각을 통해 입수된 감각 정보만으로 다른 감각인 촉각

[혹은 운동감각]이 발현된다는 것, 즉, 감각이 전이된다는 것과, 둘째, 그

로 인해 우리는 주어진 감각 정보와 다르거나 추가되거나, 나아가, 고양된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제한적

인 감각적인 정보를 통해 다른 감각들을 동시에 자극하여 감각적으로 풍

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동시에 인터랙션 퍼포먼스에

있어서 감각 현상을 해석하는 데에 단순한 감각 분류의 방식은 한계적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으로, 여기서는 개별 감각들의 작동 원리나 그 감각과 관련된

센서빌리아의 개별적인 적용에 대해서 논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려고 한

다. 대신에, 복합감각적인 감각 발현의 대표적인 양상 혹은 현상을 기존

연구와 사례들을 수집 분류하여 도출 선정하고, 각각을 인터랙션 퍼포먼스

의 센서빌리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적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도출한 4개의 특성들은 기억, 협력, 전이, 확장이다.

‘기억’은 감각적 경험이 기억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진다는 지점에서 출

발하여, 기억의 작용을 추동하는 센서빌리아에 대한 것이다. ‘협력’은 서로

다른 센서빌리아들을 통해 복수의 감각이 협력하여 인터랙션 경험에 작용

하는 것이다. ‘전이’는 어떤 센서빌리아를 통해 자극된 어떤 감각이 전혀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작용하는 것이다. ‘확장’은 센서빌리아의 활용이

인간의 특정 감각을 확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터랙션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이다.

오감의 감각 구분이 아니라 센서빌리아에 의한 감각 특성으로 구분한 이

와 같은 접근은 인터랙션 퍼포먼스에 있어서의 감각적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인터랙션의 퍼포먼스를 조형하기 위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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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센서빌리아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이

기도 하다. 각각의 감각 특성에 대한 철학적, 해석적 견해 혹은 생리학적

원리 등을 참고하여 이해해 보고, 인터랙션 디자인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특성들이 센서빌리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고 감각적으로 구현되는지 그

구동의 양태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5.5.1 기억성(memorability)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지금 내 혀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쏙 빠져나와 뱃속 어딘가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모르게 삼킨 혀는

소화되지 않고 몸 속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장기에 들러붙어 맛을

보고 있다. (중략) ‘아파.’ 나는 몸 곳곳을 만져보다가 혀가 등허리 부

근에 얌전히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럼에도 혀

가 자리한 부근에서 조금씩 통증이 느껴졌다. 동시에 눈앞이 아득해

지더니 등허리를 구타당한 일이 떠올랐다.

위는 박화영(2019)의 단편 ‘혀’의 일부이다. 이 소설은 우연한 사고로 삼

켜버린 혀가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내장기관의 맛을 전달하고 몸에 각

인된 기억을 불러들여 환청과 환상을 일으킨다는 환타지이다. 이 소설에서

혀는 미각의 수용체이자 기억의 전달자 혹은 매개자라 인식했다. 소설은

환상적 소재로 활용하였지만, 감각이 기억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현상과 같이, 이처럼 감

각은 체득된 기억에 의해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다.

철학적 통찰로서 Bergson(2017)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혹은 감지]함에 있

어 동원되는 기억의 기제를 설파하였는데,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 현상에서

의 ‘체득된 경험’과 같은 기억을 상대적으로 단순한 습관기억이라 하고,

이와는 다르게 이미지로서 저장된 기억을 이미지-기억이라고 하였다. 이

이미지는 같은 대상[물질]에 대해서도 많은 층위를 가지고 있어 무한히 팽

창할 수 있는 과거 이미지들을 불러와 주의를 기울여 대상의 뒤에 그리고

대상 자체와 함께 점점 더 깊은 곳에 위치하는 여러 층위를 탐색할 수 있

고(‘주의 깊은 식별’), 어떤 수준의 회로에 의해서 대상을 구성하는가에 따

라 인식의 깊이를 달리한다고 하였다. 그는 기억을 감각 발현의 기제일 뿐

아니라, 제3의 감각으로 인식한다. 감각의 발현에 있어서 기억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중요한 위치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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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lasmaa(2012)는 건축의 요소들이 시각적인 구성단위나 형태(gestalt)가

아닌, 기억과 상호작용하는 조우(encounters), 기억과 마주하는 대치

(confrontation)라 규정함으로써 감각 기억에 의한 연상 작용을 강조하였

다. 이렇게 감각을 통해 기억을 떠올리는 현상을 “프루스트 효과”라 부르

기도 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소설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

아서”의 1권에 등장하는 기억과 향기의 에피소드에서 유래한다.

감각과 기억의 상호작용은 문학적 은유나 철학적 통찰의 차원만이 아니라

실체적이다. 감각은 기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뇌의 작용과도 연관

된다. 후각의 예를 보자. 뇌의 후각 담당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일찍 발달

하기 때문에 후각에 있어서 상관 현상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Platoni, 2017). 그래서 심지어 후각과 경험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기억을

잃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많은 사례에서 보이듯, 이러한 상관관계와 상

호작용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이 기억을 잃는 병의 진단과 치유에 향기요법

이 활용되는 이유이다. 향기요법을 통해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

는 것이다.

감각을 통한 연상 작용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경험된다. 짠내가 물씬 풍기

는 바다의 냄새나 톡톡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자연스럽게 그 장

면을 그리게 만들고 우리의 후각과 청각을 자극한다. 감각의 연상이 감성

적 안정상태 혹은 고양된 경험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 이것이

ASMR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원리이다.

이러한 연유로 감각의 연상 작용은 자주 상업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매

킨토시 컴퓨터의 부팅 사운드는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

히 매킨토시 컴퓨터의 아이콘처럼 사용되고 있다. 소리가 매킨토시 컴퓨터

그림 75 기억성 사례 : Motorola Startac(좌)와 Razr(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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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긍정적인’ 사용자의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매개로 활용되고 있

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Motorola는 이전 버전인 스타텍(Startac)이 열릴

때 내는 딸깍하는 소리를 제조 기술이 향상되어 구태여 적용하지 않아도

되었을 후속 레이저(Razr)에서도 일부러 구현하였다(그림). 각인된 힌지 소

리의 청각적 자극이 모토롤라의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과 깊이 연관된다

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소리를 통해 기업이나 제품의 브랜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경험을 전파하는, 소위 “사운드 브랜딩”의 대표적

인 사례들이다. <그림 75>

매킨토시의 부팅 사운드나 Startac의 힌지 소리가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

청각적 센서빌리아를 기억과 연상의 매체로 활용하여 인터랙션에 대한 감

각적 경험을 증폭한 경우라면, 감각의 기억을 ‘실용적 감성’ 유발의 도구

로 활용한 경우도 있다. 영국의 Rodd Design84)이 개발한 ‘Ode’85)가 그

중 하나이다. ‘Ode’는 일종의 향기 타이머로서 일정 시간이 되면 사용자

가 정해놓은 향기를 내뿜게 되어있다.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용도인지 의

아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알츠하이머 환자라면 다르게 와 닿는다. 기억을

잃어가는 기억상실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향기는 뇌의 그 부분을 자

극하는 좋은 자극제가 된다는 게 그들의 디자인 의도이다. 기억과 연관된

향기의 인터랙션이 이 디자인 퍼포먼스의 핵심이다. ‘Paro’86) 로봇도 비슷

84) https://bit.ly/31zUhup
85) https://bit.ly/3CLgaEe
86) https://bit.ly/31A3Fhi

그림 76 기억성 사례 : Ode(좌), Paro 로봇(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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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이다. 따뜻한 털이 감싸고 있는 물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로봇

은 치료용 반려 로봇이다. 노년의 외로운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줌으로써

심리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로봇이다. 이 로봇은 지능 회로와 기

능으로 반려자의 소구를 정확히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촉감과 쓰다듬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반려자의 감성을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촉감의 감각적 기억을 감성적 인터랙션에 활용한 것

이다. 인텔리전트한 고기능 로봇의 정확하고 정밀한 퍼포먼스보다는 느리

고 일정하지만 따뜻한 감각적인 교감의 퍼포먼스를 목표로 상정하고, 털,

온도와 같은 촉각적 센서빌리아를 적용한 것이다. <그림 76>

이렇게 감각적 연상 작용을 실용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는 반면, 보다 표

현적인 방편으로 활용한 경우도 있다. TU Eindhoven의 Kees

Overbeeke 교수팀이 디자인하고 Philip Ross87)에 의해 완성된 변신하는

조명 ‘Fonckel One’88) 조명은 독특한 인터랙션 방식을 가진다. 일반적인

조명처럼 불을 켜고 끄는 단순 조작이 아니라 조명의 등 부분을 손가락

멀티터치로 만지는 것으로 조명의 방향과 빛의 양을 조절하는 인터랙션을

채택하였다. 커피 테이블에 놓이게 될 이 조명을 조절하는 행위는 마치 애

완동물을 쓰다듬는 행위를 연상시킨다. 이는 사실 디자인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애초에 고양이를 안고 쓰다듬는 기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인터랙션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멀티 터치와 부

87) https://bit.ly/3pprkJT
88) https://bit.ly/3xVgBKR

그림 77 기억성 사례 : Foncke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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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럽게 이어진 조명의 넓은 등이 촉각의 센서빌리아로 활용된다. <그림

77>

Misher Traxler Studio89)의 ‘Ephemera(2014)’90)와 Richard Clarkso

n91)의 ‘Levitating Cloud Speaker(2014)’92)는 외형적인 연상 요소에 한

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례들에서 연상은 단지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시각적 즐거움이 아닌 매우 감각적인 경험으로 전개된다. ‘Ephemera’에

서는 그냥 평평하던 탁자로 사람이 다가서면 그 상단에 풀잎들의 형상을

한 얇은 형태들이 일어선다. 이 얇은 풀잎 형상은 얇은 면 때문에 휘청이

듯 천천히 하나둘 일어서는데 전체가 마치 바람 부는 들판에 풀들이 바람

에 천천히 흔들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 바람 들판의 연상은 마치 우

리의 몸에 운동감각적 바람을 일으키는 듯하다. 한편 ‘Cloud Speaker’는

자기현상으로 공중 부양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흘러나오는 음악의 비트

에 따라 구름 형상 사이로 천둥과 번개 같은 빛이 작렬한다. 비트라는 청

각적 센서빌리아의 충격이 귀를 자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천둥과 번개의

연상은 우리의 몸에 더 증폭된 진동으로 느껴진다. 두 사례는 각각 인간의

오감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센서빌리아를 전개하고 있지 않지만, 시각적

단서를 통해 우리의 기억과 연상을 자극함으로써 운동감각적 경험을 전달

한다. <그림 78>

5.5.2 협력성(cooperativity)

89) https://bit.ly/32OMtFx
90) https://bit.ly/3DpvAxU
91) https://bit.ly/3DwBhu8
92) https://bit.ly/3onCnDU

그림 78 기억성 사례 : Ephemera(좌), Levitating Cloud(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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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은 본질적으로 공감각적이다. ‘날카로운 비명’, ‘부드러운 속삭임’과

같은 표현은 소리, 즉 청각의 촉각적인 느낌에 대한 은유들이다. 이는 비

단 은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매우 높은 음의 경고음 같은 것을

들었을 때 피부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강한 비트의 EDM을 들

을 때 몸의 타격을 느끼거나,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퍼지는 공간에서 몸을

감싸는 듯한 포근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청각의 감각과 동시에

촉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한 실험에서는 소리와 맛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전문 연주자들

에게 음으로 맛을 표현하도록 하였다(Lupton, 2018) 연주자들은 대체로

신맛은 높은 피치의 음과 불협화음으로, 커피나 다크초콜릿의 쓴맛은 느리

고 낮으며 레카토 형식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음으로, 단맛은 길고 낮으며

부드러운 음으로, 짠맛은 스타카토로 빠르고 날카롭게 끊기는 음으로 표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음악이 시각 요소인 색과 연관되어, 모차르트의 플루트 콘체

르토가 밝은 노랑과 오렌지색에 레귀엠에 어둡고 푸른 회색을 연상하게

하며(Palmer 등, 2013), 달콤하거나 쓴 맛과 연관되기도 하고

(Kontukoski 등, 2015)한다. 셉티머스 피스(Septimus Piesse)는 향수의

향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으로 음악의 ‘노트(note)’를 가져다 쓴 것은 감각

의 이러한 공감각적인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Lupton, 2018).

청각으로 미각을 표현한 예를 들었지만, 미각 또한 공감각적이다. 공식적

으로 5개의 맛-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

는데, 그 기준은 그 맛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수용체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맛의 수용체가 우리에게 맛의 감각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맛은 다른 감각과 융합되어 다른 맛으로 감지되거나, 맛 자

체가 반감 혹은 증폭된다. 가장 비근한 예로, 매운 맛은 사실 여러 가지

맛의 복합 작용이지만 통각-즉, 촉각-의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

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의 온도나 텍스쳐 혹은 색(Spence 등(2010),

심지어 커트러리와 그릇의 무게나 모양(Harrar and Spence(2013),

Piqueras-Fiszman 등(2011)) 같은 촉각적인 요소나 분위기를 자아내는

다른 감각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맛의 강도와 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른 감각이 미각의 현상이 자아내기도 한다. 초콜릿의 짙은 갈색

에서 단맛을 느끼거나 바삭거리며 부서지는 소리와 촉각에서 신선하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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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한 맛의 느낌을 느끼는 것이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감각이 협력하는 현상은 후천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을 잃은 장애인들이 그

외의 다른 감각이 예민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의 뇌는 물체

나 공간을 시각만을 통해 감지하지 않고 여러 감각을 관장하는 부분을 사

용해 감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감각을 잃은 장애인이 오히려 다른 감

각이 더 민감해지는 이유이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음악을 즐기고 리듬을

느낄 수 있다는 한 청각 장애인의 호소가 성찰적인 지점이다(Kolb, 2017)

협력하는 감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에서 Alvar Alto는 ‘가구 하나하

나가 개인적 주거의 일상을 형성하므로, 가구는 빛의 반사로부터 과한 눈

부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가구가 소리의 차원, 즉 흡음이

잘 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 의자를 보면 알 수 있듯, 가구는 인간과 가장

친밀한 접촉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구는 과하게 열을 잘 전달하는 재료

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Pallasmaa, 2012)라며 시각 너머 다양한 감각

들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강조한다.

Durrell Bishop이 디자인한 Tagged Objects는 아직 현재와 같은 정보기

술이 무르익지 않는 환경에서 인상적인 인터랙션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만

질 수 없는 정보를 일상의 물건들과 연결하여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하

나가 무인응답기의 인터랙션 디자인이다. 일반적으로 무인응답기는 작은

디스플레이에 남겨진 메시지의 숫자가 보이고 재생과 저장/삭제 버튼을

이용해 메시지를 듣거나 저장 혹은 삭제한다. 비숍의 응답기는 메시지가

남겨지면 작은 구슬이 굴러 나와 한 곳에 쌓여서 자연스럽게 구슬의 개수

로 메시지의 존재와 숫자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슬을

응답기의 한 켠에 올려놓는 것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만약 중요한

메시지이거나 보관하고 싶은 메시지는 작은 접시에 담아 간직할 수 있게

하였다. 청각 정보에 촉각적인 물질성을 더함으로써 저장 장치에 보관된

정보와는 다른 감성적인 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시각 중심으로 편향된 인터랙션을 협력적 감각을 동원하여 확장하려는 시

도는 MIT 미디어랩 탠저블미디어그룹(Tangible Media Group)에서 행하

고 있는 일련의 대안적인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TMG

를 이끌고 있는 히로시 이시이(Hiroshi Ishii) 교수는 보이지 않는 컴퓨팅

의 정보의 비트(bit)를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루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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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분자(atom)처럼 직접적으로 만져서 다룬다는(tangible bits) 개념

을 주창했다(Ishii and Ullmer, 1997). musicBottles(Ishii, 2004)은 투명한

여러 개의 병의 뚜껑을 여는 동작을 통해 각각 다른 악기의 연주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음악을 병에 넣는다’는 시적인 개념을 인터랙션으로 표

현했지만 무엇보다 음악이라는 청각적인 요소를 병에 넣고 흘러나오게

한다는 촉각적인 것으로 감각하게 했다는 점에서 인터랙션에 새로운 미

적 경험을 부여하였다고 평가된다.

감각의 협력적 특성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멀티미디어적인 측면이 강

화된 최근의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인터랙션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구현하려고 하는 인터랙션의 주된 감

각과 다른 감각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 어떻게 감각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거나, 비감각적인 디지털 정보를 시각적인 표현을 넘어

서 다른 감각으로 표현될 수 없는지 혹은 그렇게 하여 감각적 경험을 풍

부하게 할 수 없는지 살핀다. 또한 일상적인 사물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각

적 경험을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활용할 수 없을지 디자인의 영감을 확장

한다.

Woojer93)는 보조적인 장치로서 헤드폰으로 음악을 감상할 때 밴드나 베

스트 형태로 착용하여 음악에 맞추어 진동을 느끼도록 한다. 음악과 진동,

즉 청각과 촉각이 동시에 음악을 듣는 경험에 작용하는 것이다. 클럽의 거

대한 스피커 앞에서 음악의 비트를 강한 진동으로 느낌으로서 파티의 흥

분을 배가하는 것과 같이, 음악의 비트를 진동으로 동시에 느낌으로서 음

악의 경험을 배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79>

93) https://bit.ly/31zNzEr

그림 79 협력성 사례 : Wooj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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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er가 청각과 촉각의 센서빌리아를 활용한 사례라면, 시각과 촉각의

센서빌리아를 활용한 사례들도 찾을 수 있다. Sony의 ‘Future

Experience Program’을 통해 일련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

어 책의 문자와 이미지를 프로젝션된 이미지와 병치하여 책을 읽는 것만

아니라 책의 등장인물들을 직접 만지거나 움직이도록 함으로서 독서에

새로운 경험을 추가하였다. Red Paper Heart94)의 ‘Expression Wall’은

LED로 표현된 역동적 이미지 위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100개의 긴 아

크릴 널들을 배치하여 이를 만져 움직이게 하여 LED의 이미지와 상호

작용하도록 하였다. LED 이미지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휘청거리는 아크

릴 널의 물리적 움직임과 함께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경험을 증폭한다.

<그림 80>

Mischer Traxler Studio의 ‘Curiosity Cloud(2015)’95)에서 천정에 무수하

94) https://bit.ly/31lDBqN
95) https://bit.ly/31CzeYc

그림 81 협력성 사례 : Curiosity Cloud(좌), Scent Drops(우)

그림 80 협력성 사례 : Future Experience Program T(좌), Expression Wall(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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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매달린 투명한 유리 안에 임의로 움직이는 나비처럼 생긴 작은 쇳조

각은 관객이 다가갈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 랜덤한 움직임만으로

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활력을 느끼게 하지만 쇳조각이 유리벽

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청명한 소리들이 더해지면서 생명력이 힘을 더

한다. 반면 Harvey & John Studio96)의 ‘Scent Drops(2017)’97)는 배치된

작은 물체를 비틀어 특정한 향기를 뿜게 할 수 있는데 동시에 귀에 대면

그 향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향기를 귀로 듣는다’는 메타포를

인터랙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각과 촉각, 청각과 후각 등의 복수 감각

을 인터랙션 퍼포먼스에 협력적으로 활용한 센서빌리아의 활용 예인 것

이다. <그림 81>

5.5.3 전이성(transferability)

Bergson을 필두로 20세기 프랑스의 일군의 사상가들은 시각 위주로 편재

되어 있던 사고의 권위를 전복하려 시도하였다. Deleuze(2008)는 Francis

Bacon의 회화를 해석하면서 분해하고 소화하는 기관(器官)을 제거한 살덩

어리들이 역동적으로 휘몰아치는 ‘기관 없는 신체’에서 감각의 주체로서의

신체를 읽는다. ‘회화를 망막에 호소하는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신경을 자

극하는 촉각적 사건(Chin, 2006)’으로 본 것이다. Merleau-Ponty는 ‘관

조’라는 시각적 모델에 근거한 전통적인 지각론의 정학(Statik)을 비판하

며, 거기에 ‘살(chair)’이라는 신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촉각적 지각의 동학

(Kinetik)을 대립시킨다(Chin, 2006).

Pallasmaa(2012)는 Merleau-Ponty의 ‘세계의 살(flesh of the world)’에

빗대어, 시각 중심의 관점에서 소외된 감각적 건축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그는 주변적(peripheral)이고 초점을 두지 않는 시야(unfocussed vision)

를 강조하면서, ‘공간성(spatiality), 내면성(interiority) 그리고 촉각성

(hapticity)을 아우르는 경험에 이르기 위해 주목할 만한 요인 중 하나는

날카롭게 초점이 잡힌 시야를 의도적으로 억제(Pallasmaa, 2012)’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식은 근대의 시각중심주의

(Ocularcentrism)에서 탈피하려는 기획이었다.

시각은 인간의 오감 중 활용에 있어서 70~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만

96) https://bit.ly/3rDvQas
97) https://bit.ly/3GdzK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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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민감하고 정확하여 가장 효율적인 감각이다. 다만, 시각중심주의로부터

의 탈피에서 일군의 사상가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는 시각에 의해 소외

되어 있던 여타 감각들을 재조명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중심주의로부

터의 탈피는 시각이라는 감각의 역할과 의미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받아

들인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감각의 역할과 의미를 확대하여 감각적 균형

혹은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라 하겠다.

이미 시각은 다른 감각과 협력적이다. 망막이 피부가 진화한 하나의 형태

라는 사유와 통찰의 차원만이 아니다. 음식의 색깔이 맛과 풍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Spence 등, 2010, 2016), 색깔은 향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Zellner, 1991, 2013)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식품류의 패키

징 디자인은 이런 시각의 감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재료와는

무관한 노란 색소를 첨가하여 맛과 향에서 바나나를 연상시킨 바나나 우

유의 예만 보아도 그렇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눈은 만질 수 있다.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물체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감지할 수 있고(Cellini 등, 2013), 디자인된 사물의

색과 텍스쳐를 봄으로써 촉감을 느낄 수 있다. Lupton(2018)은 표현적인

의미에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역동성에서 청각과 촉각 같은 여러 가지

감각을 감지할 수 있다고 평한다. 접시 위에 떨어져 깨지기는커녕 튕기고

쌓이는 달걀과 같은 역설적인 표현에서 재미를 추구한 애니메이션 ‘For

Approval(Mainframe, 2017)’98)은 이런 시각의 촉각성을 역이용하기도

한다. Bina Baitel Studio99)의 ‘Lash Clock(2015)’100)도 시각적 촉감의

98) https://bit.ly/3do0QTe
99) https://bit.ly/3EtS1Di
100) https://bit.ly/3IktOSq

그림 82 전이성 사례 : For Approval(좌), Lash Clock(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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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이용한 디자인의 예라 할 수 있다. 시계의 눈금에 털을 두르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부분의 털의 간격이 벌어지는 방식으로 시간을 표시

하는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은 털을 원형의 시계의 둘레에 적용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눈을 연상하게 한다. 우리 몸의 일부-눈과

눈썹-를 연상하게 됨으로써 시간을 표시하는 털의 움직임이 마치 눈썹이

움직여 간질거리는 것과 같은 촉각을 느끼게 함으로써 미감을 배가한다.

<그림 82>

인간의 주된 감각인 시각을 통해 촉감을 감지하는 디자인적인 시도는 시

각 중심으로 협소화된 조형 언어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시각의 틀 안에서 제한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확장하여 더 풍

부한 감각 효과를 만들어 냄으로써 디자인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거나 사용

자의 미적 경험을 확장하는 방편이 된다.

DaVinci와 같은 원격 수술용 로봇에서 시각의 촉각성은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수술 부위의 촉감은 환부의 진행 정도와

절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원천이다. 로봇을 이용한 원격 수술에서

스코프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을 확인하며 로봇 팔을 조종하여 수술을 집

도해야 하는 집도의에게 촉감이 제한된다는 점은 중대한 한계일 수 있다.

센서와 모터를 활용해 환부의 촉감을 전달하는 기술은 일부 시도되기도

하고 현재 개발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은 기술

이다. 현재 집도의는 시각적으로 환부의 촉감을 판단한다. 스코프로 보이

는 환부의 모습과 집도의의 감각적 경험이 조합되어 환부의 촉감을 간접

적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이를 ‘감각 치환(sensory substitution)’이라 하

여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의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것을 뜻하며, 감각 전

이의 실용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Platoni, 2017).

인터랙션 디자인의 영역에서 GUI 디자인의 시각 표현의 역사에서도 시각

의 촉각화 효과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GUI 디자인은 컴퓨팅에 의해 만

들어지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 요소로 표현하는 디자인

이다. GUI의 2차원 시각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큐어모

피즘(Skeuomorphism)은 실재적인 형태와 텍스쳐를 시각요소로 차용한

다. 양장된 가죽 표지, 거친 종이면, 분필가루가 뭍은 칠판과 같은 표현을

통해 재질의 촉감을 느끼게 하거나, 버튼이나 레버 같은 물리적 조작 형태

를 차용하여 운동감을 더하는 등의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2차원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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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촉각적 센서빌리아를 부여함으로써 감각적 전이 효과를 주는 것이

다. 애플을 중심으로 한때 유행처럼 번진 스큐어모피즘은 초기 GUI 디자

인의 감각적 미감을 잘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Kinect와 같은 AR(augmented reality) UI는 시각의 촉

각화 현상을 UI에 활용한 예이다. 화면상에 실제의 환경에 겹쳐진 가상의

이미지로서의 요소들이 현실의 요소로 느껴지도록 하는 AR UI는 시각적

인 요소를 몸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인터랙션 디자인의 전략에서

시각적 센서빌리아들은 다른 감각을 자극하도록 활용되는 것이다. 이는 감

각적 경험의 확장이자 인터랙션 경험의 확장에 다름 아니다.

감각의 전이 현상이 가능한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감각들은 쌍으로 밀접하

게 연관되거나 감각의 원천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 형태를 띠고 있어

발생하기도 한다. 후각과 미각의 밀접한 연관은 그 예이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는 순간은 숨을 들이쉴 때가 아니라 내쉴 때라고 한다. 즉,

숨을 내쉴 때 음식의 냄새가 코를 통해 나가면서 후각을 자극하여 그 맛

을 결정하거나 배가한다는 것이다. 코를 막고 사이다와 콜라를 마셨을 때

그 맛을 분간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앞에서 미각이 시각, 촉각 등

과 협력한다고 하였지만, 후각과는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

다.

소리의 원천은 진동이다. 진동이 매질(공기)에 파동을 만들고 파동의 힘이

우리의 귀에 전달되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진동이 우리의 피부에 닿

으면 촉각이 된다. 클럽의 거대한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사운드의 강한 비

트가 실제로 몸을 쿵쿵 때리는 타격으로 느껴진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와

치의 사운드 알림 디자인은 진동을 고려하여 디자인된다. Google의 사운

드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Conor O’Sullivan은 ‘햅틱과 사운드는 모두

파동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다룹니다’고 말한다(Lupton,

2018). 스마트폰의 알림 사운드가 울릴 때 그 진동으로 인해 탁자와 주변

을 울리는 것까지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는 의미이다.

‘골전도 이어폰’이라 불리는 이어폰들은 청각 원천의 진동 특성을 활용한

다. Liron Gino의 Vibeat는 목에 걸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일종의 휴

대용 스피커이다. 이 스피커는 피부와 뼈를 진동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이 디자인은 이어폰이 귀를 덮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

나 위험을 극복하거나 청력이 없거나 부족한 이에게 소리를 들려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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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장점 외에도 진동이 소리가 되어 들리는 새로운 감각적 경험과 새

로운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Ultrahaptics의 컨트롤러는

소리의 진동을 활용한 다른 인터랙션 디자인의 예이다. 일련의 초음파 센

서를 나열한 이 컨트롤러는 귀로 들을 수 없는 영역의 소리인 초음파를

활용해 우리 손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컴퓨팅 정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83>101)

‘귀로 색깔을 듣는 남자’ Neil Harbisson102)은 학습을 통해 감각의 공유

에 의한 감각 전이 현상을 실현하였다. 그는 자신을 ‘Eyeborg(사이보그에

빗대어 스스로의 실험성을 드러내는 조어)’라 부른다. 선천적으로 색맹이

었던 그는 머리 위에 카메라를 달고 눈앞에 찍히는 장면의 색깔 정보를

소리로 변환하여 듣는다. 오랜 숙련 과정을 거친 후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

으로는 볼 수 없는 색깔을 소리로 구분해 낸다. 옷, 음식, 심지어 사람의

인상까지도 소리로 들어 구분하는 그는 저녁 만찬을 오케스트라로 표현하

기도 한다. 소리로 색깔을 판단하는 그는 반대로 어떤 음악을 듣거나 소리

를 들었을 때 곧바로 색채를 연상한다고 한다. 학습을 통해 하나의 감각

정보를 다른 감각 정보로 변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David Eagleman103)의 연구팀은 카메라를 통한 색깔 정보가 아닌 상대방

이 말하는 단어 정보를 진동으로 바꿈으로서 그 뜻을 이해하도록 시도하

였다. 이들은 베스트 자켓에 내장된 진동자들을 이용해 들리는 단어를 일

정한 규칙의 진동 패턴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실제 청각 장애를 가진 이

들에게 실험하여 소리를 듣지 않고도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놀라운 결과

101) https://bit.ly/3djmGaA, https://bit.ly/3rHPQJ3
102) https://bit.ly/3kK8TOZ
103) https://bit.ly/2WbVlSI

그림 83 전이성 사례 : Vibeat(좌), Ultrasonic controller(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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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명하였다. 나아가 이 베스트 자켓을 입고 드론과 같이 원거리에 있는

물체는 원격 조종하는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드론의 상태를 진동으로 인지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감각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 다른 감각으로 전

이가 가능한 것은 뇌의 작동과 관련 있다. 감각 정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뇌의 부위들은 실제로 입력되는 정보의 원천은 구별하지 않는다. 입력된

정보만을 해석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아가 학습된 감각 정보를

가지고 다른 감각이 구현되는 것이다.

감각 정보의 공유 현상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인터랙션으로 입력되는 감각 정보가 여타 감각으로 변이될 수 있다

는 점은 단조로울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기대치 않았던 감각 경험으로

대치함으로써 새로운 미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학습의 부담이 일종

의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감각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서로 다른 감각 간

의 전이를 고려하는 것도 인터랙션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경험 창출의 통

로가 될 수 있다.

감각의 전이 현상은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미적 경험을 증폭하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이다. Daniel Rosin의 ‘Wooden Mirror(1998)’의 인터랙션

은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작은 나무 블록으로 이루어진 거울이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각각의 블록들이 기울어진 각도와 조명으로 만들

어지는 하이라이트와 그림자로 표현하는 인터랙션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촉각적이다. 자신의 몸의 움직임이 블록들의 움직임

으로 표현되는 시각적 센서빌리아가 촉각적 감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또

한, 블록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소리, 즉 블록이 부딪히는 마찰음과

그림 84 전이성 사례 : The Infinite Crystal Universe(좌), Universe of Water(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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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음이나 모터의 작동음들이 뒤섞인 청각적 센서빌리아는 시각적 센서

빌리아와 교합하여 촉각적 감각 전이를 증폭한다. 이러한 경험이 극대화되

고 세밀화된 것이 뉴욕 기반의 Breakfast104)의 작업들이다. ‘Pulse(2019

)’105), ‘Harvard Time Capsule(2020)’106) 등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물리

적 파티클들의 회전 운동을 앞에 선 관객의 움직임과 싱크시키는 형태의

이 작업들은 마찬가지로 감각의 전이 현상을 활용한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 인터랙션은 감각 전이의 경험과 함께 관객의 적극적인 움직

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역

동성을 증폭한다. <그림 84>

도쿄 기반의 TeamLab의 대규모 설치 작업은 경험한 사람들은 ‘압도적인’

이라는 수식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공간 전체에 프로젝션된 다이나믹 이미

지 내부에 들어가는 경험이나(Universe of Water, 2018)107), 높은 천정에

서부터 늘어진 연속적인 LED 라인이 끝없이 펼쳐진 공간의 경험(The

Infinite Crystal Universe, 2018)108) 등 몰입적인 공간 경험이 인터랙션

경험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공간적 경험의 가장 큰 영향은 감각적 경험

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프로젝션 이미지나 매달린 LED 라인은 시각적

효과 이외의 직접적인 감각적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몰입의 공간에서 관객은 이미지의 역동적 움직임을 몸으로 느끼는

104) https://bit.ly/3xZm5EG
105) https://bit.ly/2ZYoaUI
106) https://bit.ly/3lx45MI
107) https://bit.ly/3DuEHND
108) https://bit.ly/3dmzVr4

그림 85 전이성 사례 : Pulse(좌), Harvard Time Capsule(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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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각의 전이가 이 인터랙션 퍼포먼

스의 경험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림 85>

이 감각 전이의 경험이 극적인 사례는 Random International의 Rain

Room(2012)109)이다. 비처럼 물방울이 쏟아지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관객

의 주위로는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쏟아지는 빗속에 물 한 방울

에도 젖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 인터랙션은 역설적으로 비에 젖지 않

음으로써 비를 더 느끼게 한다. 쏟아지는 물방울 속에서 주위로 쏟아지는

물방울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쏟아지는 빗속을 누비는 감각적인

몰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상의 빗속 경험을 직접 젖지 않고 경

험하게 함으로써 그 경험은 오히려 증폭된다. 시각과 청각의 감각 경험이

촉각적으로 전이되는 경험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6>

5.5.4 확장성(extendability)

궁극적으로 감각을 활용한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조형 전략은 인터랙션을

통해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인터랙션의 경험을 확장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 전이, 협력의 감각 현상과 이를 통한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결과적으로 감각의 확장, 나아가 감각을 통한 인터랙

션 경험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kuma Yamazaki는 ‘Sound of Drawing’(2018)110)에서 연필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릴 때 만들어내는 사각거리는 소리에 매료되어 그 경험을

109) https://bit.ly/3opWiSN
110) https://bit.ly/3xVGIBw

그림 86 전이성 사례 : Rai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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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연필을 감싸는 유연한 판을 덧댐으로써 마치

연필에 확성기를 붙인 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 사각거리는 소리를 더 선명

하게 강조할 수 있었다. 우리의 청각을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 것이

다. Simon Frambach111)의 ‘Soft Light’(2013)은 조명을 말랑말랑한 실

리콘 재질로 감쌈으로써 빛에 촉각적인 감각을 부여하였다. 만질 수 없는

빛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촉감을 부여하여 빛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표

현한 것이다. 감각의 확장은 감각을 증폭하거나 감각할 수 없는 것을 감각

할 수 있도록 표현함으로써 감각의 경험을 확장한다. <그림 87>

‘Pool Live AR’이나 ‘Seaboard Block’과 같이 다중적인 센서빌리아를 더

함으로써 인터랙션 경험을 확장하는 것은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 자주 등

111) https://bit.ly/31wTWIE

그림 87 확장성 사례 : Sound of Drawing(좌), Soft Light(우)

그림 88 확장성 사례 : Pool Live AR(좌), Seaboard Block(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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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조형 전략이다. Pool Live AR112)은 당구대 위에 당구공의 움직임

과 당구 플레이와 매칭되어 역동적으로 프로젝션된 애니메이션을 보여줌

으로써 당구의 경험을 확장하였고, Seaboard Block113)은 키보드에 터치

센서를 입혀 키보드를 눌러 음을 만드는 것 외에 터치의 자유로운 운용으

로 다양한 음향 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하여 키보드 연주의 경험을 촉각

센서빌리아를 더함으로써 확장하였다. <그림 88>

감각의 확장 개념은 감각적으로 닿을 수 없는 곳으로의 공간적 거리 혹은

감각적 거리를 확장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CocaCola의 프로모션으로 진

행된 ‘Small World Machines’(2013)114)은 서로 다른 두 도시의 광장에

설치된 거대한 터치 모니터에 각 도시의 사람들이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

는 것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벤트이다. 실제로 닿을 수 없는 먼 도시의 사람

112) https://bit.ly/31uwTyg
113) https://bit.ly/3xTpcxC
114) https://bit.ly/3Ioc0WD

그림 89 확장성 사례 : Small World Machines(상), oPhone(좌하),

inForm(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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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터치를 통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간의 촉각을 확장하

는 인터랙션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Indigogo에서 소셜펀딩

을 진행했던 ‘oPhone’115)은 서로 다른 장소의 사람들을 향기로 연결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들어진 향기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받는

쪽의 oPhone 기기를 통해 그 향기를 전달받는 것이다. 인터랙션에서 후

각 센서빌리아의 활용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 이 사례는 후각의 공간적 확

장이라는 개념적 영감을 실행에 옮긴 사례이다. Media Lab TMG의 프로

젝트인 ‘inForm’116)은 소형 액츄에이터들로 이루어진 면의 개별적 조각들

이 상하로 움직이며 면 위에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동작을 만든다.

inForm의 여러 가지 응용사례 중 하나의 데모에서, 연결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만지듯이 ‘inForm’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시연한다. 우리의 촉각을 확장한 것이다. <그림 89>

감각 확장의 궁극적인 사례는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VR 인터랙션은

시각으로 보는 가상공간의 가상 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Oculus와

같은 VR 기기의 HMD를 통해 보이는 가상의 공간에서 보조적인 컨트롤러

장치를 통해 상호작용하거나, 최근 MS의 Hololenz 2는 투명한 창을 통해

가상공간을 AR 형태로 보고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자신의 손을 인식하여

직접 가상 컨트롤을 조작하기도 한다. ‘Haptix Glove’117)는 더 나아가 가

상공간에서 만지는 촉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가상공간에 있는 가

상의 물건을 만질 수 있다거나 가상에 내리는 비가 손에 떨어지는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Kokiri Lab의 ‘Project Nourished’118)는

115) https://bit.ly/3rCR2xe
116) https://bit.ly/3ryqflH
117) https://bit.ly/3EvwiLl
118) https://bit.ly/32Uv0vn

그림 90 확장성 사례 : Haptix(좌), Project Nourished(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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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더 나아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상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실제 음식을

상징하는 가상공간의 음식을 가상으로 먹되, 실제 음식을 대신해 조류(藻

類)로 만든 블록을 먹고 냄새와 물리적 자극으로 그 맛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대담한 프로젝트는 미각 센서빌리아와 관련하여 경

험 확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상현실에서 센서빌리아들은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확장하는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직접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0>

인터랙션에서 감각이 발현되는 현상을 4개의 주요한 범주로 분류하고, 인

터랙션 디자인의 사례를 통해 해석하여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의 의미와

인터랙션 디자인에 있어 센서빌리아로서 전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요약

하자면, 인간의 감각 경험은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기억과 적극적

혹은 소극적 관련성, 즉 감각적 기억을 유발하거나 감각적 기억에 기반하

여 센서빌리아를 구성하여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경험을 증폭할 수 있다.

감각들은 서로 협력하여 다중의 감각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감각이

근본적으로 공감각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테크놀로지 발전 양상은 멀티

미디어에 맞춰 복합감각의 감각 경험을 제공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복합적

인 센서빌리아들을 조합함으로써 협력적인 감각을 활용하여 인터랙션의

감각 경험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감각은 전이된다. 시각의 촉각성을 통해 인간이 가진 대표적이고 효율적인

감각인 시각이 타감각으로 전이되어 감각 경험을 증폭할 수 있다. 특히 화

면 기반의 인터랙션 디자인에서는 시각의 촉각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2차

원의 평면성이 가지는 감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적 디자인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감각 정보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다른

감각의 발현을 자극하거나 활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습을 통해 전혀

다른 감각 정보를 다른 감각의 발현에 활용할 수도 있다. 동일한 감각 정

보나 학습된 타감각의 정보를 활용한 센서빌리아를 통해 사용자의 인터랙

션 경험을 극대화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의미의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인터랙션의 감각적 경험은 인간 감각의 확장이자 나

아가 인터랙션 경험의 확장이다. 이러한 경험의 확장은 감각적 거리를 좁

히거나 없애는 감각적 확장이자,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 능력 자체의 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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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요약

AID 모형에서 인터랙션 조형의 3개 차원 중 퍼포먼스는 인터랙션의 수

행적인 미감을 나타내는 차원이다. ‘수행적 미감’이란 인터랙션의 역동적

인 표현을 통해 창출되는 역동성의 미감을 말한다.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키네틱스, 시간과 공간, 센서빌리아를 제시하였다. ‘키네

틱스’는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들이 교환하는 행위에 동반되는 미적 움직

임으로서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다. 인터랙션 퍼포먼

스는 시간에 따라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공간’은 그 구성 요

소가 된다. ‘센서빌리아’는 감각과 관련되고 감각을 발현하는 특성을 말

한다.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다양한 감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미감으로

발현된다. 이 장에서는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개념과 구성 요소인 키네틱

스, 시간과 공간, 센서빌리아의 속성을 인터랙션 디자인의 사례들을 중심

으로 설명하였다. 앞 장의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속성들을 종합하여 보

면 <그림 91>과 같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와 같이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세부

에도 특징과 쟁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AID 모형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반

영하였다.

그림 91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구성 요소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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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틱스’ 요소의 속성들은 다른 요소들의 속성들과 다르게 어떤 성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성적인 것이 아닌 정량적인 속성을 도출하였다. 이 속

성들 또한 정성적인 형태로 정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속도를 속도감으

로 정의하거나 힘을 타격감으로 정의하는 것으로도 목표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키네틱스는 다른 요소들-특

히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므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의미의 속성들로 도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시간과 공간’ 요소는 내러티브 차원과 공유하는 요소이다. 이 부분은 4장

에서도 논의한 것과 같이 ‘시간과 공간’ 요소는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이루

는 배경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임과 동시에, 인터랙션의 퍼포먼스가 벌어지

는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이다. 내러티브에서의 시공간 속성인 순차성, 지

속성, 확장성과 퍼포먼스의 시공간 속성인 맥락성, 즉흥성, 가상성과 합쳐

져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센서빌리아’는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랙션의 요소들을 가리키

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역동성이 인간의 감각

적인 경험을 자극함으로써 미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더 부각시

키기 위하여 도출하여 독립시킨 요소이다. 인터랙션의 심미성을 감각적 경

험에 얼마나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혹은 인터랙션의 퍼포먼스를 구성하는

독립적인 요소로 부각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AID 모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인터랙션 퍼포먼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기존 수행 미학의 이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퍼포먼스가

주는 육체성 혹은 감각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 인터랙션의

조형에서도 그 역동성의 결과로 인간의 감각에 더 직접적으로 경험된다는

점,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더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인터랙션

의 조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센서빌리아’ 요소의 독립

은 당위성을 획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AID 모형에서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와 형태는 모두 전체성으로 보아야 한

다는 점은 계속 강조해 왔다. 인터랙션의 퍼포먼스와 내러티브는 비교하자

면 외현(外現)적 표현과 내현(內現)적 표현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이다. 연극으로 비유하자면 인터랙션의 퍼포먼스와 내러티브는 연기자의

연기와 시나리오의 관계로 비유할 수도 있겠다. 연기와 시나리오가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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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시나리오를 어떻게 연기로 구

현하는가는 연기자와 연출자, 관객 등에 의해서 한 편의 연극으로 녹여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인

터랙션의 퍼포먼스와 내러티브도 유사하다. 각각의 차원과 구성 요소들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인터랙션에 대한 미적 경험을 전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AID 모형의 이러한 전체성의

특성은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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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화 및 응용

지금까지 인터랙션 조형을 개념적으로 체계화하여 AID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속성들을 도출하여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기술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모형과 구성 요소들이 인터랙션의 미

적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실제적으로 확장

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의 인터랙션 조형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일관적인 인식적인 배경은,

인터랙션의 미감의 요체가 인간의 ‘경험’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실용주

의 미학에서 가지는 ‘미’에 대한 이해, 즉 대상의 시공간적 맥락과 인간의

신체적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여, 미적 체험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것과 상

통하는 인식적 접근이었다. 이는 인터랙션이 다른 디자인 대상들과 차별되

게 가지는 특성들, 즉 대화성, 역동성, 시간성의 특성들이 결국 경험성으

로 귀결되는 본질적 특성과 닮아있다는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성을 학술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지시하는 말이 ‘상

호작용성(interactiv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고에서 인용되었던 많은

연구자들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풍부한 상호작용성을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하였다.(Löwgren과

Stolterman (2004), Lowgren (2002, 2007, 2009), Lim 등(2009, 2011))

또한, 일군의 디자인 연구자들은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상호작용성의 중심

에 두고 인터랙션의 조형성이 거기에 근원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Hummels 등(2007), Djajadiningrat 등(2007), Parkes 등(2008),

Fogtmann 등(2008), Alaoui 등(2011, 2012), Hummels 등(2011), Loke

등(2013) 등) Sutcliffe와 Hart(2016)은 실험적으로 풍부한 상호작용성이

사용자의 정성적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도 하였다. 인

터랙션의 상호작용성은 ‘풍부’라는 수식어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다채롭

고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의 요체이다.

본 장에서는 AID 모형의 2개 핵심 요소인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상호작

용성을 심화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심화 연구는 두 갈래로 실험적인 방법

과 실행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적인 방법으로는 AID 모형에서 제

시된 차원들의 구성 요소와 그 속성의 메커니즘을 실험을 통해 검증적으

로 추적하였고, 실행적인 방법으로는 AID 모형에서 제시하였던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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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의 미적 속성에 대한 개념 이해를 인터랙션 디자인에 실험적으로 적

용함으로써 인터랙션 조형의 전개 과정을 AID 모형의 관점으로 구체화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6.1 내러티브의 플롯과 상호작용성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비시각적인 미학은 소설이나 시를 읽으며 얻는 미적

경험에 비유할 수 있다. 소설이나 시와 같은 서사 미학의 매체들은 시각적

으로 문자를 통해 전달되지만, 그 아름다움의 경험이 문자의 아름다움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랙션은 시각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감각 요소들을 통해 아름다움의 감성을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러티브적인 속성을 통해 비시각적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다. 서사성이

풍부한 이야기가 서사적 미감을 유발하고 확장하는 것처럼, 인터랙션 내러

티브로 풍부하게 유발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인터랙션의 미적 경

험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요소 속성이 인터랙션의 상호작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발현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실

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알아보았다. 이 실험에서는 앞에서 제시하였던 인

터랙션 내러티브의 요소 속성들 중 대표적인 3개의 속성-핵이벤트/위성이

벤트, 특이성, 순차성-을 선별하여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험은 인터랙션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과정

을 저장-수집하고, 그 수집된 결과를 일군의 인터랙션 디자인 전문가에게

미적 경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대한 정

량적인 해석뿐 아니라 디자인 과정과 디자이너의 특성을 정성적으로 파악

하여 인터랙션 내러티브 디자인의 과정이 미적 경험 상승을 위하여 어떻

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디자인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Lee, 2019).

6.1.1 실험

실험은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3개 속성들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디

자인의 결과물과 그렇지 않은 디자인 결과물의 미적 가치를 평가하여 비

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UI/UX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 4학년 학생 3명(K, L, J)에게 “음악 앱에서 새로운 재생목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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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터랙션 플로를 수행하도록 하되, 각기 다른 조건(S1~S4)을 주어 4

회에 걸쳐 각각 디자인 과정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는 포스트잇에

의도한 인터랙션 플로의 각 단계를 간략히 제시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UI 화면을 러프하게 스케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과정을 기록하였

다. 이는 일반적인 UI 스케치 과정과 다르지 않고 참가자들에게도 익숙한

방법이라 판단하였으며, 참가자들도 진행에 어려움을 표하지 않았다. 이렇

게 하도록 한 것은 인터랙션의 전체 플로와 각 단계를 기록하기 위함이었

다. 마지막 세션이 끝난 후에는 디자인 과정 전체에 대한 간략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디자인 세션의 산출물의 예는 <그림 92>과 같다. 본 실험을

진행하기 1주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이 실험 방법에 익

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동시에 설계된 실험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

차수 부여 조건 목표 요소

S1 주어진 조건 없음

S2
S1에서 작성한 플로 단계의 순서를 1개 이상 고의로
바꾸어 다시 디자인하시오

순차성

S3
[추가할 곡 검색, 곡 선택, 새로운 재생목록 만들기] 의
3개 단계를 반드시 포함하여 디자인하시오

핵이벤트/위성이
벤트

S4
플로가 [인상적이거나, 흥미롭거나, 개성적인] 플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단계를 1개 이상 포함하여
디자인하시오

특이성

표 4 실험차수별 부여 조건

그림 92 실험 산출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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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세션은 상호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다(2018.5.16.~6.12.).

6.1.2 평가

4회에 걸쳐 수집된 참가자들의 디자인 결과물들을 UI/UX 디자인 전문가

10인(교수 9인, 디자이너 1인)에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내러티브 요소의

비시각적 심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의 틀을 제

공하였는데, 평가의 기준은 Lavi와 Tractinsky(2004)의 연구에 기반 하였

다.

이들은 HCI의 미적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전통미학(Classic

aesthetics), 표현미학(Expressive aesthetics), 사용성(Usability), 쾌락

(Pleasurable interaction), 서비스의 질(Service quality)의 범주로 나누

었다. 이 중 표현미학의 하위 기준인 창의성(creative design), 매력

(fascinating design), 특별함(use of special effects), 독창성(original

design), 세밀함(sophisticated design)이 본 연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인

터랙션의 표현적인 심미성과 상응한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였다. 이 5개 항

목을 7점 척도 SD로 평가하게 하고(Q1~Q5), 추가적으로 각 산출물의 심

미적 가치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Q6). 이는 개별적인

특징과 더불어 전체적인 심미적 질에 대한 전문가의 반응을 판단해 보기

위함이다.

참여자들의 스케치가 짧은 시간에 작성된 러프 스케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의도한 플로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자들이 작성한 개별적인 스케치들을 정리된

그림 93 평가용 와이어프레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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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프레임으로 다시 그리고 이를 플로로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영상119)

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그림 93> 이때, 플로 자체의 특성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면 전환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배제하고 와

이어프레임으로 그려진 UI에 장식적인 요소와 색상을 배제한 동일한 템플

릿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설문에는 가장 높게 평가한 디자인과 낮게 평가한 디자인을 고르

도록 하고 그 이유를 주관식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량 평가와 별

개로 우수하다고 평가된 디자인을 찾아냄과 동시에, 평가자들이 어떤 부분

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했는지를 주관적 의견을 참고하기 위함이다.

6.1.3 결과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별다른 지시 없이 플로를 구성한 결과물(S1)

과 비교하였을 때 미적 평가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은 순서를

바꾸도록 한 것(S2)과 자극 이벤트를 배치하도록 한 것(S4)이었으며 핵이

벤트를 유지하도록 한 것(S3)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순서를

바꾸도록 한 것은 미적 평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자극 이벤트를 배치하

도록 한 것은 미적 평가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플로의 순서

를 바꾸는 것이 덜 심미적으로, 자극적인 이벤트를 배치하는 것이 더 심미

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119) 평가용 샘플 영상 링크 - https://bit.ly/3ubdCfq

S1 S2 S3 S4

K1 L1 J1 K2 L2 J2 K3 L3 J3 K4 L4 J4

Q1 3.8 4.6 4.4 3.9 3.8 3.7 3.6 4.8 4.7 4.9 3.5 5.9

Q2 3.9 3.9 4.5 3.9 3.2 3.7 3.7 4.2 4.6 4.5 3.7 4.8

Q3 3.9 5.0 4.4 4.2 3.4 3.7 3.3 5.0 4.8 5.3 3.9 5.9

Q4 3.8 4.8 4.5 4.0 3.5 3.6 3.3 4.7 4.4 5.0 3.6 5.7

Q5 4.0 4.3 4.9 4.3 3.4 3.8 3.3 4.1 4.4 4.5 3.5 5.1

Q1~Q5평균 3.9 4.5 4.5 4.1 3.5 3.7 3.4 4.6 4.6 4.8 3.6 5.5

p-value 0.227
0.030
＊

0.012
＊

0.087 0.429 0.459
0.012
＊

0.003
＊

0.010
＊

세션 평균 4.3 3.7 4.2 4.7

p-value 0.004＊ 0.221 0.025＊

Q6 67.2 70.8 75.8 67.9 60.0 65.0 63.7 70.9 74.8 76.0 65.0 79.1

p-value 0.409
0.044
＊

0.014
＊

0.155 0.485 0.384 0.084 0.065 0.113

세션 평균 71.3 64.3 69.8 73.4

p-value 0.005＊ 0.122 0.038＊

표 5 항목별 평균 및 t-test 결과(*：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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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순서를 바꾸도록 하였을 때 미적 평가는 낮아졌고

(4.3->3.7, p=0.004), 이는 점수로 평가했을 때(Q6)도 동일하였다

(71.3->64,3, p=0.004). 참여자 중에서 L(4.5->3.5, p=0.03)과 J(4.5->3.6,

p=0.03)가 유의미하게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으나 K는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자극이벤트를 배치하도록 했을 때 미적 평가는 높아

졌고(4.3->4.7, p=0.025), 평가 점수(Q6)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71.3->73.4, p=0.038) 참여자별로는 K(3.9->4.8, p=0.012)와

J(4.5->5.5, p=0.01)는 미적 평가 향상이 두드러진 반면, L(4.5->3.6,

p.0.003)은 오히려 미적 평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별로 보자면, 순서를 바꾸도록 하였을 때 참여자 L, J가 특별함

(Q3), 독창성(Q4)에서 유의미하게 악화되었고(L: Q3-5.0->3.4, p=0.012,

Q4-4.8->3.5, p=0.025 / J: Q3-4.4->3.7, p=0.03, Q4-4.5->3.6,

p=0.005), 특히 J는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Q1-4.4->3.7, p=0.044, Q2-4.5->3.7, p=0.034, Q5-4.9->3.8,

p=0.012). 반면, 자극이벤트를 배치하도록 했을 때 K, J가 창의성(Q1), 특

별함(Q2), 독창성(Q4)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K:

Q1-3.8->4.9, p=0.024, Q3-3.9->5.3, p=0.002, Q4-3.8->5.0, p=0.009 /

J: Q1-4.4->5.9, p=0.0004, Q3-4.4->5.9, p=0.002, Q4-4.5->5.7,

p=0.009). 반면, L은 매력(Q2)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평가가

낮아지는 의외의 현상을 나타내었다.

가장 높게 평가한 디자인에는 J4가 과반수(6회)에 의해 선택되었고, 그 외

에는 복수로 선택된 것은 없었다. 이는 정량평가의 결과와도 상응한다.

(SD 5.48, 점수 79.1) 그 이유로는 “독창성과 매력도”, “신선함”, “감성적

접근” 등의 점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거나, “기능이 좋”거나, “기능이 유

용하”거나, “주목성과 접근성” 등의 점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가

장 낮게 평가한 디자인에는 과반수에 의해 선택된 것은 없었으나 L4(3회),

L2(2회)가 복수로 선택된 것이었다. 정량평가에서는 L2가 평균최저점(SD

3.46, 점수 60) 전반적으로 “어포던스가 떨어진다”거나, “독창성이 부족”

하거나, “섬세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장단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평

가되었다.

6.1.4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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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차수별 SD 패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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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성

1차 실험은 인터랙션 플로의 순서를 변화시킴으로써 미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실험 결과 순차 변화가 미적인 효

과를 오히려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특히 L과 J가 유의미하

고 중대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SD 패턴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림 94>

L의 경우, 1차에 첨가하였던 검색필터링 단계를 2차에서 제거하면서 ‘특

별함’과 ‘독창성’에서 심대하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J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 걸쳐 유의미하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순차를 뒤집기 위해

탑메뉴에 “재생목록 추가” 팝업을 추가함으로써 플로의 특이성이 상쇄된

반면 플로의 후반부가 중복, 혼란되어 미적인 안정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5>

유추하자면, 미적 퇴행의 원인은 UI 플로에 대한 친숙성과 관련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인터랙션 내러티브는 친숙성에 기

반을 둔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에 반하는 친숙하지 않은 플로를 적용

하게 되면 그 특별함과 독창성의 질이 반드시 ‘다름’에서 추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다름’으로 인해 플로가 낯설게 받아들여짐으

로써 미적 경험이 역으로 악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

하다. 또한, 실험의 설계 자체가 참여자가 본인에게 친숙한-혹은, 사용자

그림 95 순차성 사례

(좌:L1 필터링단계, 우:J2 목록추가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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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친숙한- 플로를 구성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흐트러뜨리는 방식을 강

제함으로서 참여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플로를 구성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적 문제, 즉 플로 구성에 있어서 중복과 혼란을 유발하는 문제

를 야기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순차성

이 미적으로 극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플로의 순서를 바꾸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호작용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적어도 순차 변경으

로 인한 혼선을 만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적 완결성을 기반으로 한 순차성의

변화를 통해서 익숙함에 대한 배반이 아닌 경험적 풍부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 이벤트

핵 이벤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미적 경험에 추

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K, L, J 모두 결과물에

서 미적 평가가 극적으로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사후 인터뷰에서 드러나는데, K와 L은 제시된 핵 이벤트들(곡

찾기, 곡 선택하기, 만들기 등)은 “필수적인 태스크가 생각과 비숫해서(K)”

특별히 다른 고려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큰 플로 안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플로를 정리하는 느낌(L)”으로 접근했다고 하였다. 핵 이벤트를

추출하여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행위가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미적으로 향

상시키는 것보다는 플로를 명확히 인식하여 디자인 과정을 진행할 수 있

도록 조력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주목할 점은 3차 실험에서 K, L, J 모두 1차 실험에서와 유사한 플

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1차와 3차의 평가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게 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 개인에게 친숙한 플로 구성을 고

수함으로써 더 자연스럽게 미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유추도 가

능하다. 이는 앞서 순차성 실험에서 언급한 친숙성 효과를 반증하는 결과

이기도 하다.

특이성

자극 이벤트는 인터랙션 내러티브에 자극적인 사건을 개입시킴으로 해서

플로의 흥미를 높이고 몰입시키도록 하여 미적 경험을 극대화하는 특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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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도 자극 이벤트를 배치하도록 하였을

때 미적 평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K, J의 결과물은 전체 실험 결과물

중 SD 평가와 점수 평가 모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SD 패턴 또한

극적으로 향상됨을 보여준다.<그림 94> 특히 창의성, 특별함, 독창성 측면

에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는데, 이런 특성들은 인터랙션 내

러티브가 얼마나 차별적인가 혹은 얼마나 새로운가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들은 핵 이벤트가 아닌 보조적인 이벤트로 플로에 추가되

어 플로에 활기를 넣거나 신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함으로써 미적 경험을

극대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K는 자극이벤트로 “TV음악 찾기” 단계를 삽입하여 TV에서 방송된 음악

을 나열하여 제공하도록 한다거나, J는 기분에 따른 곡 제안 단계나 “함께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단계를 추가하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

인다.<그림 96> 이러한 차별화된 단계의 배치가 같은 플레이리스트 작성

작업에 경험적 미적 효과를 배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 이벤트로서 플

로의 미적 리듬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이벤트의 추가가 미적인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반증이다.

반면, L의 경우는 특이하게 오히려 4차에서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L

의 사후인터뷰에서 언급한 1차가 “군더더기가 많”았고 “더 간결해”지도록

유도한 것이 역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1차의 필터 단계의 롤업 대신

그림 96 자극 이벤트 사례

(좌:K4 TV음악찾기, 중-우:J4 추천, 함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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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단계를 팝업 형태로 추가하였는데 단계는 간결하나 오히려 특별함을

감퇴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앞의 분석에 대한 역의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자극이벤트의 삽입이 극적인 미적효과를 보기 위해서 간결함을 유

지하되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6.1.5 소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한 발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창적이고 특별한 자극 이벤트를 인터랙션 내러티브에 추가하는 전

략은 사용자에게 더 풍부한 미적 경험을 줄 수 있다. 자극 이벤트는 인터

랙션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플로에 가미된 보조적인 이벤트 단계인데,

이를 단순한 기능 추가의 관점에서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풍부하게 하는

자극제를 첨가한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부각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자극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는 추가적인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기보다

는, 같은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속성들에 대한 단순한 변주만으로는 미적 경험

을 풍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랙션 내러티브는 각 세부

단계들의 순차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지만, 단순히 그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

로는 미적 상승효과를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위험도 상

존한다. 순서를 바꾸는 뚜렷한 미적 목표, 다양한 시도와 검토에 기반을

둔 미적 확신 등이 전제된 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를 위

한 디자인 테크닉과 프로세스의 개발은 향후 고려할 만한 연구 주제이다.

셋째, 미적 경험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미적 안정성

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는 미적 경험에 친근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낯설게 함으로써 미적 경험이 자극될 수 있으나 단순히 낯설다고 해

서 그것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성과 심미성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

한다면, 낯설음은 사용성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미적 가치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한다. 따라서 미적인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벤트들에 대한 적확한 정의,

구성, 배열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한편, 표현적인 인터랙션 내러티브 디자인의 특질 중 창의성, 특별

함, 독창성 등은 미적 경험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매력과 섬세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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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섬세함의 측면을 보자면, 많은 단

계들을 포함하면서도 비교적 매끄럽게 플로를 전개시킨 것이 단계가 짧거

나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단계가 발견된 것보다 섬세함에서 미적으로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섬세함을 통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목

표하는 플로에 대한 충분하고 높은 레벨의 이해를 필요로 하고, 더 정밀한

디자인을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력은 자극이벤트에

의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극적이지는 않았는데, 인터랙션 내러티브

의 비감각적 특성이 감각적인 자극이 달성할 수 있는 매력의 효과보다는

강도에 있어서 작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독특한 단계를 삽입하는 방법으

로 매력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그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참조하여 인터

랙션 내러티브의 극적 향상을 위한 인터랙션 내러티브 디자인 요소에 대

한 규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자의 코멘트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자극이벤트의 배치가

내러티브적 변용인가 신기능의 추가인가의 관점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결

국 신기능을 고안하여 추가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인터랙션의 디자인을 미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도 결국

은 기능적 평가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용

성이 미적 경험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들(Overbeeke &

Wensveen(2004), De Angeli 등(2006))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랙션 내러티브에서 플로를 “사건”의 집적체로서의 내러

티브로 보았을 때 그러한 “사건”은 결국 “기능”일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

에서 “기능”을 “사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2 퍼포먼스의 키네틱스와 상호작용성

인터랙션 퍼포먼스에서 키네틱스의 요소 속성과 감성적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키네틱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도 감성에 작용하겠지만 결과적인 움직임은 개별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자들은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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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일군의 연구자들은 인체의 움직임과 감성의 상관성에 집중했다.

Amaya 등(1996)은 사람의 움직임의 속도와 공간적 강도(spatial

amplitude)를 기준으로 감성(angry, neutral, sad)과의 상관성을 알고리

즘으로 도출하려 시도하였다. 테이블 위의 물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동작

과 세 번 문을 두드리는 동작을 3개의 감성으로 표현하게 하고 이를 모션

캡처하여 주어진 기준으로 해석하고, 애니메이션 알고리듬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 하였다. Crane과 Cross(2007)는 사람의 걸음걸이 영

상을 보고 감성(anger, sad, content, joy)을 판별하도록 하는 실험을 통

해, 걸음의 속도에 따라 분노와 슬픔이 구분되거나 고개를 숙이는 자세에

서 슬픔을 강하게 느끼는 등의 연관성을 찾아냈다. Dahl과 Friberg(2007)

는 각각 다른 감성(happiness, sadness, anger, fear)으로 마림바를 연

주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의 전체와 부분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움직임과 감성의 상관성을 찾으려 하였다. 이를 다시 움직임의 속성

(amount, speed, fluency, distribution)에 따라 감성과에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분노와 행복이 슬픔과 두려움보다 더 많은 양의 움직임으로

발현되고, 낮은 속도에 부드럽고 일정한 움직임이 슬픈 감성으로 인지되는

등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Yamaguchi 등(2007)은 단순한 인체 애니메이션

의 몸동작을 강도(wide-narrow), 위치(up-down), 속도(fast-slow,

accelerated-decelerated) 등의 속성을 가지도록 제시한 후 감성(joy,

sad, angry, fear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더 활발한(wilder) 움직임

은 분노에, 높은 위치는 분노와 즐거움에, 낮은 위치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른 속도는 즐거움과 분노에, 느린 속도는 슬픔과 두려움에 연관되는 등

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Masuda 등(2010)은 라반의 에포트 인자의 속성들

을 기반으로 움직임 속성(space, time, weight, inclination, height,

area)을 상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4개의 감성(pleasure, anger, sadness,

relaxation)을 로봇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를 사용자 평가를 통

해 움직임들이 의도한 감성을 유발하는지 살펴보았다. Lee 등(2007)은 인

체의 움직임이 아닌 촉수처럼 생긴 물리적 부착물 디자인의 움직임 표현

을 통해 감성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아보려 하였는데, 속도는 감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반면 개방성 정도는 불명확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위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큰 범위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

는 속성에 분노, 행복과 같은 감성이, 그 반대의 움직임에 슬픔과 같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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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상관됨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속성으로 구성된 움직임이 상반된 감

성을 유발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감성이 단순히 개별적 움직임 속성

과 단순히 상관되지 않고 속성의 조합이 복합적으로 감성에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위의 연구들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감성을 단순

하게 대표하여 활용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감성이 확연히 구분되고 개별적

이고 독립적이기보다 상대적이고 복합적이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6.2.1 실험

인터랙션 움직임을 구성하는 속성들의 조합 혹은 패턴이 상대적으로 어떤

감성과 상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가 실험을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인터

랙션의 움직임 사례에서 어떤 감성을 느끼는지 평가하도록 하고 그 양상

을 분석하여 움직임 속성이 어떤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

이다(Lee & Lee, 2021)

먼저, 평가대상으로 AI 앱의 모션 그래픽 사례들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인

터랙션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감성적으로 충분한 표현

요소를 가지며, 평가를 위해 사용자가 쉽게 이해 가능한 익숙한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Google의 Google Assistant(A), Apple의 Siri(B),

Samsung의 Bixby(C), SKT의 NUGU(D), Amazon의 Alexa(E),

Microsoft의 Cortana(F) 등 6개를 선정하고, AI 앱의 기능들 중 동적 표

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주요 기능들 중 (1)대기, (2)사용자 인

식, (3)데이터 처리, (4)피드백 4개의 기능들에 해당하는 모션 그래픽을 추

출하였다. 그 중 Alexa의 피드백과 Cortana의 사용자 인식은 특별히 모

그림 97 평가 대상 샘플 2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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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그래픽을 동반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여 총 22개의 샘플을 추출하였

다. 추출된 모션 그래픽들은 평가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컬러를 제거하고 형태를 단순화하여 다시 제작하였다. <그림

97>120)

총 22개의 샘플은 ‘슬픈’, ‘행복한’, ‘화난’의 감성 형용사에 대하여 11점

척도(-5 매우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3개

의 감성 형용사는 Plutchik(1997)의 감성 이론에 기반하여 상대적 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평가는 2차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1차 평가

에서 20대~60대 남녀 106명이 영상 A, B, C에 대해 평가했고, 2차 평가

에서 1차에서와는 다른 20대~60대 남녀 65명이 영상 D, E, F를 평가하였

다. 1, 2차로 나누어 진행한 것은 사례의 다양성을 위해 3개사의 앱을 추

가할 필요성이 있었고, 파일럿 평가 시 평가할 샘플의 수가 많아 평가자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어 모든 샘플을 일시에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등분산검정(Levene’s test)에서 두 표본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p=0.44, >0.05). 평가는 구글 설문을 통해 온라인으

로 각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6.2.2 결과

평정된 감성 평가의 결과는 평균값을 산출하여 3개의 감성 형용사 각각에

대한 강도로 취급하였다. 감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lutchik(1997)의

Circumplex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는 감성이 유사성과 극성을 가지고

있음에 착안하여 공간상에 배치하면 색채와 같이 원형에 배치할 수 있다

는 모델이다. Conte와 Plutchik(1981)은 서로 겹치지 않는 3개의 형용사

(accepting, angry, sad)와 다른 감성어휘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감성어휘들이 원상에 배치됨을

발견하였다.

이 모델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평가한 3개의 감성 형용사(슬픈, 행복한,

화난)의 평가 값을 원형 공간 안의에 상대적인 위치를 산출해 비교하였다.

3개의 기준 감성은, Conte와 Plutchik의 연구에서처럼, 서로 독립적인 감

성으로 최대한 멀리 있을 수 있는 각도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선정한 것

이었고, 각 기준 감성에 대한 평가 값을 원형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벡

120) 샘플 영상 링크 - https://bit.ly/3DCBG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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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라 가정하여 벡터 합으로 계산하고 합벡터의 각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배치한 것이다(Lee, 2008). 다만, 시각적 편이를 위해 Plutchik의

Circumplex model과 반대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높은

강도를 나타내도록 표시하였다. 시각화에는 Processing 3.5.3을 활용하였

다.

<그림 99>는 22개의 샘플의 평가 결과를 원상에 배치한 시각화 결과이다.

각 라인의 길이는 감성의 강도를 나타내고 배경의 구분된 개별 영역들은

감성의 전반적인 특성을 정의한 것으로 해당 위치의 감성적 특성을 참고

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적으로 원의 주변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제시된 감

성단어들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였는데 배치된 샘플의 감성 특성을 이해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98 평가 결과의 Circumplex Model 상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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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분석

키네틱스 패턴의 감성 특성

도출된 감성 평가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추출된 모션 그래픽 샘플

들의 움직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속성에 따른 패턴을 탐색하였다. 라

반의 에포트 범주의 속성들을 기반으로 움직임의 패턴을 정의하였는데, 무

게는 ‘무거운/강한~가벼운/약한’, 시간은 ‘느려지는~빨라지는’, 흐름은 ‘통

제되는~자유로운’, 공간은 ‘직접적인~간접적인’을 범례로 움직임 세부를

정의하였다. 정의 과정에서 각 속성들의 양단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이

존재함을 발견하고 각 기준에 ‘중립’을 추가하였다.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이해하기 위해, 각 패턴을 점과 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99>

감성원상에 배치된 각 샘플들의 위치는 절대적인 감성을 표시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감성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상의 위치를 통해 각

샘플이 자극하는 개략적인 감성적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를 바탕으로 샘플의 움직임이 가지는 속성 패턴과 감성적 특성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감성 발현에 움직임의 개별 속성이 어떻게 작

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전반적인 분포에서 원형의 좌상 측에 치우쳐 몰려있고 우하 측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의 감성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대상 모션 그래픽들이 상업적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된 것들이다 보니 긍정적인 감성을 활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우하 구역의

부정적 감성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좌상의 긍정적 감성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많은 수가 중앙 쪽에 몰려있는 것은 전반적

그림 99 키네틱스 요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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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성의 강도가 약하다는 뜻으로서, 인터랙션에서 모션 그래픽을 적용할

경우 극단적으로 강한 감성을 자극하기 보다는 약한 강도의 감성으로 보

조적인 역할에 충실하려는 디자인 경향성을 보여준다.

22개의 샘플들 중에 2개 이상 같은 움직임 패턴을 가지는 것은 모두 5종

이었다. <그림 100> 강하고 무거운 무게-빨라지는 시간-자유로운 흐름-간

접적인 공간의 패턴(P1)은 6개의 샘플(A2, A3, B2, B3, C2, E3)에 등장하

여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패턴이었다. 이 패턴은 화남에서 기쁨까지의

감성을 포함하고 있다. 감성 형용사로 보자면 ‘행복한, 기뻐하는, 기분 좋

은~충동적인, 적대적인, 화난’에 이르는 감성을 포함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흥분되고 자극된 감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패턴

을 나타내는 샘플들은 2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행복한 감성에 가까운

그룹(A2, A3, C2)과 화난 감성에 가까운 그룹(B2, B3, C2)이다. 특징적으

로 전자는 후자보다 더 강한 감성 강도를 보인다. 같은 패턴임에도 간접적

인 공간 속성의 정도 차이에 의해 이러한 구분이 생겼다고 분석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논의한다. <그림 101>

약하고 가벼운 무게-통제된 흐름의 패턴(P2)을 가진 4개의 샘플(A1, C3,

그림 100 5개의 빈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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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D4)이 있었다. 이 패턴은 믿음과 수용의 감성 범위에 집중적으로 나

타나고 강도도 비교적 강한 편이다. P2와 유사하지만 시간 속성만 느려

지는 P3은 3개의 샘플(A4, D1, E1)에 나타나고 P1처럼 비교적 넓은 범

위의 감성을 나타내는데, 평균적으로 두렵고 산만하고 심란한 감성이라

고 할 수 있다. P2와 P3은 무게와 시간이 P1과 반대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02, 103>

약하고 가벼운 무게-느려지는 시간-자유로운 흐름-간접적인 공간의 패

턴(P4)은 3개의 샘플(C1, C4, E2)에서 발견되고 다소 부정적인 감성 범

위를 커버한다. P3보다 더 산만하거나 소심한 감성을 나타내거나(C1,

C4), 강도는 약하지만 지루하고 짜증스러운 감성에 연관되기도 한다(E2).

마지막 패턴인 P5는 2개의 샘플(F3, F4)에 나타나고, P4와 완전한 대칭

으로 강하고 무거운 무게-빨라지는 시간-통제된 흐름-직접적인 공간의

특성을 가지는데, 감성적으로는 P1의 감성영역과 겹치는 것을 볼 수 있

다. P1과 비교했을 때 무게, 시간 속성은 동일하나 흐름 공간 속성은 반

대인 패턴인데, 여기서 무게, 시간 속성이 감성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

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04, 105>

그림 101 P1 : A2, A3, B2, B3, C2, E3(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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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P4 : C1, C4, E2

그림 103 P3 : A4, D1, E1

그림 102 P2 : A1, C3, D3, D4(위부터)

그림 105 P5 : F3,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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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들을 비교하면 각 패턴의 특성이 더 드러난다. 강한 힘으로 빨라지

면서 자유롭게 흩어지는 움직임 패턴(P1)과 반대되는 패턴 즉, 가볍게

느려지면서 규칙적으로 모이는 패턴(P2, P3)은 감성적으로 차이를 보인

다. 전자가 즐겁고 적극적인 감성이라면 후자는 산만하고 소극적인 감성

의 경향이 있다. P2, P3의 감성은 각각 수용적인 쪽과 산만한 쪽으로 쏠

리는 경향을 보인다. 두 패턴에서 시간 속성만이 중립(P2)과 빨라지는

(P3)의 차이가 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시간 속성의 영향이 강하게 작

용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가볍게 느려지면서 자유롭게 흩어지는

움직임 패턴(P4)은 부정적인 감성 측에 위치하는데, 전반적인 상업적 어

플리케이션의 움직임 구성이 긍정적인 감성을 추구한다는 것과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P5는 육중하면서 빨라지는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으로 모이는 패턴으로 P1과 유발되는 감성에 차이가 없다. P1과

P5는 같은 무게와 시간을 공유하지만 흐름과 공간 속성은 정반대이다.

무게와 시간이 흐름과 공간에 비해 감성 유발에 더 큰 작용을 한다고 유

추할 수 있다.

키네틱스의 개별 속성의 감성 특성

P1, P5와 P2, P3, P4는 유발하는 감성이 서로 대칭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즐겁고 적극적인 감성의 영역에, 후자들은 수용적이면서 산만한 감성의 영

역에 위치한다. 그런데 두 그룹의 개별 속성의 차이를 보면 무게와 시간

속성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흐름과 공간 속성은 그 구분과 일정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무게와 시간의 속성이 이러한 감성적 유발에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어떤 흐름과 공간인가와 무관하게, 육중하면서 빨라

지는 움직임이 역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즐거운 감성을 유발하고, 가벼우면

서 느려지는 움직임은 수용적이고 수줍으며 산만한 감성을 유발한다고 유

추 가능하다.

P2와 P3의 패턴을 상세히 보면 다른 속성들은 동일한데 시간의 속성만

전자는 중립적인 반면 후자는 느려진다. 그런데 유발된 감성은 P2가 수용

적이고 포용적인 반면, P3은 더 소극적이고 산만한 감성의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시간의 속성, 즉 움직임의 속도를 점점 느리게 함으로써 움직임

의 감성의 소극성과 산만함을 증대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P1-P2-P3로 이어지는 시간 속성은 ‘빨라지는-중립-느려지는’으로 연속적

인 변화 양상이다. 그에 따라 감성의 변화가 흥분되고 즐거운 것에서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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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산만한 것으로 변화한다. 움직임의 시간 속성, 즉 빨라지거나 느려

지는 속도의 변화 패턴이 이러한 감성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P3과 P4의 패턴을 비교하면 무게와 시간의 속성은 약하고 가벼우면서 느

려지는 움직임으로 동일하지만, 흐름과 공간 속성이 전자가 통제되고 중립

적인 공간 속성인데 반해 후자가 자유롭고 흩어지는 특징을 보여 서로 대

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패턴이 유발하는 감성의 범위는 공유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자에 비해 후자가 우수와 비탄의 감성 쪽으로 치우

쳐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흐름과 공간 속성

은 가볍고 느린 움직임의 경우 자유롭게 흩어지는 움직임에서 슬픔의 감

성을 더 유발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P1의 패턴에 속하는 샘플들은 A2, A3, C2와 B2, B3, E3의 감성적 그룹

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전자가 즐겁고 흥분된 감성이라면 후자는 흥미

와 짜증이 뒤섞인 성마른 감성이고 감성의 강도도 전자에 비해 약하다. 개

별적인 샘플들의 세부적인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두 그룹의 차이는 공간

적인 움직임의 특성에 있었다. 모두 분산해하여 움직여 퍼지는 간접적인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자 그룹의 경우 중심의 선을 기준으로

이동하며 확장하거나(B2), 중앙의 유선형이 순식간에 양 옆으로 퍼지며 빠

르게 사라지는(B3) 것 같이 불규칙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간접적인 공간의 특성이라 할(붙여 쓰기)지라도 그 정도의 차이

에 따라 전혀 다른 감성을 유발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움

직임 특성의 패턴에서 공간적으로 산만하고 불규칙한 움직임의 정도

(amount)를 높이면 흥분의 감성을 짜증이나 조급한 감성으로 변화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06>

6.2.4 그 외 발견점

이 외에도 분석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단계별

기능에 따른 유발 감성이다. <그림 107>에서 보듯, 기능에 따라 점유하는

그림 106 B2(상), B3(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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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영역이 상이하고, 감성의 강도도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수

행하는 기능의 목적과 중요도에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인식과

데이터 처리는 대기와 피드백 단계보다 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감성 영

역에 분표하고, 데이터 처리는 사용자 인식 단계와 유사한 영역에 분포

하지만 상대적으로 강도가 훨씬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브랜드에 따라 감성 유형이 달라지는 점도 흥미롭다. Google

Assistant와 Cortana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하고

활기찬 영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 반면, Bixby와 Nugu는 그보다 소

극적인 감성 영역에 위치하며, Alexa는 우울하고 침체된 감성 영역을 점

유하는 점은 의외이다. 그 중 Siri의 양상이 독특한데, 다소 ‘공격적’이거

나 ‘짜증을 내는‘의 감성 영역과 수용적이고 소극적인 감성의 상반된 영

역이 양존한다. 이는 Siri를 건방진(sassy) 성격을 입히고자 한다는 주

장(Garber, 2013)과도 일치한다. 이것은 움직임의 구성으로 결국 브랜드

의 감성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림 108>

그림 107 기능에 따른 감성 : 대기, 인식, 데이터 처리,

피드백(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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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소결

결과적으로 특정한 키네틱스의 속성 패턴에서 유사한 감성이 유발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강한 강도로 빨라지면서 자유롭게 흩어지는 패턴

의 움직임이 즐겁고 경쾌하며 능동적인 감성을 유발하여 상업적 어플리케

이션의 표현적인 인터랙션 움직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성이 가장 많

은 움직임 패턴이었다.

키네틱스의 움직임 패턴을 구성하는 특정 속성들의 양상이 유발되는 감성

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무게(힘)와 시간(속도)은 무게감 있고

빨라지는 움직임과 약하고 느려지는 움직임 간에 적극적 감성에서 소극적

감성으로 변하는 것에 작용하였고, 특히 시간, 즉 움직임의 속도는 느려질

수록 더 산만한 감성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의 속성은

그 자체로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속성에서의 정도에 따라

서도 유발되는 감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키네틱스의 움직임 패턴과 유발 감성 간의 상관성에 대한 세밀한

이해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통해 의도에 따라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을 조

그림 108 브랜드에 따른 감성 : Google, Siri, Bixby, Nugu, Alexa, Cortana(좌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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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결과에서 보듯 실제

디자인된 움직임들은 기능에 따라 움직임의 질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더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움직임 디자인을 통

해 어플리케이션의 감성적 목표를 설정하고 의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사용된 샘플들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상업 어플리케

이션에서 발췌한 것이었기 때문에 표현되는 감성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

고 적극적인 축에 몰려 있어,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침체되거나 격정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움직임 속성 패턴의 변화 양상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산술적으로 34개의 패턴을 만들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 2회 이상 중복 출현하는 5개의 패턴에 대해서만 감성적 경향성을 살펴

본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한 패턴을 감안하더라도 제외된 다른

다수의 패턴들의 상황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한계점이다.

또한, 기존 샘플에서 추출된 움직임에서 형태적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려

고 의도하였지만 그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외된 패턴

조합에서, 형태적으로 제어된 움직임을 독자적으로 디자인한 상태에서 평

가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 보는 것은 본 연구와 연장선상에서 인터랙션 움

직임 패턴의 감성 특성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주제이다.

6.3 퍼포먼스의 센서빌리아와 상호작용성

감각 경험은 미적 경험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앞에서 인터랙션 퍼포먼스

의 역동성은 감각적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심미적 흥분과 감성을

유발하도록 작용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감각적 경험의 풍성함은 인터랙

션을 구성하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미적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감각 경험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랙션을 조형하기 위해 인터랙션에 센서빌리아들을 배치하

고 조정한다. 센서빌리아의 속성을 적절히 적용하여 인터랙션에서 어떻게

감각이 발현될지 예측하거나, 제한적인 감각 경험을 확장 혹은 증폭하거

나, 완전히 새로운 감각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된 인터랙션 퍼포먼스에 있어서 센서빌리아의 속성

에 대한 이해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컨셉을 개발하고 실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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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터랙션 조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센서빌리아의 속성을 어떻게

응용하여 인터랙션 조형을 차별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나아가 인터랙

션 퍼포먼스와 인터랙션 조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인터랙션에 대한 미

적 경험인 상호작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인터랙션 조형의 과정에 내러티브와 퍼포먼스 개념을 도입하

여 봄으로써 AID 모형의 개념들을 인터랙션 조형의 전개 과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AID 모형을 인터랙션 조형을 이해하는 틀로서 어

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들을 모색하였다.

6.3.1 컨셉

인간이 지닌 감각은 민감하고 왕성하게 외부 세계를 감지하여 생명의 유

지나 생활의 이득을 위한 직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감각을 통한 정보들은 인간의 감성적 경험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천들이다. 인터랙션에 대한 감각적 경험은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

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센서빌리아는 인터랙션 조형을 이루고 있는

감각 경험의 원천 요소들이며, 인터랙션 퍼포먼스 차원의 수행적 경험을

자극한다.

센서빌리아의 속성들 중 ‘전이성’은 어떤 감각이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성질을 말한다. 앞에서 이 속성의 대표적인 2개의 양

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시각의 촉각성’과 같이 감각적 경험에서 기인하

여 인지적으로 다른 감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서로 다른 감각이 같은

감각 신호를 공유하여 서로 다른 감각이 옮겨가는 듯 느끼게 되는 것이

그것이었다. 센서빌리아의 견지에서 보자면, 전자는 색상, 재질, 질감과 같

은 물리적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가지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인터랙션

의 구성을 통해 제3의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후자는 어떤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신호를 다른 감각을 자극하는데 사용하는데 센서빌리아는

신호의 다른 접촉점을 제시하거나 존재하는 감각 신호를 다른 감각 경험

을 발현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이러한 센서빌리아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숨은

감각’이라는 컨셉에 도달하였다. ‘숨은 감각’이란 인간이 가진 감각적인 능

력임에도 불구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감각을 말한다. 이 ‘숨은 감각’을

스스로 발견함으로써 인간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해 감각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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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확장하고 증폭하며, 이 경험적 증폭은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수행적

미감의 발현이라는 컨셉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숨은 감각’,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면서도 감지

하지 못하는 감각적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중 주목하

게 된 것이 눈깜빡임이다. 1분에 20회 이상의 횟수로 일상적으로 무의식

적으로 만들어내는 움직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

거나 누군가에게 윙크를 하거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눈

깜빡임을 의식하지 못한다. 눈깜빡임을 위해 우리 몸의 운동감각적

(kinesthetic) 능력이 동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눈깜빡

임의 특징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의 방법으로서 눈깜빡임을 의식적으로 사

용하게 했을 때 의식적인 눈깜빡임의 인식이 감각적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그 감각적 깨달음이 경험적인 증폭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숨은 감

각에 대한 인식과 발견이 인터랙션을 통한 감각적 경험의 확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컨셉의 방향성은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에 대한 조형 컨셉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과장’과 ‘흉내’로 요약될 수 있다. 내러티브의 측면에서,

눈깜빡임의 이벤트들을 통해 기대치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을 유발하고,

이 놀라움의 인지를 기화로 지속적인 재행(在行)으로 이어지는 이벤트의

흐름을 만들고자 하였다. 퍼포먼스의 측면에서, 눈깜빡임을 만드는 움직임

과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상적 생명을 표현하고 빠

르고 간결하며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근원이 자신의 눈깜빡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동감각적인 자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더 드러나

게 하는 ‘과장’과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하는 ‘흉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인터랙션을 조형하였다.

6.3.2 초기 디자인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초기 실험으로서 ‘Big Eye’라는 간단한 프로젝트

를 제작하였다. ‘Big Eye’는 화면상에 단순한 그래픽으로 표현된 거대한

눈알이다. 이 눈알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눈깜빡임이다. 그 앞에서 눈을

깜빡이면 거대한 그래픽 눈이 그 눈깜빡임에 맞춰 같이 깜빡이는 것이다.

눈알을 과장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눈이라는 기관을 두드러지고 낯설게 만

듦과 동시에, 인간의 눈깜빡임을 흉내냄으로서 감각적으로 연결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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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센서빌리아의 전개의 목표는 눈깜빡임의 숨은 감각을 증폭

하여 전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인터랙션의 조형은 컨셉 개발에서의 내러티브와 퍼포먼스 초기 컨셉의 경

험을 증폭하는 세부적인 조형 전략들을 발견하는 것이 ‘Big Eye’ 디자인

의 목표였다. ‘Big Eye’는 Processing 3.5와 FaceOSC 1.11을 활용하여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109> 전체화면에 뿌려진 눈

모양의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웹캠으로 감지된 눈깜빡임에 반응하는 형태

인데, 더 드라마틱한 경험을 위해 벽면에 크게 프로젝션된 눈알 이미지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초기 디자인 실험으로서 비공식적으로 주변인 등에게

체험하도록 하여 반응을 보는 방법으로 디자인 의도가 전달되는지 관찰하

였다.

관찰을 통해 발견한 지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이 인터랙션 디자인의

핵심적인 경험은 ‘놀라움’이라고 할 수 있었다. 화면상의 눈이 나의 눈에

맞춰 깜빡거리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놀라움이었다. 처음부

터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인터랙션의 특징을 쉽게 발견하였고 그 발견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놀라움의 근원은 ‘압도적임’

과 그에 의한 ‘낯설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놀라움이 눈알 이미지의 크

기가 커질수록 더해졌기 때문이다. 과장된 눈알의 이미지가 나의 눈깜빡임

에 맞춰 깜빡거리는 것을 마치 자신의 눈이 과장되게 반영되는 것처럼 느

껴짐에서 오는 낯설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눈깜빡임에 대한 의

식적인 ‘깨달음’의 경험이 있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얼굴 인식과 눈깜

빡임 인식 기술의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깜빡임 인터랙션이

그림 109 Big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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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반응의

부재가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거리게 하도록 이끌었고, 더 의식

적으로 자신의 눈깜빡임을 인터랙션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게 됨으

로써 감각적 인식의 경험을 최대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초기 실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랙션 조형을 발전시켰다. 인터랙

션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과장과 흉내 전략을 유지하되, ‘놀라움’과 ‘깨달

음’의 경험을 최대화하는 인터랙션 조형의 세부로 나아갔다. 이를 위해서

센서빌리아를 더 강화하여 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방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눈깜빡임을 디지털 화면이 아닌 물리적으로 구현

된 3차원 오브제 형태로 발전시켰다. 과장된 눈의 형상을 가지고, 관객의

눈깜빡임을 감지하여 그것에 따라 깜빡거리는 움직임을 만드는 눈알 로봇

형태가 그것이다.

6.3.3 Numb

Numb은 30cm의 지름을 가진 과장된 크기의 눈알 모양의 인터랙티브 인

스톨레이션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 과장된 크기는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낯설음’을 강화하기 위해 부여한 조형이다. 비현실성의 낯설음에 의해 관

객이 시각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눈깜빡임이라는 움직임을 부각하고 상

호작용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증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전자는 인터

랙션의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전략이라면, 후자는 퍼포먼스를 강화하는 전

략이다.

무엇보다 디지털 가상으로서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물리적 개체로 전화시킴

으로써 새로운 센서빌리아들을 부여하려 하였다. 실제적 움직임은 가상의

움직임보다 더 강렬하고 직접적인 감각적 경험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

았다. 이 강렬한 감각적 경험은 ‘숨은 감각’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증폭하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Numb은 거대 눈알 형태의 내부에 2개의 스테퍼 모터로 하나는 눈알의

움직임을 다른 하나는 눈꺼풀의 움직임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 모터들은

A4988 기반 드라이버를 통해 라즈베리파이로 구동되도록 하였다. 눈알에

는 작은 카메라를 내장하여 실시간으로 관객의 얼굴을 캡쳐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이 거대한 눈알 로봇은 150cm 높이에 올려져 관객의 눈높이

에 놓이도록 하였다. <그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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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품들은 3D 프린트하여 제작하였다. 특히 눈동자의 디자인의 표현

에 집중하였다. 이 역시 비현실성과 관련 있다. 다른 부분들은 3D 프린트

의 딱딱한 느낌을 유지하되 눈동자에서는 실제성을 부여함으로서 인간의

눈이라는 상상력을 더 자극하면서도 과장된 커다란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비현실성이 역시 상호작용의 경험을 증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눈동자의 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실제적인 눈동자의 질감을 UV 매핑

된 이미지로 프린트할 수 있는 특수 3D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Python 3.0과 dlib 라이브러리 활용하였다. 눈알

부위의 카메라를 통해 입수된 비디오 이미지를 분석하여 얼굴의 존재와

위치를 찾아내고, 얼굴에서 face landmark를 찾았다. 전자를 바탕으로

눈알을 회전시켜 얼굴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후자를 이용해 눈 부위의

EAR(Eye Aspect Ratio)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눈깜빡임을 감지도록 하

그림 111 Numb의 구조

그림 110 N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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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에 맞게 눈꺼풀을 구동하도록 하였다. <그림 111>

Numb은 전시를 통해 관객의 경험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물리적 메커니즘

으로의 전화를 통한 센서빌리아의 전개는 의도했던 것과 같이 인터랙션의

경험을 증폭하였다. 물리적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큰 움직임과 마찰음은

가상의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감각적 경험을 일으켰다.

이는 개념적으로 같은 전략의 내러티브와 퍼포먼스를 가지고 센서빌리아

를 변화시켰을 때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발견점은 눈동자의 표현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 검정의 무미하게

표현한 눈동자를 더 실제적인 투명 눈동자 표현으로 교체하였을 때 감각

적으로 더 강렬함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는 ‘놀라움’과 ‘낯설음’이라는 경

험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눈동자가 더 실제적일수록 전달되

는 감각적 경험이 더 강렬해 지는 것이다. 이는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추가로 진행하도록 한

다.

6.3.4 kam

Numb의 개발 과정에서 프로젝트는 ‘규모(scale)’의 변화를 통한 효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사실 Numb은 프로젝션된 이미지로

서의 초기 ‘Big Eye’보다 크기나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

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감각적 강렬함은 정반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 규모 변수를 더 작게 했을 때 센서빌리아는

또다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kam은 Numb의 축소 버전으로, 지름 10cm 크기의 작은 눈알 로봇으로

제작하였다. 축소 버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눈알보다는 과장된 크

기이다. 다만, 작은 크기의 눈알 로봇은 인간에게 더 가까운 위치와 환경

에서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었다. 웹캠의 위치와 유사한 범위에

서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생각한 것이다. Numb과는 다르게 kam은 일상

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눈깜빡임에 반응하

는 로봇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112>

이 디자인에는 Numb이 가지는 경험적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실

용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추가된다. 웹캠이나 CCTV와 같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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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카메라들이 존재한다. 전자의 카메라가 실시

간으로 우리의 눈깜빡임을 복제하고 있다면,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

는 사람이 이를 의식하게 된다면 사용자의 관심을 돌림으로서 눈의 피로

를 저하할 수 있다. 후자의 카메라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최대한 자신의 존

재를 감춘다. 이를 더 인상적으로 드러내어 눈알의 모양으로 한다면 그러

한 감시의 의미가 더해진다.

kam은 3개의 서보 모터로 구동된다. 2개의 모터는 눈알을 두개의 축으로

움직이는데 사용되고, 1개는 눈꺼풀을 움직이는데 사용된다. 눈알에는 작

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캡쳐한다. 모터의 구동과 소프트

웨어 작동은 작은 크기를 감안하여 Numb과는 다르게 ESP32-CAM 보드

를 활용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품은 3D 프린트하여 제작하였고, 눈동

자의 실제성도 마찬가지 특수 프린트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구동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Python 3.0과 dlib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였지만, ESP32-CAM 보드의 프로그래밍은 Arduino IDE를 활용하였다.

두 환경 간에는 무선 통신으로 이용해 데이터를 교환하였다. Python 프로

그램은 입수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얼굴의 존재와 위치, 눈깜빡임의

계산을 수행하여 그 값을 ESP32 측으로 무선으로 보내고 ESP32는 그것

을 바탕으로 서보 모터를 구동하여 눈알과 눈꺼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그림 113>

결과적으로 kam의 조형은 Numb과 비교함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차원에서, ‘규모’를 줄임으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캐릭터의 변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크기에 따른 위압감이

사라짐과 동시에 더 친근한 감성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성격의 급격한 변

화를 보여주었지만,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눈깜빡임이 만들어내는 속도가

그림 112 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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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것과 그에 따라 더 잔망스런 마찰음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감각적

인 캐릭터 또한 친근해졌다. 경험한 관객의 반응 또한 kam의 인상을 ‘귀

여움’에 가깝게 표현한 것은, Numb에 대해 ‘섬뜩함’으로 표현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낯설음’의 표현이었다.

이를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차원으로 해석하면, ‘규모’의 변화가 자연스럽

게 센서빌리아를 재구조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혀 다른 센서빌리아

가 감각적 경험의 질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인터랙션 조형의 질을 변화시

킴을 알 수 있다. 다르게 보면, 물리적 인터랙션의 경우 이러한 규모의 요

소가 센서빌리아의 변화와 강한 상관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6.3.5 결과 및 토의

Numb과 kam은 각각 전시를 통해 소개되었다. Numb은 SIGGRAPH

ASIA 2019의 Art Gallery에 전시(Lee, 2019)되었고, kam은 2019년 6월

서울대학교, 2020년 2월 Calton대, 2020년 SIGGRAPH ASIA 2020의 Art

Gallery에 전시(Lee, 2020)되었다. 전시 과정에서 관객의 상호작용 상황을

격식 없이 관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 의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인

터랙션에 대한 관객의 경험 양상에 대한 주요한 발견점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숨은 감각의 발견

의도했던 바와 같이, 관객의 행동에서 자신의 눈깜빡임을 인식하고 의식적

그림 113 kam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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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눈깜빡임을 교환하는 행동을 보였다. 처음 자신의 눈깜빡임이 흉내

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일단 발

견하고 나면 더 바싹 가까이 접근하거나 눈깜빡임을 신중하고 느리게 하

는 행동을 보였다. 자신의 눈깜빡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간의

운동감각적(kinesthetic) 요소를 흉내 내는 센서빌리아가 반대로 인식하지

않던 감각을 발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눈알이 관객의 얼굴을 따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정확히 눈

깜빡임을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었고, EAR의 불규칙한 변화가 오류 깜빡임

을 만들어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 깜빡임이 오히려 관객을 더욱

자신의 깜빡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터랙션에 몰입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kam의 경우, 임계치를 너무 낮게 잡아 이 오류 깜빡임이

너무 자주 만들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관객에게는 마치 애

완동물이 자의에 의해 깜빡이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더 친근하고 귀엽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는 Numb에서는 보이지 않는 감성적 연결성

으로서, 같은 눈꺼풀의 움직임이지만 퍼포먼스의 키네틱스에 있어서 작고

빠른 움직임이 귀엽게 받아들여지고 큰 움직임이 더 징그럽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반응으로부터 일상의 사소한 움직임을 인터랙션의 소재로

활용하여 드러냄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터랙션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소하

고 인지하지 못했던 일상의 감각이 인터랙션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됨으로

써 새로운 경험을 창출할 수 있다.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효과

당초 디자인 의도는 조형적으로 눈알의 이미지를 투사하되 단순화한 형태

를 추구하였다. 눈알의 움직임이나 눈꺼풀의 움직임도 여러 기술적인 한계

로 인해 실제적인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만, 조형과 움직임의 인지

적 구성이 눈의 동작이라는 암시를 주고 그 실제성은 관객의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반응을 보면 그러

한 모호성이 과장된 눈알이라는 미학적 표현을 무화하지는 않았다고 보여

진다. 관객들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거나, ‘어색하다’는 반응보다 ‘무섭다’

거나 ‘징그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많은 부분 실제적인 눈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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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인 눈동자를 가진 눈알이 자신을

향해 움직이고 그 눈이 자신의 깜빡임을 따라하는 동작과 결합되어 그러

한 감정을 유발한 것이다.

여기에는 인터랙션 센서빌리아의 차원에서 시사하는 점이 있다.

Mori(1970)의 “불편한 골짜기(Uncanny Valley)”가 로봇 그리쳐 전체가

아닌 부분적 실제와 결합된 상상력으로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아가 이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이라기 보다는 상호작용의 경험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역겹거나 무서운 상황

을 목격했을 때 소름이 돋듯, 불편한(Uncanny) 경험이 주는 촉각적 반응

이 인터랙션의 감각적 경험으로 발현 혹은 증폭된다.

소리의 촉각

관객들이 자주 언급한 강한 인상은 소리에 관한 것이었다. Numb과 kam

각각에 사용된 다른 종류의 모터의 소리와 각각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마찰음이 그들에게 기묘한 기분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소리 자체의 촉

각적 질이 두 눈알의 기계적인 움직임이 주는 감각적인 인상과 함께 배가

되면서, 자신의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눈깜빡임의 감각적 경험을 증폭하

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부가적으로 크기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는 기계음과 마찰음의 무게감이

크기의 차이를 전달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Numb은 그 크기로 인한 원심

력으로 인해 kam에 비해 느린 움직임을 만드는 반면, kam의 깜빡임은

재빠르고 속도감이 있어 경쾌한 움직임을 만든다. 이 물리적인 속도 차이

는 소리의 질감 차이와 동시에 전달되어 두 눈알에 대한 감각적인 인상을

배가한다. 물리적 크기의 차이가 만드는 소리에 대한 관객의 기대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인상적인 반응에 의하면 이 소리

가 인터랙션의 감각적인 경험을 배가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터랙션 퍼포

먼스의 키네틱스와 센서빌리아가 조합되어 서로 다른 인터랙션 경험을 창

출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6.3.6 소결

이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인터랙션 디자인을 통해 인터랙션의 과정에서 인

간의 숨은 감각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감각적 경험이 증폭되는 현상을 실

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이 인터랙션의 미적 경험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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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 개의 다른 크기의 과장된 눈알 로봇을

만들어 사람의 얼굴을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눈깜빡임을 따라하도록 디자

인하고 전시하였다. 관객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인터랙션의 감각적

경험의 상승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 인터랙션 조형에 있어서 센서빌리아의 속성이 만들어내는

감각적 경험이 어떻게 인터랙션에 대한 미적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숨은 감각’이라는 인터랙션의

컨셉이 센서빌리아의 속성 중 전이성에서 출발하였다는 점과 인터랙션 조

형을 이루고 있는 물리적 요소들의 변화가 감각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은 이 실험적 디자인에서 실증한 것들이다.

또한 인터랙션의 컨셉 개발과 조형 세부 개발의 과정에서 AID 모형의 내

러티브와 퍼포먼스 개념을 틀로 활용하여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듯, 내러티브와 퍼포먼스 차원과 그 구

성 요소들이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요소에 대한

변화가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어 전체 인터랙션 경험을 변화하게 만든다

는 전체성의 관점을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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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7.1 결과 및 의의

본 연구는 인터랙션의 조형의 개념 정립하고 체계화하여 구조화된 모형의

형태로 제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터랙션 조형’

을 디자인 대상으로서의 인터랙션을 미적으로 조직하는 행위와 과정, 혹은

그 결과로 정의하였다. 인터랙션의 조형은 인터랙션을 표현하는 물리적이

고 가시적인 외적 형태(形態)와 비물질적이고 비시각적인 행태(行態)를 포

함한다는 점에서 차별되며, 따라서 그 물리적 조형성은 물론, 인터랙션의

역동성, 시간성, 공간성, 감각성 등으로 발현되는 미감을 포함하는 개념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을 AID 모형(Aesthetic Interaction Design Paradigm)라 하

였다. 이 모형은 크게 형태(Form), 내러티브(Narrative), 퍼포먼스

(Performance)의 차원으로 구성된다. 인터랙션의 설계에서의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요소(elements)는 미적 균형과 절제, 개성적인 표현을 가미한

‘형태’로 대응되어 하나의 차원을, 요소들 간의 관계(relations) 속에서 창

출되는 심미성은 인물들 사이에 펼쳐지는 사건의 연속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미적 서사와 유사하다하여 ‘내러티브’라는 또 다른 한 차원을, 마지

막으로 인터랙션에서의 행위(actions)는 심미적으로는 단순 기능으로서의

행위를 넘어 미적인 연행(演行) 혹은 수행(遂行)에 대응하여 ‘퍼포먼스’라

는 차원을 이룬다. 이 중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와 퍼포먼스는 인터랙션의

심미적 조형성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개념들로 판단하여 심층적으로 탐색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 서사 미학과 수행 미학의 관점과 이해를 차용하여

미적 특성을 정의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와 속성을 도출하였다.

인터랙션 내러티브는 인터랙션의 서사적 특성을 통해 미적 경험을 자극하

는 차원이다. 서사적 미감이 단순히 연속된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

럼, 인터랙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양태에 따라 경험의 질이 달

라진다. 그 중 인터랙션의 이벤트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배치하는 것

혹은 그 결과를 ‘플롯(plot)’이라 하였다. 인터랙션을 구성하고 있는 에이

전트(agent)들이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플롯 내에서 드러내는 성격을 ‘캐릭

터(character)’라 하였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캐릭터가 플롯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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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은 ‘시공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시공간’은 인터랙션의 서사가 전

개되는 무대이자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인터랙션의 수행적 미감을 자극하는 차원이다. 인터

랙션을 이루고 있는 행위들은 합목적성에 더해 표현적이고 체험적인 수행

적 심미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미학의 핵심은 수행미

학에서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적 역동성과 육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인터랙션을 이루고 있는 ‘움직임’과 그

표현적 심미성으로서의 ‘키네틱스(kinetics)’를 통해 구현된다고 하였다.

다른 한 축으로서 인터랙션 퍼포먼스는 감각적 심미성을 전달하는 ‘센서빌

리아(sensibila)’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인터랙션 퍼포먼스 또한 역

동적 심미성이 전개되는 ‘시공간’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심미적 경

험을 결정하게 된다. 퍼포먼스가 행해지는 ‘시공간’이다.

인터랙션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하위 구성 요소인 플롯, 캐릭터, 시공간,

키네틱스, 센서빌리아 등은 다음과 같은 세부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

였다.

플롯은 인터랙션 내러티브의 연속적인 이벤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와 관

련된다. 이때의 이벤트는 제거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이벤트(핵 이벤트)와

제거되어도 문제가 없는 보조적인 이벤트(위성 이벤트)로 구성된다. 이벤

트들은 의도에 따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선별성), 맥락과 상황에

어울리도록 유기적인 인과 관계를 부여하여야 하고(개연성), 존재에 의문

을 품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자체적인 세계를 구축하여야 한다(핍진

성). 기대와 질문을 유발하는 이벤트(의외성)나 인상적이고 특별한 이벤트

(특이성)가 플롯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캐릭터는 인터랙션의 에이전트들에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내러티브의

경험을 증폭하는가와 관련된다. 에이전트들이 관심과 주목을 이끌어 내야

하고(주목성), 신선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성격을 가져야 하며(흥미성), 독

보적이고 개성적이어야 하고(정체성),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

지도록 해야 한다(입체성).

시간과 공간은 내러티브적 속성과 퍼포먼스적 속성이 중첩되는 요소이다.

내러티브 차원에서는, 순차적으로 삽입되는 이벤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성을 가지고(순차성), 이벤트의 시간 혹은 빈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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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지속성),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가상적인 상상의 공

간을 활용하여 확장할 수 있다(확장성).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항상 똑같지

않은 즉흥적 경험을 만들어내고(즉흥성), 시공간적 맥락을 상상력에 동원

하며(맥락성), 현실과는 다른 가상의 또 다른 현실의 세계를 상정할 수 있

도록 한다(가상성).

키네틱스는 움직임의 역동성을 통해 인터랙션 퍼포먼스의 역동적 심미성

을 형성하는 것에 관련된다. 인터랙션의 미적 움직임은 움직임이 전개되면

서 만들어 내는 동적인 양태(흐름), 움직임에서 전달되는 움직임의 강도

(힘), 움직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속도), 움직임 공간 내에서의

방향과 범위(방향/범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 인터랙션의 감성을 차별화하여 전달할 수 있다.

센서빌리아는 인터랙션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특성을 말하고 인터랙

션 퍼포먼스의 육체적 감각적 경험과 관련된다. 센서빌리아의 인간의 감각

적 경험에 대한 작용은 인간의 기억 중추와 관련되어 기억의 연상 작용에

의해 작동되거나(기억성), 서로 다른 종류의 감각이 공감각적으로 작동되

거나(협력성),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가 일어나거나(전이성), 감

각 자극을 통해 육체적 경험을 확장한다(확장성).

이와 같이 본 연구가 제시한 AID 모형과 그 3개의 차원 중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구성 요소와 속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AID 모형 개발 과정을 통해 미적 측면으로서의 인터랙션 조형 개념

을 정립하고, 인터랙션에 대한 미적 경험의 발현 속성을 더 세밀하게 이해

할 수 있었다. 결과로서 AID 모형은 인터랙션의 심미적 특성을 구조적으

로 체계화함으로써 인터랙션의 실용적 미학을 간명하게 조망하고 이해를

돕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인터랙션의 심미성을 현상적으로 해석하

거나 이해하는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인터랙션을 조형하는 과정을 실

용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AID 모형의 2개의 주축으로서, 내러티브와 퍼포먼스는 인터랙션 미

학을 개념적으로 구체화하는 발견적 결과물이다. 이들은 인터랙션의 조형

성이 가지는 독보적인 미감을 서사성과 수행성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

터랙션의 본질적인 특성들과 모순되지 않는 통합적인 미감으로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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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념들이다. 또한 이들은 서사 미학과 수행 미학의 기존 개념과 이해

를 탐색하고 차용하는 과정을 통해 인터랙션의 미감을 폭넓은 시각에서

발견하고 이해한 결과물이면서, 나아가 다양한 미적 표현 양식과 장르의

스펙트럼에서 인터랙션 조형의 위치에 대한 지표들이다. 그리고, 이 2개의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의 플롯, 캐릭터, 시공간과

퍼포먼스의 키네틱스, 센서빌리아, 시공간으로 그 구성 요소와 미적 발현

의 속성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인터랙션의 사례들을 동원하여 설명할 수 있

었다. 인터랙션의 미학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주요한 차원들을 미시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인터랙션의 미감을 현상적으로 해석하고 속성적 원리를 이

해할 수 있는 재료와 근거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셋째, 인터랙션의 내러티브와 퍼포먼스를 세부적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AID 모형 개발의 초기 추론 과정에서 제기하였던 상관성과 전체성의 이슈

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와 퍼포먼스 공히 시간과 공간은 미적

경험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 인자이자 요소이다. 내러티브 관점에서 인터

랙션의 서사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맥락과 배경으로서 작용하는 한편, 퍼포

먼스 관점에서는 인터랙션의 행위들이 수행되어 놓여지는 시간과 공간이

기 때문이다. 또한, ‘캐릭터’는 인터랙션의 서사를 끌고 가는 에이전트의

성격을 중심으로 보아 내러티브의 하위 요소로 설정하였지만, 캐릭터가 행

위를 통해 성격을 표현한다면 퍼포먼스의 미감으로 대표할 수도 있는 것

이고, 캐릭터의 외양을 통해 성격을 표현한다면 형태의 미감으로 대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AID 모형의 구성 인자와 요소들은 서로 배타적

이고 각자 독립적인 것들이라기보다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발현된다.

한편의 영화가 시나리오로 대표되는 이야기 구조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

니고 한편의 무용이 단순히 무용수의 유연한 동작들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듯, 인터랙션의 미감은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되어 복합적으로 발현되

는 것이다. 따라서 AID 모형의 구성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랙션의 미

감 발현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여타 요소

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적 전체성이 인터랙션의 조형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개념적으로

드러내었다.

넷째, 본 연구는 제시한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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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러티브 및 퍼포먼스 차원과 그 구성 요소의 속성에 대하여 실험과

응용을 통해 심도를 더하였다. 2건의 실험에서는 내러티브의 플롯과 퍼포

먼스의 키네틱스를 중심으로 그 구성요소들과 미적 경험의 관계성을 구체

적으로 추적하였다. 그리고, 1건의 응용에서는 퍼포먼스의 센서빌리아를

중심으로 인터랙션 디자인의 컨셉을 개발하는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인터랙션 조형의 과정에서 내러티브와 퍼포먼스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AID 모형과 내러티브 및 퍼포먼

스 개념에 대한 연구적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

들은 인터랙션 조형 개념의 세부 요소들과 속성들의 미적 발현 원리를 추

적하고 구체적인 인터랙션 조형 프로세스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7.2 한계 및 과제

반면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도 있다. 첫째, AID 모형의 완결성과 해상도

의 문제이다. AID 모형은 3개의 상위 개념과 8개의 하위 요소들로 구성하

였다. 인터랙션의 미감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것들로 충분한지에 대

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랙션의 미감을 설명하는 수많은 개

별 개념 요소들을 어떻게 묶어서 대표해야 하는지는 본질적으로 연구자의

자율적 판단이다. 그 숫자의 논리적 당위성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이

인터랙션의 심미성을 적절히 포획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하위 요소를 기반으로 총 24개의 속성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이

인터랙션의 미적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는 논란일 수 있다. 서두에

서 밝혔듯 본 연구 과정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귀납적으로 어떤 특정 미

감이 제시하는 모형의 내부에 포획될 수 있는지 점검하였지만, 미적 판단

이라는 것이 완전한 객관화가 불가능하다보니 이 모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속성이 더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결론적인 입장이다. 즉, 이 모형이 제시하는 요소와 속성들이 완결적

(exhaustive)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겠다.

둘째, 해석의 명확성에 관한 문제이다. AID 모형을 가이드라인으로 인터

랙션의 조형을 해석하거나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하는 주체마다 일관된 결

과를 보일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관찰에 의하면, 실제 그러한 작업을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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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였을 때 일부는 주어진 인터랙션의 표현을 어떤 차원에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제시한 모

형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지점일 수 있다. 그러나, 모형 적용의

성공률이나 실패율과 같은 정량화할 수 없는 개념적인 모형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미감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하

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나아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제시한

모형과 그 구성 개념들의 명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미

적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객관성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념 모형의 본질적

주관성은 제시된 개념 모형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었다고

도 볼 수 있다.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앞에서도 논

의한 인터랙션 조형의 전체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의 인터랙션의 조형

적 표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다양한 인

터랙션 조형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

나의 사안을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여러 개의 다른 개

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이다.

셋째, 가장 극명한 한계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추적한 2개의 차원, 내

러티브와 퍼포먼스 외에 AID 모형에서 제시하는 나머지 한 축인 형태에

대한 것은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터랙션 조형은 물질

적, 비물질적 형태를 포함한다. 이 형태의 매개들은 인터랙션에 대한 미적

경험의 중요한 창구임은 당연하다. 다만 형태의 심미 개념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기존 조형 미학의 개념과 틀로 상당 부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인

다. 이는 인터랙션 조형도 형태 조형의 한 영역이므로 서사 미학이나 수행

미학과 같이 차용 개념이 아닌 연장의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랙션의 형태

미학의 연구는 기존 형태 조형의 개념들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인지 관점을 정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인터

랙션의 조형이기 때문에 돌출되는 조형적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은 형태

조형의 개념의 영역 내에서 해석되지 않는 어떤 관점을 필요로 하는지 집

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6장에서와 같이 제시된 모형과 개념 속성을 심화하기 위

한 실험과 응용을 수행하였다. 실험적 방법으로 일부 속성의 미적 발현 양

상을 세부적으로 탐색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일부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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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를 검증의 목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는 개념 모형을 검

증한다는 것 자체가 방법적으로 매우 난해한 이유에서이기도 하지만, 미적

개념 모형이 과학적 모형과 같은 위상의 검증의 영역에 들어가는지 회의

적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시된 개념 모형과 관련 개념 속성들이 열린

토의의 장에서 실험되고 응용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

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개념 모형과 개념 속성들이 정련된 규범

이 아닌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다양한 연구의 시발점이자 좌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를 기화로 어떤 응용 연구들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았다.

Ÿ 본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인터랙션 내러티브와 퍼포먼스의 구성 요

소 및 속성과 미적 경험 발현의 상관성 연구

Ÿ 인터랙션 조형에서 형태가 가지는 독보적 의미, 차별성, 가능성 연구

Ÿ 인터랙션 조형의 구성 요소와 속성의 변용에 따른 미적 경험의 파급

효과 연구

Ÿ AID 모형의 개념과 속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션 조형 교육 커리큘럼

의 개발과 실행

Ÿ AID 모형과 인터랙션 조형 개발 프로세스 상의 단계적 상관성 및 적용

가능성 연구

위와 같은 연구의 주제들은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인터랙션 조형의 개념 모

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완전성을 갖추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확장해 나가야 할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 뿐 아니라, 향후의 이러

한 시도들을 통해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조형에 대한 관점이 더욱 확고히

정립되고 체계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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