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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개요
1. 사업개괄
2. 사업소개
3. 추진절차

1

사업개요

1. 사업개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공연예술 분야에도 기술과의 융복합에 대한 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인문가치와 기술가치의 균형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확장에 이를 수 있는 기술 융합형 공연예술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무대 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한 Art & Technology와 디지털기술의 활용 및 가상공간에의 확장을 중심
으로 한 Art & Digital Technology의 두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개최하였습니다.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Art & Technology 지원사업》은 기존 공연예술의 시공간 제약

을 벗어난 새로운 가상기술 접목 공연예술 창작을 지원하고자 개최되어 지난 2018년 10월, 극
단 서울공장의 <동주:찰나와 억겁>, 이정연댄스프로젝트의 <Lucid Dream>, HOWHYOU의

<Godot>, 티위스컴퍼니의 <표류기>, 원종국(Unhappy Circuit)의 <i Remember> 등 5개 프
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2018 ART & TECHNOLOGY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2018 ART &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디지털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은 기존 공연

예술의 시공간 제약을 벗어난 새로운 가상기술 접목 공연예술 창작 지원의 취지로 개최되어 지난

2018년 10월 ㈜그래피직스의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2>, 후즈살롱의 <행화탕 장례날>, 이진풍의
<Moiré> 등 3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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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2. 사업소개

사 업 명

아트앤테크놀로지 및 아트앤디지털테크놀로지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 10월~2019년 2월

사업주최
사업주관
사업내용

2018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지원사업
: 동시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작품 무대구현 지원

(시연지원)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창작자의 융복합 공연예술 무대시연 지원

(공연지원) 기존 창작물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발표 제작지원
2018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
: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공연예술 창작모형 개발 지원
: 기존 공연 작품을 온라인·모바일 공간으로의 확장을 위한 작품재구성 지원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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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3.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일정
`18.9.20.
~ `18.10.8.
`18.10.2. (화)

사업설명회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18.10.10. (수)

서류 심의

대학로 예술가의집
예술위원회 회의실

내용
- 이메일 접수 (at2018@hanyang.ac.kr)

- 방문자 약 60명
- 사업 목적, 심의기준 등 공지

- A&T 36개, A&DT 12개 등
- 총 48개 예술단체/예술가 서류 접수

- A&T 9개, A&DT 6개 등

심의 결정

`18.10.10. (수)

- 총 15개 예술단체/예술가 서류심의 통과

및 결과발표

18:00 ~ 20:0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 대면평가 일정 개별 안내

대면 평가 및
최종 선정

최종선정단체
발표

`18.10.15. (월)

- A&T 5개, A&DT 3개 등
`18.10.16. (화)

- 총 8개 예술단체/예술가 선정
- 최종 선정단체 공지 및 개별통보

`18.10.19. (금)

오리엔테이션

- 대면(PT) 평가 실시 및 최종 선정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기술개발이행협약서

`18.11.5. (월)

1차 지원금 교부

`18.11.19. (월)

자문회의

대학로 예술가의집

- 선정 예술단체/예술가 대상 오리엔테이션
- 지원금 사용 방법 등 공지

- 각 프로젝트 별 중점기술 확인 및
기술개발이행협약서 내용 협의

`18.11.20. (화)
세미나실 1

중간평가자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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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5. (토)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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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체크리스트, 발전상황보고, 동영상자료,
주간/월간보고서 등 이메일 접수

사업개요 1

기술운영팀

`18.12.10.

실사 방문

~ `18.12.14.

`18.12.18. (화)

중간평가

대학로 예술가의집
예술위원회 회의실

`18.12.21.

워크숍 및

14:00 ~ 16:30

중간평가 결과발표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2차 지원금 교부

프로젝트 별 공연/시연

`18.12.26.

`19.1.16. ~
`19.2.14.

`19.2.15.

컨퍼런스 및

14:00 ~ 19:00

성과발표회

인터파크 블루스퀘어
KAOS홀

- 기술운영팀 각 프로젝트 별 방문 및
실사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프로젝트 별
인센티브 금액 결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진영 수석연구원 공연
기술분야 현황에 대한 세미나
- 2차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안내

- 각 프로젝트 별 인센티브 포함 금액 차등 지급

- 각 프로젝트 별 공연/시연 방문

- <4IR PACS> 개최
- 각 프로젝트 별 성과 PT
- 네트워킹 파티

성과보고서 접수

~ `19.2.20.

- 각 프로젝트 별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접수

지원사업
결과보고집 발간

~ `19.2.28.

- 지원사업 결과보고집 발간

사업 비용 정산

~ `19.2.28.

- 총 사업비용에 대한 회계 감사 및 정산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총괄 관리
•사업추진방침 수립
•사업평가

•사업 운영 총괄
•사업공모 및 심의, 워크숍 등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사업홍보 등

선정단체

•선정 프로젝트 개발 및 시연
•교부금 정산 및 결과보고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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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부추진사항
1. 사업진행경과
2. 세부추진사항 요약

1) 사업공모
2) 사업설명회
3) 1차 심의(서류)
4) 2차 심의(대면)
5)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6) 1차 자문회의
7) 기술실사
8) 중간평가
9) 워크숍
10) 단체별 프로젝트 결과
(공연 및 시연 모니터링)
11) 컨퍼런스 & 성과발표회
12) 2차 자문회의

2 세부추진사항
사업공모

사업설명회

1. 사업진행경과

1차 심의(서류)

2차 심의(대면)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1차 자문회의

기술실사

중간평가

워크숍

단체별 프로젝트 결과
(공연 및 시연 모니터링)
컨퍼런스 & 성과발표회

2차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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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사항 2
1) 사업공모

2018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

공고기간

2018. 09. 07 - 2018. 10. 04

공고문게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웹페이지, 사업단 공식 웹페이지, 유관기관 웹페이지 등에 게시

접수기간

공고내용

신청자격

2018. 09. 20 - 2018. 10. 04

: 동시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작품
무대구현 지원
: 시연지원 -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창작자의
융복합 공연예술 무대시연 지원
: 공연지원 - 기존 창작물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발표 제작지원
: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내 장르제한 없음
: 융복합 무대기술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기술구현 계획중인 예술가/예술단체 및 기획사

2. 세부추진사항 요약

2018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지원사업

: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공연예술 창작모형 개발 지원
: 기존 공연 작품을 온라인·모바일 공간으로의
확장을 위한 작품재구성 지원

: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내 장르 제한 없음
: Art & Digital Technology 관련 기술 전문가
또는 단체의 공동참여 필수
: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모바일 공간을 활용한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 계획 중인
예술가/예술단체 및 기획사

사업유형
공모분야

: 시연형 - 공연예술과 융복합 기술 접목에
대한 예술가/예술단체의 무대 기술개발 및
무대 기술구현 지원
: 공연형 - 기존 창작물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무대 공연발표 혹은
무대 공연예술 콘텐츠 제작지원

: 디지털 기술(온라인, 모바일, AR, VR, MR,
디지털미디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기술 등)을 특화하여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모형 개발
: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의 새로운 작품 창작,
관객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온라인 퍼포먼스 등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인터랙티브 가상 공연 및
공연작 상연지원

지원규모

공연형: 2천만원 - 5천만원
시연형: 5백만원 - 2천만원

프로젝트당 5백만원 - 5천만원

공모결과

총 36단체 접수

총 12단체 접수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013

2 세부추진사항

2) 사업설명회
개요

˙일시 : 2018. 10. 02 (화)

˙장소 :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

˙내용 : 사업 목적, 심의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총 방문자 : 6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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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사항 2

3) 1차 심의(서류)
개요

˙일시
˙장소

˙심의 위원

2018. 10. 10 (수)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분야

융복합

성명

김보슬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아트학과

전지윤

서울미디어대학교 대학원 교수

미디어아트

김태은

무대

오필영

AR등

영상

공연기획

소속

조수현
최석규

동양대학교 공연영상학부 교수

무대 디자이너

영상디자인그룹 익스터널 대표
아시아나우 프로덕션 대표

˙1차 심의 대상
분야

심의작품 수

공연형

28

시연형

8

기계/설치

2

인터랙티브

5

프로젝션 맵핑

15

복합

11

기타

3

가상/증강현실 등

5

모바일

4

IOT

1

머신러닝

2

지원형태

기술분야

A&T A&DT

기술분야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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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사항

˙1차 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사업이해도

10%

기술 및 콘텐츠의
참신성

기술 융합요소의
이해도

단체역량

실현가능성
우대사항
추가점수

˙1차 심의 결과

2018 ART &
TECHNOLOGY

2018 ART &
DIGITAL
TECHNOLOGY

016

20%

20%

30%

20%

3점

세부평가항목

˙사업계획이 본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는가?
˙기술 융합형 콘텐츠 개발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는가?

˙기존에 활용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및 실험적 요소가 있는가?
˙기존 콘텐츠의 이식이 아닌 순수 창작 콘텐츠인가?

˙(신진 예술단체) Art & Technology 및 Art & Digital Technology 공연
예술분야의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해당 공연예술 콘텐츠 제작에 적절한 기술이 활용되었는가?
˙공연예술분야와 기술분야가 적절하게 융합되어 있는가?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 (자체 기술 및 공연예술 전담인력 등)을 보유하였는가?
˙관련 사업에서 뛰어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는가?
˙과거 유사 기획‧프로젝트 경험 보유(3점)

* 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가산 여부 판단

서류심의
선정단체

분야
연극/뮤지컬

댄스

기타

9

3

3

3

6

2

1

3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비고

세부추진사항 2

4) 2차 심의(대면)
개요

˙일시
˙장소

˙2차 심의 기준
심의기준

공연예술 기여도 및
파급효과

2018. 10. 15 (월)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가중치
25%

계획실현 방안

25%

사업수행 능력

20%

예산 집행 계획의
구체성

콘텐츠 개발의 지속
가능성

˙심의결과

10%

20%

세부평가항목

˙완료된 프로젝트 사례가 타 공연에 적용될 수 있는가?
˙기술 활용에 참신성이 있는가?

˙기술융합형 공연예술 콘텐츠 분야의 창작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공연/시연 방안이 수립되었는가?
˙자체적인 관리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콘텐츠 개발 계획이 구체적인가?

˙사업 수행 일정은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 수행을 위한 재무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가?
˙예산 집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타당한가?

˙사업 수행에 맞추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본 사업을 통해 수행된 프로젝트가 다른 공연예술 콘텐츠에도
적용가능한가?

˙본 사업 이후에도 기술융합형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단체명

극단 서울공장

2018 ART &
TECHNOLOGY

2018 ART &
DIGITAL
TECHNOLOGY

이정연댄스프로젝트
티위스컴퍼니

프로젝트팀 HOWHYOU
원종국

프로젝트명

동주 : 찰나와 억겁
Lucid Dream
표류기

Godot

i Remember

(주)그래피직스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2

이진풍

무아레(Moiré)

후즈살롱

The Choice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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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사항
5)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일시

2018. 10. 19 (금)

˙개최목적

- 선정된 8개 단체의 프로젝트 공유
- 각 선정단체별 공연 몇 시연 관련 내용 공유
- 예산 수립, 사업비 교부, 집행, 정산, 기타 행정사항 관련 안내
- 기술협약서 작성
- 기타 논의 및 질의 응답

˙장소

˙참석자

018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단체 대표 및 담당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영상팀 등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세부추진사항 2
6) 1차 자문 회의
개요

˙일시

2018. 11. 20 (화) 15:30 - 17:30

˙참석자

총 8인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 자문위원(3인) : 김태은, 김윤성, 오필영

- 주최 : 차민태 공연지원부장, 백지윤 공연지원부 대리

- 주관 : 권용 (총괄 책임), 김준희 (운영 책임), 유용석 (기술지원), 장진수 (행정지원)
˙회의안건

① 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공유 및 맞춤형 자문
② 중간평가 일정 및 평가기준 마련
③ 향후 자문회의 일정 공유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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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사항
7) 기술실사
개요

˙일시

2018.12.10 - 2018.12.14

˙참석자

기술지원팀(이상욱, 유용석, 우종희)

˙장소
˙목적

020

선정단체 8팀의 사업장 소재지 혹은 작업실
기술개발이행협약서에 근거한 기술 개발 과정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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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사항 2
8) 중간평가
개요

˙일시

2018. 12. 18 (화) / 14:00 - 17:00 (3시간)

˙목적

- 사업 수행의 안정성 제고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예술위원회 회의실

- 프로젝트 별 진행상황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각 지원금의 최대 10% 2차교부금에 포함)

˙대상

선정된 모든 프로젝트 (A&T 5개팀, A&DT 3개팀)

˙발표일정

2018년 12월 21일 (금) 워크숍 이후

˙참석자

1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8), 자문위원(4)
이름

주최

차민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대리

김준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이상욱

유용석

우종희

조한준

장신수

박슬기

자문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장

백지윤
권용

주관

소속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사업총괄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기술 PM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기술지원

기술지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행정지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주)포스트미디어 VR영상감독

오필영

무대디자이너

전지윤

운영 PM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김윤성
김태은

비고

행정 PM
홍보

동양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서울미디어대학교 대학원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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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사항
˙평가기준
분야

심의기준
전략 및 방법론의
타당성

기술 분야 평가도

자체 점검

사항의 충실도

사업 진행상의
성과 및

향후 발전 가능성
사업비 지출의
사업수행 관련

투명성

운영 협조 및

수행과정 평가

가중치
20%

25%

15%

20%

20%

항목

기술지원팀

중간실사보고서
시스템 개요도
자체 체크리스트
발전 상황 보고
동영상 자료
주간/월간 보고서

022

세부평가내용

- 프로젝트 기술 시스템 개요도 관련

- 성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절한 방법론, 사례, 경험 등을
참조하여 단계별로 활동 내용을 구성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 프로젝트별 사업 수행 자체 체크리스트 관련

- 제시한 사업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의 요구사항이 충
족되도록 자체 분석, 피드백, 수정 보완 사항 등이 구체적
으로 계획, 실행되고 있는가?

- 보고서(주간/월간) 및 기술운영팀 모니터링 관련

- 사업 수행 전 단체(및 개인) 역량, 계획 수립과 실행 단

계에서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앞으로 사
업의 발전을 예상, 도모할 만한 여지가 충분한가?

- 중간평가 이전 사업비 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비 지출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 주간/월간 보고서 제출 일정을 준수하였는가?

- 사업 수행 중 주최·주관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하였는가?
- 프로젝트 협력 인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였는가?
설명

- `18.12.10. – 12.14. 기술운영팀 각 프로젝트 별 방문 및 실사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프로젝트의 기술 개요도
-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
- 12월 18일 기준, 이전 내용과 이후 발전 계획이 포함된 보고서

- 기존 보유 기술(구현된 기술)과 발전 및 개발 예정 기술 구분하여 Before-After서술
- 발전계획은 Timeline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요소 중심으로 편집한 동영상
- FHD이상, 2분 내외

- 각 프로젝트 별 주간(11월 1주 ~ 12월 2주) / 월간 보고서 (11월) 작성 및 제출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세부추진사항 2
9) 워크숍
개요

˙일시
˙장소

˙세부일정

2018. 12. 21 (금) 14:00 - 16:30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
시간

내용

비고

14:00 – 15:00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술발전 동향, 트렌드 분석, Q&A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진영 수석연구원

15:00 – 15:30

중간평가 Review

자문위원단

15:30 – 16:30

사업수행 상의 피드백

지원사업 운영팀

* 지원사업 운영팀 각 선정단체별 담당자 2인 이상 참여 (운영 및 기술 담당자)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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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사항
10) 단체별 프로젝트 결과 (공연 및 시연 모니터링)
개요

˙각 단체별로 2019년 1월 - 2019년 2월 중순 경,

서울 내 공연장 및 관련 시설에서 일반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 및 시연을 선보임

2018 Art &Technology: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2018 Art &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각 단체별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 선정단체 및 프로젝트> 참조.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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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사항 2
11) 컨퍼런스 & 성과발표회
개요

˙행사 명칭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

˙장소

인터파크 블루스퀘어 카오스홀

˙일시
˙목적

2019. 02. 15 (금) 오후 2시 - 7시

-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의 컨퍼런스 & 성과 공유
- 국내외 아트앤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한 4IR 기술 융합형
공연예술의 동향과 발전 기대방향에 대한 모색

- 동 사업에 선정된 8개 단체의 시연 및 프리젠테이션, 4IR 체험부스 운영 등을
통해 결과를 선보이고 동 사업의 성과 공유

- 올해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전망 모색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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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사항
11) 2차 자문회의
개요

˙일정

2019. 02. 25 (월) 17:30 - 19:00

˙참석자

총 8인

˙장소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

- 자문위원(3인) : 김윤성, 오필영, 김태은

- 주최기관 : 차민태 공연지원부장, 백지윤 공연지원부 대리

- 주관기관 : 권용(총괄 책임), 김준희(운영 책임), 유용석 (기술지원),

우종희(기술지원), 장진수 (행정지원), 박슬기(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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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정단체 및 프로젝트
Art & Technology: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1) 극단 서울공장 <동주 : 찰나와 억겁>

2) 이정연댄스프로젝트 <Lucid Dream>
3) 티위스컴퍼니 <표류기>
4) HOWHYOU <Godot>

5) 원종국 <i Remember>

Art &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1) ㈜그래피직스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2>
2) 후즈살롱 <행화탕 장례날>
3) 이진풍 <Moiré>

3 선정단체 및 프로젝트

1) 극단 서울공장
동주 : 찰나와 억겁
단체소개

“실험의 소중한 가치가 관객과 함께 나누어지는 곳”

극단 서울공장은 공연예술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본질적인 요소들 중 가장 근본
적인 것의 하나인 연기예술의 탐구 및 훈련을 목적으로 2000년 3월에 만들어진

‘서울연기연구실(Seoul Acting Lab)'을 모태로 한다. 신체언어 위주의 연기 훈

련을 바탕으로 고전적인 작품의 재해석 및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연기 훈련법을
개발, 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공연 작업을 하고 있다.

극단 서울공장은 문자가 아닌 몸과 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공연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 삶의 진솔한 만남을 위한 소외집단과의 교류, 아마추어 모

임과의 교류, 해외창작집단과의 교류로 공연을 통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연구,

2018 Art & Technology: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집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8

프로젝트 소개

[동주 : 찰나와 억겁]은 윤동주의 시어로만 이루어진 대본과 운율을 살려 만들어
진 노래, 그리고 윤동주의 상상력을 함께 체험 할 수 있는 시청각적 이미지가 공
존하는 '낭송음악극' 이다.

예술가로서의 양심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윤동주의 상상력과 실천적 행동

이 관객들에게도 확산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시적 상상력이 시각적, 청

각적으로 관객들과 교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인터렉티브 무대환경을 구축하여 새
로운 공연체험의 세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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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및 프로젝트 3

핵심기술 소개

9축 AHRS 모션센서를 통한 실시간 인터랙션
프로젝션 맵핑 활용

HTRF를 활용한 가상 3D음향

개발성과
회차

유료

무료

2

44

38

1
3
4

61
28
68

5

109

7

88

6
8
9

10

총 10회

88

124
100
86

796

(단위 : 명)
계

64

125

23

51

82

39

107

17

105

23

132

55

143

41

165

18
26

344

118
112

1,140

예술적 성과

▶ 백지 위에 나타나는 시인 윤동주의 상상력

윤동주 및 우물의 여인의 손짓과 연동하여 펼쳐지는 하늘과 바

기술적 성과

▶ 관성 방식 모션 센싱 기술에 의한

인터랙티브 영상 및 음향 기술의 구현

람과 별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였으며 동주의 시상이자

배우의 움직임에 따른 영상·음향의 인터랙션을 극장이라는 제

효과를 만들고 실제 배우와의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앙상블

식 모션 센싱이 아닌 관성 방식 모션 센싱 기술을 활용하여 극

영혼인 '우물의 여인‘의 아바타 구현을 통해 인터랙티브 시청각
을 구축하였다.

▶ 보는 것만이 아닌 오감으로 느끼는 공연

좌우 및 전후에 배치된 스피커를 통해 동주의 시 세계를 청각적

상상력으로 구축하고 공연 전후 관객이 동주의 청각적 체험을
제한적이나마 대리하고 함께 시를 읽으며 체험을 공유하였다.
▶ 자체적으로 공연 할 수 있는 발판 마련

1차 공연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아 3주의 추가 공연으로 공연
의 의미를 확장하였다. 또한 일회성 지원사업 완수를 넘어서 자
체적으로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적인 공간에서 연속성을 가진 형태로 구현하였으며 광학 방
진행에 영향이 없이 공연에 적합한 모션 트래킹 환경을 구성하
였다.

▶ 실시간 인터랙티브 영상 및 음향 기술의 구현

손끝의 위치를 추적하여 생성영상 및 8채널 오디오 출력의 위

치좌표로 연동하여, 단순한 모션 트래킹을 넘어 무대의 배우,
스크린, 사운드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구현하였다.
▶ 헤드폰 기반 음향 가상 현실 기술 구현

헤드폰 착용자의 머리 자세를 센싱, 가상의 음원과 청취자의 상
대적인 각도를 추정하여 HRTF 2채널 청취환경 각도에 대한 자

유도 반영했다. 그리고 기존 2채널 사운드를 8채널로 재구성하
여 동시 출력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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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정연댄스프로젝트
Lucid Dream
단체소개

[이정연댄스프로젝트]는 ‘이정연’이라는 안무가와 더불어 무용
계에 주목 받고 있는 젊은 무용수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

을 최대한 살려 작품에 녹여내는 파워 넘치는 단체로 다양한 페

스티벌과 초청공연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
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이정연은 한양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과 수원대학교 융합문화예술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양대학교 동문단체인 가림다 댄스 컴퍼니의 회장을 역임하고
상임안무가로 활동 중이다.

프로젝트 소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꾸는 꿈인 자각몽(Lucid
Dream)을 가상공간으로 대입하여 본다. 관객은 본 공연이 가

상세계의 체험인 것을 준비하고 들어와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

진 공간에서 유영하는 무용수를 통해 입체적인 공연에 참여하
고 감상하게 될 것이다.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상상력으로 공상의 세계를 꿈꾸며 하던
놀이들은 어른이 되며 사회적 규범을 알게 되고 일관된 교육으
로 더 이상 상상공간으로의 출입을 원치 않으며 그들의 상상력
은 시들어가고 있다. 피폐하고 황무지가 된 상상저장소를 재가

동하여 겹겹이 쌓여진 경험위에 무엇을 상상하던 그 상상하는
것이 실현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관습적인 인식으로 판단되어지고 예측 하던 상황이 예상치 못
한 공간 투영으로 다른 현실을 인식하게 될 때 호기심을 갖게
된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제3의 공간

에서 현대무용을 통한 신체의 미와 메세지를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 콘텐츠의 가능성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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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및 프로젝트 3
핵심기술 소개

홀로렌즈, 프로젝션 활용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활용을 통한 공연예술 무대 확장

개발성과
회차
1
2

총 2회

유료

무료

14

15

25

5

39

20

(단위 : 명)
계

29

30
59

기술적 성과

- 무대 공간의 혼합 현실을 구현하는 Hololens를 위한 3차원 가상공간 제작.
- 사용자의 제스츄어에 의한 인터랙티브를 구현하는 MR프로그램 개발.
- 안드로이드 앱용 Vuforia ARCore 이용하는 공간 AR콘텐츠 구현.
- Depth 카메라 없이 구현하는 공간+가상 오브젝트 합성.

- 무용수가 쓰는 박스에 적용된 3차원 마커 개발로 무용수의 모습 바꾸기.
- 불특정 다수의 관객의 모바일 기기 관람을 위한 공연용 AR기술개발.
(원격으로 동기화, 장면전환을 구현)

예술적 부분

- 관객들의 자유로운 관람 동선은 무용수들에게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을 강화시킴.

- 일반관객 참여와 체험을 목적으로 본 공연은 3번의 오픈리허설, 2회 공연의 통계 기준.
① 전문 무용가들은 참여보다는 관찰.

② 평균 75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적극적 참여 및 감동 표현.
③ 무용을 한 번도 감상하지 않았던 관객이 무용 재관람 의사를 표시함.

④ 일반관객들이 연출자의 의도인 <자각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즐김.

▶ 위의 통계로 연출자가 의도한 일반인들과의 예술적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본 작품이 의도한 소통과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끔.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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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티위스컴퍼니
표류기
단체소개

2014년 1월 창업한 ‘티위스컴퍼니(Tiwis company)’는 공연

으로 관객과 소통하고 활발한 공연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최
우선 가치를 두며 공연예술 관련 기획, 제작, 유통 판매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연기획사이다. 특히 공연전문예매사이트 플레이
티켓을 운영하며 다수의 공연제작단체들과 소통하며 역량을 키
워가고 있다.

그래서 공연생산과정에서 분절되어 있던 기획, 제작, 유통 판매
분야 각각의 업무를 유기적인 연계 사업으로 발전시켜왔다. 이
러한 경험으로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효율적 공연제
작문화 실현화와 공연판매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싣고자 한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무대기계설계를 하는 'TDS공연

기술연구소'와 무대기계 제작사인 'M to M'과의 협력체계를 강

화하여 무대기술력이 공연제작시스템과 만나 좋은 작품을 만들
어 가는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프로젝트 소개

창작무용극 [표류기](시연회)는 사람이나 사물이 허공에 매달

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플라잉 자동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형 시연회다. 공연기획사 티위스컴퍼니와 TDS공연기술연

구소 그리고 무대 기계장치 제작전문업체인 M to M이 합작하
여 공연창작과 기술의 혁신적인 만남을 이뤄내고자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공연에 상용화 될 플라잉 트랙을 특별 제작
하고 이를 사람의 힘이 아닌 전동장치로 제어하고 기술력을 모

핵심기술 소개

플라잉트랙(Flying Track)과 전동제어기술 개발
기존 개발된 Deck Track과의 결합 가능 모듈화
전동장치와 무용이 결합된 공연 제작

개발성과
플라잉트랙 개발

- 제어시스템, 플라잉캐리어, 구동부 제작

· 플라잉트랙을 이루는 핵심요소들을 직접 제작하여 향후 상용
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임.

전동제어장치는 플라잉트랙의 수직운동과 수평운동이 가능하
며 이를 제어시스템에 미리 입력하여 조작하는 것과 오퍼레이
터가 직접 상황에 맞게 조작하는 것이 둘 다 가능하도록 제작함
- 모듈화

· 기존의 대형극장에서 벗어나 중소규모의 공연장에서도 사용

이 가능하도록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계획하여 기술 상용화
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

움직임 워크숍

듈화한 것을 선보일 계획이다.

- 1월 17~18일 (자체 워크숍)

는 배우나 무용수들에 대한 빠른 훈련법이나 이 기술을 잘 사용

랙에 매달려 저마다의 무용움직임을 연습함.

더 나아가서는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하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인프라 확산도 이 프로젝트의 2차적 비
지니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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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의 무용수(표상만,김봉수,심주영)가 설치된 플라잉트
· 플라잉트랙과 제어시스템을 조작하는 오퍼레이터 간의 긴
밀한 호흡이 필요함을 인지함.

선정단체 및 프로젝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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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WHYOU
Godot

단체소개

프로젝트 소개

유수경은 현대무용가로 활동하며 과거의 것을 현대적으로 재

‘HOWHYOU’의 시연작품 <Godot>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

도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 분야에는 “왜 국내 무용계 안무가

기다리는 인간의 행위를 현대무용으로 그린다. 무대는 가속도

해석하는 국내작업들을 주로 다뤄왔다. 그러나 최근 많이 시

들의 활동이 드물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과 아쉬움을 느

끼고 혁신적 안무가 윌리엄포사이드를 롤모델로 삼아 기술분

야와의 협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콘텐츠진흥원 with SM
Entertainment의 에트모:공간생성음악 ‘음악 인공지능을 켜

다’의 안무를 시작으로 현재 11월에 있을 2018 광주 미디어 페
스티발에서 오디오사운드 인터랙티브를 활용한 퍼포먼스와 전
시를 준비 중이다. 또한 국내 안무가들의 다양한 예술적 작업들

이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으로 실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작업에 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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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의 대비를 통해 보이는 것만을 쫓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자이로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 되며, 이 무대는 빛으로서

실재하지만 블랙2.0과 빛의 차단으로 인해 관람자의 눈에 맺힌
상을 허상으로 느끼게 한다. 또한 평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데이터는 무용수의 동작에 따라 빛과 소리로 표현되거나, 자기

장을 형성시켜 눈에 보이는 자성유체를 제어 함으로써 시각화
된다. 본 시연은 관람객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럼에도 존재하는 무언가와 이를 쫓는 인간에 대한 그들의 생
각을 듣고자 한다.

선정단체 및 프로젝트 3

핵심기술 소개

스마트센서를 통한 오디오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반타블랙 (신소재), 자성 유체 활용

개발성과

기술적 성과

가속도·자이로센서에 의하여 데이터를 제어, 무용수의 동작에

따라 빛과 소리, 자성유체를 실시간으로 컨트롤하여 시각화하
였다.

예술적 성과

보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인간의 심리와 부조리함
을 멀티미디어와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현대무용으로 그려
냈다. 시연작품의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진행된다.

무용수의 움직임에 따라 센서로 피드백이 전달되어 가상악기가
연주되고 조명이 변화하는 등 무대의 구성이 달라지며, 무대기
술들은 모두 자동으로 구현된다. 사람이 필요 없는 무대. 그러

나 결국 사람의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자동화 할 수 있는 부조리
함이 담긴 작품이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행

위 자체가 마치 인간이 삶에서 희망을 찾아 살아가는 행위와 같
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죽음이 있어 생명이 있고, 절망이 있

어 행복이 있는 이중적인 인생의 숙명을 빛과 어둠이라는 요소
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고도’는 기다리는 행위. 즉 짙은 어

둠 속 빛 한줄기를 행해 나아가는 인간의 몸짓에 집중했다면 다
음 고도는 고도를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 그 자체의 아름다움
을 보다 확장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절망이 있어

희망이 있다는 이중적인 양면의 아름다움 모두를 극대화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기술에서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보완점들과
소재 응용의 기술적 확장 가능성을 본 부분, 그리고 완벽한 기
술 자동화를 목표로 더 연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장면의 연

출과 적절한 흐름 구성으로 기술과 예술성을 모두 담은 공연으
로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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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종국
i Remember
단체소개

원종국은‘언해피 서킷(Unhappy Circuit)’이라는 이름으로 컴
퓨터 음악과 뉴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컴퓨터 알고리즘 음악을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실험예술 그
리고 과학 및 공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분야와, 미디

어 그리고 테크놀로지들의 경계가 서로 결합하고 확장해나가는
지점을 탐구하며 이를 통해 ‘다가올 미래의 인간과 예술’의 모
습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예술가이다.

2017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관한 ‘젊은 공연예술창
작자 인큐베이팅 쇼케이스’의 레지던시 작가로 선정되어 오디

프로젝트 소개

오 비주얼 작품 <Music of Memories>를 발표하였으며, 현재

‘나의 기억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는 'Deep Learning College 2기'에 선발되어, Naver Clova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재R&CD혁신허브’에서 주관하고 ‘모두의연구소’가 운영하

와 Company A.I. 팀의 지원을 받으며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분
야를 연구하고 있다.

인간은 기억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규정한다. 기억은 우리의
<i Remember>는 어떤 한 순간에 대한 작가의 시각적 기억을
나타내는 한 영상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고, 학습한 기억
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Audio-Visual의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는 영상은 바로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작가의 개인적인 기록으로
작가는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디지털화된 기억, 자신의 기억을
학습한 인공지능의 기억, 그리고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머
니의 기억이라는 세가지 층위의 기억을 다룬다.

기억에는 경험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형언할 수 없는 특성이 존
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언제나 복사와 생성이 가능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일까? 나의 기억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면 그 인공지능은 과연 '나' 인가? 이번 작품을 통해 작가는 인
공지능을 매개로 존재와 기억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질문을 우리
들에게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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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소개

머신러닝 시스템 활용

오디오-비주얼라이즈 콘텐츠 제작
LED스크린, 4채널 스피커 음향

개발성과

1. 'DCGAN 신경망' 연구 및 구현

- 'Spectral Normalization(가중치 정규화) 기법'을 통한 DCGAN 신경망 학습 안정화
- 'WGAN 손실 함수'를 적용하여 DCGAN 신경망 학습 안정화
2. 'Audio Style Transfer 신경망' 연구 및 구현

3. 인공신경망 기술과 음악, 영상을 융합한 공연 예술 작품 발표

2018 Art & Technology: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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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개

㈜그래피직스는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즐거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
는 회사이다. ㈜그래피직스는 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 콘텐츠/공연/전시에 대한 전
문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으로, 지속적인 R&D 수행으로 콘텐츠의 핵심기

술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 제작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우리는
Animation, Interactive Solution, New Media Contents 등의 CGI와 R&D를 기

반으로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리서치를 바탕으로 즐거운 C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나
갈 것이다.

프로젝트 소개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2>

빅토리아 극장에서 펼쳐지는 허풍선이 뮌하우젠 남작의 깜짝 과학 버라이어티쇼!

노벨상 수상자인 마리퀴리와 아인슈타인이 펼치는 과학 아카데미 보드게임 한판 대결!
▷ IT과학 기술이 접목된 진짜 과학 뮤지컬

▷ 공연중 관객이 직접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참여형 가족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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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rt &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1) ㈜그래피직스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2

선정단체 및 프로젝트 3

핵심기술 소개

키넥트 장비 활용 인터랙티브 시스템 구축
관객참여형 인터랙티브 공연 콘텐츠 제작

개발성과

기술적 성과

AR 관련

Aduino + 물리입력 센서 관련

동시에 타 os 퍼블리싱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동기부여

응하여 캐릭터들이 움직이며 게임이 구동

- 엔진 프로그램의 교체로 보다 자유로운 ui 구성이 가능해짐과
가 됨 ex)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AR 전용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마커를 명확히 인식하여 시
스템 구동에 오류를 줄일 수 있었음

- 아두이노 신호를 컨트롤하여 게임 프로그램에 전달, 이에 반
- 화제가 되고있는 코딩교육의 한 분야인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응용 및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

- 아케이드 스위치를 활용하여 게임 프로그램에 연동하여 다양
한 콘텐츠에 접목 가능성을 재확인

키넥트 관련

기타

운 공연장 환경에서도 높은 인식률을 보유

적인 안정성과 이동성을 확보

- 카메라, Depth카메라 FHD (1920x1080) 해상도 지원, 어두
- 해골 캐릭터를 3d로 개발, 부드러운 fps를 표현하여 더 명확

- 공연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의 규격과 무게를 최소화하여 물리

히 식별할 수 있음

- 개발 과정에서 동작 인식을 활용한 타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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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즈살롱
행화탕 장례날
단체소개

후즈살롱(대표:서상혁)은 다양한 예술가들과 장르 간의 협업과

실험 예술프로젝트를 시도하며 새로운 유형의 축제를 탐구하
고 실행하는 문화예술기획 단체이다. 2014년부터 장르 간 협력

과 실험을 추구하는 공연예술과 축제 등의 기획 제작 업무를 진
행해왔으며, 현재까지 자체 기획 프로젝트인 후즈 페스티벌 (소

풍, 바캉스, 파티 등)과 AYAF(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예술
가 사업)에 선정된 젊은 예술가들과 각종 기관에서 공모 선정된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에 기획/제작으로 참여한 바 있다. 축제

분야에서는 2014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서 개최된 ‘프로

릭아트페스티벌’과 2015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서 개최된
‘성북선잠마을가을축제’에 기획에 참여한 바 있고 2016년 서

울시 종로구 대학로 소나무길에서 ‘후즈웨딩: 거리예술가의 거
리결혼식’을 개최한 바 있다. 2017년 천대광 작가의 공사구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후즈 아트 웨딩 : 큐레이터와 바리스타의
결혼 선언’을 진행했다.

프로젝트 소개

행화탕 장례날은 ‘행화탕’이라는 장소의 특정성을 반영한 ‘이머
시브 시어터’와 ‘게임’의 형식을 결합한 공연이다. 관객은 모바
일 디지털 기술 AR장치를 활용하여, 각자 주체적 관찰 행동에
따라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관객은 본인이 선택한 극 중의 상
황에 따라 각자 다른 체험과 다른 결론에 다다른다.

<행화탕 장례날>은 셰익스피어 원작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구
조를 모티프로 차용하고, 1958년 개업한 목욕탕 행화탕과 그
지역 일대에 실재 사건들을 소재로 상상한 이야기이다.

2019년 1월 어느 날, 폐업을 앞둔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의
마지막 행사인 ‘행화탕 장례날’에 돌연 펼쳐지는 1958년의 이야

기들이 시청각적 요소를 통해 현재와 만난다. 관객은 두 개의 시
간 사이를 오가며, AR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각
자 사건의 근거를 찾아가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추적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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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및 프로젝트 3
핵심기술 소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공연 무대 확장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랙션

개발성과
후즈살롱은 이번 중간평가에서 이미지마커 기반의 AR 제작에

로, 설정된 영역으로 들어와야만 투사되는 Zone 방식이다. 셋

를 인식하면, 해당 이미지 마커와 연결된 영상/이미지/3D 오브

리에 비례해 음원의 데시벨이 조절된다. 거리가 좁을수록 가까

대해 방향성을 잡았으며, 카메라(모바일) 비전에서 이미지 마커
젝트 들을 생성해 계획된 연출을 하는 기능과 화면상에 비치는
현실의 물체/배경 뒤에 가려져 부분만이 보이는 Depth Mask

의 기본 기능 외에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에서 경험할 수 있

을 실험적인 AR연출을 메인 컨셉으로 정했다. 투사, 투영, 물
리적 공간감을 기반으로 첫째 Beam Projection 둘째 Ariel
Augmentation 셋째 Physical 3D Sound 총 3가지 기능을

적용해 구현하기로 했다. 첫째 Beam Projection은 카메라(모

바일)의 렌즈를 빔프로젝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실제
우리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화면(모바일)을 통해서 가상의
빔이 영상을 쏘아서 사물을 투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

강현실에서 배치된 사물들은 설정 여부에 따라서 이 빛을 받거
나 통과시킬 수 있다. 둘째 Ariel Augmentation은 카메라(모

바일)의 렌즈에서 투사되는 AR 영역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의 기능이 손전등 처럼 직선으로 빛을 쏜다고 한다면, 둘째

의 투사방법은 증강현실의 물체가 카메라와의 거리를 기반으

째 Physical 3D Sound는 카메라(모바일)와 이미지 마커의 거

이서 듣는 듯이 데시벨이 커지며, 멀어지면 반대의 경우가 된
다. 증강현실을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로도
활용 할 수 있는 연출기법이다.

2019년 1월 30일과 31일 2일간 총 3회차 공연을 진행하였는

데, 당초 총 2회차였으나 1회 공연 당 25인 내외 관객 예상 수
에서 관람 희망자가 늘어나면서 공연 이틀 전 1회차를 추가 진

행하는 것으로 긴급 결정하여 해당 관람객들에게는 직접 연락
을 드려 일정을 조정해 1회 평균 관람객을 32인 내외로 맞추었

다. 게다가 각 회차당 사진과 영상 기록 담당자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35인 내외의 인원이 공연 진행 때 관람의 인
원이라 생각할 수 있다.

2018 Art &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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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진풍
Moiré
2018 Art &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단체소개

이진풍은 전자음악, 사운드 아트, 미디어아트 등, 사운드를 기
반으로 한 창작 활동을 해오고 있는 작가이다. 영상/영화 등의
후반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dsp 프로그래밍, 음악 레코딩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소리
를 다듬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장르 음악’과는 차별화된 새
로운 음악의 방향을 찾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소리가 가
진 공간성에 초점을 두어 전시와 연주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
는 공연 형태에 대한 시도를 함께 해오고 있다. 또한 세상의 정

보를 소리로 변환하여 사운드스케이프 형태로 표현하는 데이터
소니피케이션 (Data Sonification) 작업을 통해 관객들로 하

여금 삶 속에 숨겨진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
태의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융합 활동을 연구해오고 있다.

프로젝트 소개

개인적인 작품 활동 외에도 ambient M.O.O.O. 라는 전자실험

“침묵 속에서 소리가 태어 난다. 환경의 양분과 영향을 받아 자

에 미디어아트 작품이 상설로 전시 되어 있다. 그와 더불어 주

어나 사라지는 소리의 삶속에서 나의 삶과 시간을 비추어본다“

음악 기획공연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국립 생태원의 건물
변의 공간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

라나고 변화한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 예상할 수 없다. 태

용하여, 전시 및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지역적 특성과 생

시간 : 약 20분

시각적 청각적 작업들을 지속하여, 소리와 미디어를 통한 공간

구성 : 라이브 연주, 알고리즘 사운드 신스 시스템,

태학적 관찰에서 비롯된 작업과, 데이터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의 연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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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 사운드 비주얼 퍼포먼스

실시간 오디오비주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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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소개

웹데이터마이닝 시스템 구축, 머신러닝 시스템 활용,
오디오-비주얼라이즈 콘텐츠 제작

개발성과

전자음악 사운드아트의 공연형태는 아직까지 마이너한 장르이

다. 그것은 ‘공연예술’의 일반적인 극형식을 따르지 않을 뿐더
러 연기, 무용, 노래와 같은 익숙한 형태가 아니기에 더욱 접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별한 기술의 활용은 예술의 완성
에 있어서 편의를 주거나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제시해 주지만,

그 자체가 작품의 완성도를 가져다 주지 못 한다. 결국 모든 콘

텐츠와 예술은 그것을 다루고 창작하는 아티스트의 역량과 많
은 기술적 요소들의 조화를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한 소리의 생성, 음악의
생성은 매우 매력적인 분야이다. 개인적인 작품의 제작 방식은
늘 어떠한 소리 또는 음악으로부터 이야기와 시각적 효과를 연

상한다. 청각적 이미지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AI기술
은 점점 다양하게 발전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장벽 또한 낮아지

고 있다. 멀기는 하겠지만, 콘텐츠 제작에 있어 AI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당연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RNN을 통한 1차원적 멜로디를 생성하
고, 데이터를 통한 소리의 변조를 통해 음악을 만들어냈다. 현

프로젝트의 향후 발전 계획은, waveGAN을 활용하여, 학습된
소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사람의 음성, 노
래 자연의 소리를 흉내내는 인공지능의 사운드스케이프로 연출
된 음악극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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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홍보
1. 홍보 개요
2. 언론 홍보
3. 잡지, 월간지 홍보
4. SNS 등 온라인 홍보

4 홍보
1. 홍보개요
1) 추진방향

- <2018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
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 의 목적성을 명확하게 전달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무대 양식을 개발하여 관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 기존

공연예술이 갖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공연 플랫폼 확대를 이해하고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 예술과 기술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완성된 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홍보함으로서 관계성이 있는
공연전문가, 기술전문가들에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확산

- 본 프로젝트의 결과 홍보를 통해 4차 산업시기에 적극 대응하는 공연 예술계의 미래적 전망 제시
2) 추진일정
일정
2018년 12월
둘째주

12/10-12/16

2019년 1월
첫째주

1/2-1/6

월간지 등 잡지에 보도자료 릴리즈

2019년 1월
둘째주

1/7-1/13

광고게재 : [더뮤지컬](2월호)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광고 게재

2019년 1월
넷째주

1/21-1/27

보도자료 :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고지, 기사 유도
아트웍 : 리플렛, 초청장, SNS 컨텐츠

2019년 1월
다섯째주

1/28-1/31

2019년 2월
둘째주

2/4-2/10

프레스 및 VIP 초청 RSVP
성과발표회 모객 - 참석여부확인 - 최종명단
유관기관 EM 소식 발송

2/11-2/22

성과발표회 (현장 운영 / 프레스 취재 유도 및 관리)
SNS : 프로젝트 소개 및 후기 게재
보도자료 :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성료
Peter Flaherty 교수 인터뷰 유도 ([더뮤지컬], [한국연극] 등)

2019년 2월
셋째주, 넷째주

046

내용
SNS 활용 : 중간평가 선정단체 창작 과정 공유를 통한 본 사업에 대한 관
심 유도

성과발표회 모객 초청장 발송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 게재
아트웍 : 성과발표회 데코레이션 인쇄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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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4
2. 언론홍보
- <2018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
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신뢰도 확보

- 사업의 취지와 작품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보도자료 배포
- 사업의 성과와 후기 보도

1) 세부진행상황
NO

구분

1차

보도자료

내용
사업 공모

릴리즈 : 2018.09.29.
내용 :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공연예술 창작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추진, 사업설명회 개최

2차

보도자료

사업 소개

릴리즈 : 2018.10.24.
내용 :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공연예술 창작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8개 팀 선정, 내년
1~2월 시연 및 공연 예정

3차

보도자료

작품 소개

릴리즈 : 2019.01.05.
내용 :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 8개 작품의 공연 및 시연 발표

4차

보도자료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개최

릴리즈 : 2019.01.29.
내용 :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 개최

5차

보도자료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성료

릴리즈 : 2019.02.18.
내용 :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 성료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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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자료

1차｜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공연예술 창작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추진, 사업설명회 개최
발송일자 2018-09-29

MAGIC TIME!
공연! 기술을 만나 마법이 되다!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공연예술 창작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추진
10월 2일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주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
<2018년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공연예술 창작 모델 개발 지원 사업> 추진
공연예술 콘텐츠와 기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창작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네이티브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예술 영역의 확장 시도
프로젝트당 5백만 원 ~ 5천만 원 이내 지원(우수 팀 인센티브 지급)
2018년 9월 20일 ~ 10월 8일까지 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창주, 이하 위원회/
주최)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성태현/주관)은 공연예
술 콘텐츠와 기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창작 모델 마련과 예술기술 간의 상호 발전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프로젝트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무대 양식을 개발하여 관객
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 기존 공연예술이 갖는 시공간
의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공연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프로젝트를 오는 10월 8일까지 공모한
다.(문의 02-964-2220 / 홈페이지 www.at2018.webstarts.
com)
<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공연예
술 창작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은 융복합 무대기술에 관심이 있
거나 실제 기술구현을 계획 중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지원이
가능하며, <Art & Digital Technology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모바일 공간을 활용한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을
계획 중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지원 가능하다. 지원신청 예
술/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하며 두
사업 모두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내
장르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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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에 선정된 팀에는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창작자의 융
복합 공연예술 무대시연을 지원하고, 기존 창작물에 과학기술
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발표 및 제작을 지원한다. 지원금
은 프로젝트당 5백만원 ~ 5천만원 이내이며,
특히 신진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 중 1개 팀을 선정하여 특화
지원을 할 예정이고, 중간점검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선정시 인
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접수기간은 2018년
10월 8일까지이며 지원 결정 후 2019년 1월 내 시연회, 공연
등을 개최해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10월 2일 오전 10시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된다.
4차산업 과학기술이 일상생활과 문화 전반에 활용되는 시대
적 조류에 따라 공연예술 역시 기술 활용을 통해 플랫폼을 확장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생성된 본 공모는 디지털·동시
대 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 모델 개발 및 전문화를 통하여
동시대의 다양한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공연
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관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다양한 콘
텐츠 제작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전국 각 대학 및 문화
기술 연구소 등의 네트워크 연계는 기존의 공연예술 인력 외의
젊은 신진예술가/단체의 공연 참여를 독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문가치, 기술가치, 산업 전략의 균형을 갖춘
미래 공연 인력 발굴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02-964-2220)

홍보 4
2차｜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공연예술 창작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8개 팀 선정,
내년 1~2월 시연 및 공연 예정
발송일자 2018-10-24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 모델 개발 프로젝트
무대의 한계를 넘어 SHOW MUST GO ON!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공연예술 창작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8개 팀 선정,

내년 1~2월 시연 및 공연 예정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공연예술 창작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8개 작품 선정, 2019년 1~2월 공연 올라
VR, AR, MR, 모션트래킹, 딥러닝, 소니피케이션, 홀로렌즈, 자성유체 등 다양한 기술과 공연 예술의 접목 시도.
프로젝트별 7백만원 ~5천만 원 지원(우수 팀 인센티브 지급)
지난 19일 선정 팀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성실이행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
관하는 <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프로
젝트 지원사업>에 총 8개 팀이 선정 되었다.
<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프로젝
트 지원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무대 양식을
개발하여 관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고, 기존 공연예술
이 갖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공연 플랫폼을 확대하
는 등 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9일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에
서 사업에 선정된 8팀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프
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의사항을 논의하고 성실이행협약을 체결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8개 팀은 Art & Technology 사업에 ▲극
단 서울공장의 <동주:찰나와 억겁> ▲이정연댄스프로젝트의
<LUCID DREAM> ▲티위스컴퍼니의 <표류기> ▲프로젝트팀
HOWHYOU의 <HOWHYOU> ▲원종국의 <i Remember> 등
5개 팀이며 , Art & Digital Technology 사업에 ▲㈜그래피직
스의 <허풍선이 과학쇼 – 과학아카데미> ▲후즈살롱의 <The
Choice> ▲이진풍의 <Moiré> 등 3개 팀이다. 특히 원종국의
<i Remember>는 신진 예술가 특화 지원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각 팀은 VR, AR, MR, 모션트랙킹, 딥러닝, 소니피케
이션, 홀로렌즈, 자성유체 등의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활용하여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비주얼 아트 등의 다채로운 예술장
르와 결합한 예술 창작물을 개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주최/주관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양대학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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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Art & Technology /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 8개 작품의 공연 및 시연 발표
발송일자 2019-01-05

기술에 마음을, 공연에 날개를 더하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 공연예술의 또 다른 미래

극단 서울공장의 <동주:찰나와 억겁>, 이정연댄스프로젝트의 <LUCID DREAM>, 티위스컴퍼니의 <표류기>,

프로젝트팀 HOWHYOU의 <HOWHYOU>, 원종국의 <i Remember>, ㈜그래피직스의 <허풍선이 과학쇼 - 과학아
카데미>, 후즈살롱의 <The Choice>, 이진풍의 <Moiré>

2월 15일 블루스퀘어 KAOS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공연예술의 미래를 묻는 컨퍼런스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주관하는 ‘2018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지원사업’(이하 Art & Technology)에 선정
된 5개 작품과 ‘2018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
용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이하 Art & Digital
Technology)에 선정된 3개 작품이 올해 2월 15일 컨퍼런스와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지원사업은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과학기술이 일상생활과
문화 전반에 활용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연예술 역시 기술
활용을 통해 플랫폼을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시작된
사업으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연창작 모델을 개발하여 기존
공연예술이 갖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연 플랫폼
을 확대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색다른 예술 체험을 제공하고, 예
술과 기술의 상호발전적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
행되었다.
Art & Technology 분야는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공연

예술 형태의 개발을, Art & Digital Technology 분야는 기존의
무대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공연예술의 범위를 확장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지난 2018년 10월 사업에 선
정된 8개 팀은 2019년 1월 중에 열리는 공연 및 시연을 위한 막
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rt & Technology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작품은 △극단 서
울공장의 <동주:찰나와 억겁> △이정연댄스프로젝트의 <LUCID
DREAM> (이상 공연 목표 프로젝트) △(주)티위스컴퍼니의 <표
류기> △프로젝트팀 HOWHYOU의 <HOWHYOU> △원종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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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Remember> (이상 시연 목표 프로젝트) 이며,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의 3개 작품은 △(주)그래피직스의 <허풍
선이 과학쇼 - 과학아카데미> △후즈살롱의 <The Choice> △
이진풍의 <Moiré>이다.
△극단 서울공장은 윤동주의 시적 세계를 배우들의 움직임, 실
시간 비디오 프로젝션 맵핑, 3D 음향 등을 통해 전달하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무대-관객간 상호 교류 무대(interactive stage)
환경 구축을 목표로 제작된 <동주:찰나와 억겁>은 2019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SH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다.
△이정연댄스프로젝트의 무용 공연 <LUCID DREAM>은 혼합
현실(Mixed Reality:MR) 기술과 공연 예술간의 접목을 꾀한다.
모션 센싱과 홀로렌즈를 활용한 무선 투과형 MR-HMD(Head
Mount Display) 기술 개발을 통해 관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려
는 시도가 흥미롭다. <LUCID DREAM>은 2019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 다락에서 열린다.
△티위스컴퍼니는 공연자와 오브제의 움직임에 따른 상호 반
응을 실험하고, 이를 무대 위에 실현할 수 있게끔 무대 제어기술
을 고도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플라잉 트랙의 표현 단순성과 조
작 불편성을 해소하기 위해 트랙 디자인을 개선하고, 구동방식을
전동식으로 개발해서 전반적인 제어 시스템을 개선시킨 것이 핵
심이다. 전동 플라잉 트랙 장치와 무용수의 움직임을 결합한 창
작 무용극 <표류기>를 2019년 1월 25일 천장산 우화극장에서
시연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팀 HOWHYOU는 신소재를 활용한 퍼포먼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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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준비 중이다. 탄소나노튜브를 활용한 블랙 2.0과 자성 유
체 페로플루이드 등의 신소재와 무용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
로 반영하는 모션 센싱 기술을 활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
간의 무대화를 꾀하고 있다. 공연의 내용은 사무엘 베케트의 대
표적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되었다.
<HOWHYOU>의 시연은 2019년 1월 19일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체험할 수 있다.
△원종국(Unhappy Circuit) 작가의 <i Remember>는 인공
지능 딥러닝 기술과 음악, 영상 등을 혼합한 인터랙티브 오디오
비쥬얼 퍼포먼스(Interactive Audio-Visual Performance)이
다. 구글 글래스 등의 웨어러블 카메라 장치를 활용해 수집된 ‘인
간의 기억 이미지’가 적대적 생성신경망 기술(GAN)을 통해 학
습, 생성된 ‘인공지능의 기억 이미지’로 변화하는 과정을 시청각
퍼포먼스의 형태로 흥미롭게 전달한다. 2019년 2월 9일 플랫폼
엘에서 시연이 예정되어 있다.
△㈜그래피직스의 에듀-엔터테인먼트 뮤지컬 <허풍선이 과학
쇼 - 과학아카데미>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AR), 키넥
트 모션 센싱, 아두이노 기술 등을 뮤지컬과 접목한 공연이다. 관
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역사 속 과학자들의 발명을 만나볼 수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2019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대
원콘텐츠라이브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후즈살롱은 장소 특정형(Site-specific Performance), 관
객 몰입형(Immersive Performance), 관객 참여형 공연 콘텐츠
를 제작 중이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재 상황
에 맞게 각색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다중 스토리텔링을 통
해 관객 참여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The Choice>은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아현동 행화탕에서 열린다.

서 시연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들이 기술 융합형 공연예술 콘텐츠의 새 지평
을 열고 다양한 공연예술 체험 방식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
다. 특히 “기술과 콘텐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결
합을 통해 “Art & Technology와 Art & Digital Technology 공
연예술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종 목
표로 밝히고 있다.
한편 사업기간 종료와 맞물려 아트앤테크놀로지 및 아트앤
디지털테크놀로지 컨퍼런스 및 사업성과공유발표회가 개최된
다. 이번 컨퍼런스는 발제자로 △Peter Flaherty(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교수), △고충길 (영화감독, 컴퍼니 숨 대
표)이 나서며, 토론자로는 △ 김윤성((주) 포스트미디어 연구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오필영 (무대디자이너, 디 디자인 대
표) 등 국내 공연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모더레이터에는 평
창올림픽 개폐막식 연출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양정웅(연출
가,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이 자리하여 기술 융합형 공연예술의
동향과 발전 기대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더불어 성과공유발표회에는 선정된 8개 단체의 작품 시연 및
발표를 통해 사업성과를 선보이며, 각 팀의 주요 기술을 활용한
성과물 전시, VR˙AR 체험부스 등이 운영되어 미래공연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컨퍼런스 및 성과공유 발표회는 2019년 2월 15일 블루스퀘어
KAOS홀에서 개최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ARKO1004)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진풍 작가는 음악, 영상 등을 활용한 공연에 딥러닝 기술
을 접목시킨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에게 여러 장르
의 음악을 학습시켜 확보한 음원에 날씨, SNS 등의 데이터를 연
동시켜 새로운 형태의 시각화와 청각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진풍 작가의 <Moiré>는 2019년 1월 30일에 수림 아트센터에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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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술의 한계를 넘어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의 탐험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 개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 공연 예술의 미래를 묻는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 개최

발제 Peter Flaherty(CalArts 연극대학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미디어 학과장), 고충길 (영화감독, 컴퍼니 숨 대표)
토론 김윤성(㈜포스트미디어 연구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오필영 (무대디자이너, 디 디자인 대표)
모더레이터 양정웅 (극단 여행자 연출, 서울예대 교수)
Art & Technology 지원사업 선정 5개 프로젝트와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 선정
3개 프로젝트의 시연 및 성과발표회
일시: 2019년 2월 15일(금) 14시
장소: 블루스퀘어 KAOS홀

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블루스퀘어 KAOS홀에서, 4
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공연
예술의 미래를 묻고 답하는 <4IR Performing Art Conference
& Stage>가 개최된다.
<4IR Performing Art Conference & Stage>는 1부의 컨퍼
런스와 2부의 시연 및 성과발표회로 구성되었으며, 1부 컨퍼런
스에는 발제자로 △Peter Flaherty (CalArts 연극대학 퍼포먼
스 인터랙티브 미디어 학과장), △고충길 (영화감독, 컴퍼니 숨
대표)이, 토론자로 △김윤성 (㈜포스트미디어 연구원, 한양대
학교 겸임교수), △오필영 (무대디자이너, 디 디자인 대표) 등
국내 공연예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모더레이터에는 평창올림
픽 개폐막식 연출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양정웅(연출가)이
자리하여 기술 융합형 공연예술의 동향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첫 발제자 Peter Flaherty 교수는 VR과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예술의 변형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대표주자
로, 이번 기조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공연예술’을 주제
로 해외 동향과 본인의 VR 영화 작품 등 실 사례들을 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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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현재 해외의 기술 융합형 공연예술의 제작 흐름과 발
전상에 대한 설명을 최전선에 있는 현직 종사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 고충길 대표는 ‘공연예술의 디지털 제작과 유
통’을 주제로 구체적인 국내 사례와 기술융합형 공연예술의 향
유 시장에 대한 분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본 행사의 전체적인 모더레이터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의 총연출을 맡았던 양정웅 연출(극단 여행자)이 진행할 예정
이며, 김윤성 연구원(㈜포스트미디어,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과
오필영 무대디자이너(디 디자인 대표)가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부의 시연 및 성과발표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
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2018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Art & Technology 지원사업”과 “2018 디지털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
의 연장선으로 각 지원사업에 선정된 총 8개 프로젝트 -△극단
서울공장 <동주:찰나와 억겁> △이정연댄스프로젝트 <Lu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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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HOWHYOU <Godot> △㈜티위스컴퍼니 <표류기
> △원종국(Unhappy Circuit) <i Remember> (이상 Art &
Technolgoy 지원사업 선정팀), △㈜그래피직스 <허풍선이 과
학쇼> △후즈살롱 <행화탕 장례날> △이진풍 <Moiré> (이상
Art & Digital Technology 선정팀)-에 대한 성과 발표 또는 시
연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오후 2시 한남동 인터파크 블루스퀘어 3층 KAOS 홀에
서 개최되며 참가 신청은 온오프믹스 사이트(https://www.
onoffmix.com/event/166185)와 네이버 폼(http://naver.
me/xMkm9aGO)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이 작품들은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 창작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공연예술 적용 방안을 고민해왔
으며 성과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창작과정과 앞으로의 발전 방
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은 “앞으로 기술과 융합
된 공연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목표로 지원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관기관 사업 책임자인 한양대학교 연극
영화학과의 권용 교수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존 공연예술의
한계를 넘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 창작 시도들이 이어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4IR Performing Art Conference & Stage>는 오는 2월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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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공연예술의 만남
4차 산업혁명시대 공연예술의 현주소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 개최

미래형 공연예술 컨퍼런스

아트앤테크놀로지, 아트앤디지털테크놀로지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가 주최
하고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가 지난 2월 15일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
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과 예술
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공연예술의 미래를 묻고 답하는 이번 행
사는 1부 컨퍼런스, 2부 사업성과발표회에 이어 예술단체와 융복
합 기술전문 종사자 간의 네트워킹 파티로 구성되어 총 5시간 여
진행되었다.
개회사를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기봉 위원은 ‘이번 기회
를 통해 기술융합형 공연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확대되어 세계시
장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기조발제 첫 순서는 SXSW 인터랙티브 혁신어워즈 노미네이
트작 VR 콘텐츠 <Surrogate>로 공연예술계에 큰 호평을 받
았던 공연 연출가이자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인 Peter
Flaherty(CalArts 공연예술 인터랙티브 미디어 학과장)였다. 그
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공연예술’을 주제로 해외 동향과 본인의
VR 영화작품 등을 소개하며, ‘XR기술을 통해 공연예술분야의 현
장성·참여·체험의 세 가지 요소를 강화하여 수준 높은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상상
력을 가져야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국내 최초 VR 인터랙티브 뮤지컬 영화
를 제작한 고충길(컴퍼니 숨) 대표가 ‘공연예술의 디지털 제작
과 유통’을 주제로 ‘공연자와 관객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화 하
는 시도’의 발전상을 설명하였다. 이 밖에도 NT Live, Sac on
Screen 등의 디지털 유통 사례, VR기술과 공연예술 결합한
VR 뮤지컬 ‘마리, 안나’, 그리고 고전 ‘햄릿’을 영화연출기법과
360° VR로 구현한 ‘라비다’등을 소개하며 기술융합형 공연예술
의 디지털 향유시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054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이후 이어진 토론은 모더레이터로 나선 양정웅의 진행으로 발
제자와 토론자 간의 대담, 문자메시지를 통한 관객과의 질의응
답으로 구성되었으며, 토론자들은 ‘기술과 예술 간의 협업 플랫
폼’,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 분야’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
행하였다.
2부의 시연 및 성과발표회에는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
연예술 ART & TECHNOLOGY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팀 △
HOWHYOU △극단 서울공장 △이정연댄스프로젝트 △티위
스컴퍼니 △원종국(Unhappy Circuit)과 ‘디지털 기술 및 온
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
업’에 선정된 3개 팀 △이진풍 △후즈살롱 △㈜그래피직스가
참가하였다. 시연에는 HOWHYOU가 키네틱 센서를 이용한 사
운드-인터랙티브 무용을, 원종국과 이진풍은 각각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sonification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지원
사업에 선정된 8개 팀이 각자 사업을 수행하며 달성한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행사는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파티’를 끝으로 성황리
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을 찾
은 400여명의 청중들은 행사장에 설치된 VR, AR 장비 등의 전
시물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공연예술에 관심이 많
아 참석하였다는 오성수 씨(29, 경기도 수원시)는 ‘평소 막연하
게 생각했던 공연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홍보 4
컨퍼런스 내용 요약

Peter Flaherty, <4차 산업 혁명과 미래공연예술>
오늘날 공연예술과 관객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
지 기술, 특히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아우르는 의미
의 XR기술은 공연예술분야에서 특히 현장성, 참여, 체험의 세
가지 요소를 강화시키고, 적용시키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
다. 4차 산업 혁명 분야의 최선봉에서, 동시에 인간 능력과 정
서의 근원적인 힘과 연결되어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XR기술은 공연예술가와 기술자, 공연자와 관객관의
경계를 점차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극대화된 몰입감은
현대의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이야기에 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이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
을 제공한다. 소위 디지털 세상에서 겪게되는 보다 비선형적이
고 동시다발적인 이야기의 체험들은 관객의 신체적 현존을 이
끌어내는 차원까지 발전했으며,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관
객들의 정서적인 삶과 가족의 삶, 나아가 그들 공동체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나아가, 디지
털적인 가상의 체험이 성공적인 실제의 체험으로 인식되기 위
해, 우리는 보다 더 운동상호적이며 운동감각적인 상호작용과
반응, 정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기술에 대한 상상과 시도
를 거듭해야 하며, 진정 의미있는 서사적 XR 컨텐츠와 만나기
위해 현재에 머무르기보다, 더 의미있는 시행착오를 과감하게
겪을 의지를 지녀야 한다.

고충길, <공연예술의 디지털 제작과 유통>
생생한 현장성을 그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 공연예술과 현대
사회의 관객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SNS, 가상현실과
혼합현실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인 시도일 것이다. 특히, 완성된 공연예술 컨텐츠를 VR
영상 촬영 기술을 통해 관객에게 소개하려는 사례들은 그러한
노력의 초기 형태로서 가치를 인정받을만하다. 극장의 공연은
현실이지만, 그 본질적 내용은 가상현실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에, 공연예술과 VR테크놀러지의 만남은 앞으로 더 적극
적으로 개척할만한 영역이다. 또한, 공연과 관객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탈피해서 일종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에 첨단기술이 공헌할 수 있는 바가 크다는 점은 현대의 창작자
와 관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래에는 공연장에 R석이
아닌, VR석이 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 관객의 시야
를 보다 확장시키는 여러 형태의 VR 공연 콘텐츠 제작 프로젝
트들이 적극 모색, 실험 중에 있다. 가상현실기기를 사용해 라
이브 공연을 관람할 때의 관객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가? 이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공연예술 분야
간의 결합이 나아갈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라이브 공연을
언제든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홀로그램으로 무대 세트가 구성
되고, 배우의 연기만으로 얼마든지 공연 컨텐츠를 확장시킬 수
있는 VR스튜디오를 언젠가 갖게 될 것이다. 여전히 공연예술을
영상매체를 통해 접한다는 것이 생소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연예술이 지니고 있는 드라마적 요소와, 퍼포먼스가 영상을
매개로 보다 더 쉽게 전달되고 확산된다면, 공연예술의 영상화
가 학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조명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
고 주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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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3) 노출결과
NO

보도일

매체명

기자

타이틀

1

2018-09-30

천지일보

김민아

한양대·한국문화예술위, 공연예술창작모델 개발 지원

2

2018-10-01

대학저널

임지연

한양대-한국문화예술위, 공연예술창작모델 개발 지원 사업 추진

3

2018-10-01

베리타스알파

나동욱

한양대 산학협력단, 한국문화예술위와 '공연예술창작모델' 개발 지원

4

2018-10-02

데일리투머로우

정성실

한양대, 기술·예술 융합 발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

5

2018-10-02

비즈트리뷴

이규석

한양대産學團-한국문화예술위, 공연예술창작모델 개발 지원

6

2018-10-25

천지일보

김민아

한양대 주관 新공연예술창작프로젝트에 8팀 선정

7

2019-02-12

대학저널

오혜민

한양대, 기술·예술 융합 공연예술 콘텐츠 성과발표회

8

2019-02-12

더뮤지컬

배경희

예술과 기술이 진화하는 만남

9

2019-02-12

캠퍼스잡앤조이

이진호

한양대, 기술·예술 융합 공연예술 콘텐츠 성과발표회 15일 열어

10

2019-02-12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한양대, 기술·예술 융합 공연예술 콘텐츠 성과발표회

11

2019-02-14

뉴스토마토

정초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IR 공연예술 콘퍼런스’ 개최

12

2019-02-14

연합뉴스

이웅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다 ‘4IR 공연예술 콘퍼런스’

13

2019-02-14

이데일리

장병호

‘기술과의 경계’허문 새로운 공연예술의 미래는?

14

2019-02-14

파이낸셜뉴스

신진아

예술과 기술의 융합, 공연예술의 또 다른 미래

15

2019-02-15

뉴스1

박정환

“공연예술, 4차 산업혁명 기술 만나 새롭게 태어난다

16

2019-02-15

문화뉴스

황산성

‘새로운 공연예술의 미래’ 논하는 ‘4IR 공연예술 콘퍼런스’ 개최

17

2019-02-20

뉴스타운

최명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의 “다가올 미래”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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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1. 개요
˙행사 명칭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

˙장소

인터파크 블루스퀘어 카오스홀

˙일시
˙목적

2019. 02. 15. (금) 오후 2시 - 7시

-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의
컨퍼런스 & 성과 공유

- 국내외 아트앤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한 4IR 기술
융합형 공연예술의 동향과 발전 기대방향에 대한 모색

- 동 사업에 선정된 8개 단체의 시연 및 프리젠테이션, 4IR 체험부스
운영 등을 통해 결과를 선보이고 동 사업의 성과 공유

- 올해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전망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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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구성
˙1부
˙2부

컨퍼런스

성과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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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기조발제자 및 패널리스트

기조발제자1

Peter Flaherty

현) CalArts 공연예술 인터랙티브 미디어 학과장
현) Flaherty Pictures 대표

공연 연출가 겸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이며 극
장, 갤러리, 미술관을 포함한 전 세계 100여 곳이 넘
는 곳에서 융복합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
을 선보였다. 컴퓨터로 배경을 원격 조정할 수 있
는 환경에서 360도 비디오와 VR 활용기술을 활용한
<Surrogate>를 제작하여 큰 호평을 받았으며, 해당
작품은 SXSW 인터랙티브 혁신 어워즈 최종 후보로 노
미네이트되었다. 이 외에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와 협업하여 오페라 <Parsifa> 프로젝션 디자이너로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조발제자2

고충길

현) 영화감독
현) ㈜컴퍼니 숨 대표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가상현실 콘텐츠 프론티어
프로젝트’ 지원선정작인 국내 최초 VR 뮤지컬 영화
<안나, 마리>의 감독이며, 복합 디지털 영상 콘텐츠
DnC 라이브 <혜경궁 홍씨>를 제작하였다. 탄탄한 스
토리텔링과 VFX기술을 활용한 <안나, 마리>를 통해
국내 Cinematic VR의 새로운 지평을 선도하고 있으
며 국내 최고의 VR 컨텐츠 기획, 제작 노하우를 갖춘
㈜컴퍼니 숨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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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5
모더레이터

양정웅

현)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 연출가

양정웅은 한국을 대표하는 연출가로서, 셰익스피어 작품에 한국
전통문화의 색채를 가미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주목 받기 시작했
으며, ‘한 여름밤의 꿈’이 한국 연극 최초로 영국 런던 바비칸센
터 무대에 오르는 등의 기념비적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2009년 대한민국연극대상 연출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의 총연출을 맡으며 ‘전통, 미래, IT 기
술, 퍼포먼스가 결합된 생동감 있고 화려한 불과 얼음의 향연’이
라는 평을 이끌어낸 바 있다.

패널리스트1

오필영

현) 무
 대디자이너

오필영은 ‘신흥무관학교’, ‘웃는 남자’, ‘매디슨 카운티
의 다리’, ‘광화문 연가’, ‘마타하리’ 등의 무대 디자인
에 참여하며 한국 뮤지컬 공연계의 대표적인 무대 디
자이너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 내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통해 데뷔한
이후, 더 뮤지컬 어워즈, 예그린 뮤지컬 어워즈 등에서
무대예술상, 외국뮤지컬부문 크리에이티브상 등을 연
달아 수상하며 국내외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패널리스트2

김윤성

현) ㈜포스트미디어 연구원
현)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윤성은 360° VR, Volumetric Video 등 영상 언어의 새로운 가
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겸 영상 콘텐츠 창작자이다. 360° VR 내러티브 영화 ‘방문자(The
Visitor)’로 2016년 서울 디지털 포럼 VR&AR CHALLENGE 부문
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그의 단편 영화 ‘웃음을 참으면서(Fill in the Blanks)’
가 칸 국제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된 바 있다. 현재 (주)포스트미
디어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또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겸임
교원으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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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기조발제 1 < 4차 산업 혁명과 미래공연예술 > by Peter Flaherty
인터랙티브(interactive) 미디어의 핵심은 현장성(liveness)
이다. 미디어로 제대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참여
(participation)가 필수적이다. 공연예술, 특히 연극은 상호작
용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기술, 전문인력, 배우, 작가,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등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인터랙티브
는 '우리들 사이에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를 전달하는 매체가 인터랙티브 미디어다.
최근의 관심사는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
현실 (VR: Virtual Reality)이다. 이를 섞는 시도를 통칭한 것이
확장현실 (XR: eXtended Reality)이다. 지금 사용하는 기기들
은 가까운 미래에 안경이나 렌즈 형태로 각막에 부착될 것이다.
XR 기술은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프레임을 제
공한다. 눈을 통해 현실을 증강시키거나 가상현실로 만들 때,
시신경과 연결된 도마뱀뇌가 작동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실제세계, 디지털세계, 생물학적 세계의 조화이다. 북극의 가상
현실 장면을 본 화상 환자들의 통증이 완화된 사례를 통해 가상
현실을 보는 눈이 약물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
다.
실험적인 공연에서는 갈수록 예술가와 기술자의 경계가 모호
해지고 있다. 'The Builders Association'과 2006년 제작한
<Supervision>에서는 배우들의 앞뒤에 스크린을 설치했다.
배우들이 공연 도중에 카메라를 조작하며 기술자 역할을 한 결
과 라이브 영상과 녹화된 영상이 무대 위에서 조화를 이뤘다.
지금은 참여의 시대이다. 능동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하고 공유
하고 선택하기를 원한다. 순서대로 진행되는 익숙한 이야기 구
조에서 벗어나 어떻게 관객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XR기술
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에서는 참여가 핵심이다. 매체는 각각의
참여자가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와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해준
다. 작가로서의 접근법은 스토리텔링의 일방향성을 없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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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객들의 선택에 반응하고 이야기가 바뀐다. 상호작용하는
이야기는 수직과 수평으로 동시에 흐르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연결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출현과 표현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XR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없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젊은층에게 이미 친숙하다.
<The Dial>에서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프로
젝션 매핑을 결합했다. 사람들은 큐브 안에서 집과 상호작용하
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디자인이 단순하고 직관적이어
서 어떻게 이야기에 개입해야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미
래 세대는 디지털 체험을 점점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
다. 햅틱(haptic) 기술이 좋아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감정이입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이런 이슈를 파고들었다.
<The Surrogate>는 360° 비디오로 탐험하는 환경을 만들었
다. 관람자는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여주인공의 의식에 빠져든
다. 복도를 따라 방안에 들어가고 직접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
야기나 게임에서는 참여자가 가상공간에서 움직이기를 요구한
다. 움직이면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움직임이 중요하다. XR
을 활용하는 예술가는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XR 그 이상으로 나아가 보다 정교한 이야기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초기 단계로 더 큰 실패를 감수해야한다.
공연예술에 XR의 핵심원리인 현장성, 참여, 구현(embodiment)이 갖춰지면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나올 것이
다. 인간은 윤리적으로 만들고 이용할 책임이 있다. 지금은 생
명이 없다고 여기는 사실이 중요하다. 가상세계의 힘은 너무 강
해서 인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디지털 몰입은 위험한
요소도 잠재되어 있다.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동시
에 존재한다. XR은 단지 우리가 만든 툴이다. 모든 플랫폼에서
이 툴을 더 잘 이해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5
기조발제2 <공연예술의 디지털 제작과 유통> by 고충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중 공연예술과 관련해 두 가지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가상현실을 통해 무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디지털 기기로 관객들에게 전달할지이다. 두 번째는 ‘연결'이
다.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
로 공유된다. VR과 초 연결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디바
이스를 출시하고 있다. 가상현실의 시대에는 문화의 형태와 예
술언어, 지향점이 바뀌고 있다. 상상과 추리를 기반으로 한 이
야기의 시대에서 0과 1사이에 수많은 언어를 함축한 이미지의
시대, 감각의 시대로 왔다. 인간은 예술 작품을 보면 본능적으
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VR 기술은 이 감각을 극대화 하
고 예술을 만져보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객들은 예술작품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개입하기를 원한다.
공연에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살펴보자.
2014년 12월 공연된 연극 <혜경궁 홍씨>를 영상으로 제작했
다. 사전 제작기간에 10주 동안 연습실에서 같이 지내면서 연
출자의 의도를 파악했다. 촬영은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처
럼 한 장면씩 나눠서 했다. 관객의 관점에서 앵글을 잡기 위해
배우와 배우 사이에 카메라를 놓았다.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서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영상 작가들은 기술보다는 기획에 초
점을 맞춘다. 예술가와 공연 관련 공학도는 융합되기 어렵다.
공학도와 같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학도들이 예술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작품의 완성도
가 높아진다.

VR 촬영을 하면 정해진 프레임을 강요받지 않고 무대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관객이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즐길 수 있다. 이제
는 180°의 R석이 360°의 VR석으로 대체될 것이다. 다음 작품
으로는 국내 최초로 VR 뮤지컬 영화 <안나,마리>를 제작해 곧
개봉한다. 스테레오스코픽 3D, 이머시브 오디오 등을 사용하고
다면적인 서사 구조를 적용했다.
공연의 영상화를 위해서는 작품 선정과 극단, 극장, 제작사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작품에 대한 이해와 연출가와의 커뮤니케이
션도 중요하다. 공연의 저작권과 관객의 초상권도 고려해야 하
고 실황 녹화인지 재촬영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제작비가 안정
적으로 수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완성작에 대한 극
단과 제작사간의 수익 분배도 중요하다. 산업적으로는 극단, 극
장, 제작사, 유통사, 지원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연의 영상
화는 공연예술을 확장하고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며 학술적으
로 중요한 작품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작년에는 뮤지컬 <햄릿> 중 두 개의 넘버를 VR로 촬영했다. 이
를 통해 지금까지 수직적이었던 관객과 무대의 관계가 수평적
이 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촬영을 위해 무대를 360°
로 재배치하고 연출자와 상의해 배우의 동선을 변경했다. 관객
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보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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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퍼런스 및 성과발표회
토론 및 플로어 Q&A (Peter Flaherty, 고충길, 양정웅, 김윤성, 오필영)
기조발제 후에는 양정웅 연출가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먼
저 패널로 참여한 김윤성 연구원은 “<Super Vision> 영상을
보면서 공연에 나온 비디오의 성격을 논한적이 있는데 직접 만
든분의 생각을 듣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공연 사례와 접근
법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한 명의 패널인
오필영 디자이너는 “전통적인 공연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공연
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항상 있었다. 영상이 공연의 형식까지
새롭게 바꿔버릴 수 있는 영향력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느낀 점을 묻자 오필영 디자이
너는 “공연 자체가 이야기 전달이 목적이고, 무대 디자인도 그
렇다. VR과 같은 기술은 이전에는 인간적이기 보다는 기계적인
냄새가 많이 났다. 단지 효과를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결
국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인간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피터 교수는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연결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
것이 내가 연극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스토리, 캐릭터, 인간의
감정이 한 공간에 모여 있고 참여자로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
다”고 덧붙였다.
김윤성 연구원은 “전에는 영화연출을 했고 지금은 VR 콘텐츠
를 만드는 연구자이다. 오랜 시간 2D 필름작업을 하다 디지
털로 넘어왔다. 영화계에서는 ‘영화는 어디에 있는가’를 논하
고 있다. 영화는 단순히 움직이는 이미지였으나 지금은 <The
Surrogate>처럼 기존의 영상 문법에 내비게이션 형식이 더해
졌다. 어두운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로만 정의하기 힘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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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흐려지고 매체 간의 혼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공연예
술도 ‘공연예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충길 대표는 “영화의 언어와 공연의 언어는 다르다. 관
객이 어떤 형태로 개입하고 상호작용 하는지의 문제이다. 언어
와 표현 형식이 달라져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것
은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이다. 앞으로도 표현 형식을 개발
하고 여러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정웅 연
출가는 “공연예술과 첨단 기술의 의미 있는 결합, 융합의 과정
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예술가나
관객은 이 결합을 낯설어하고 거부감을 느낀다”면서 좀 더 자
연스럽게 느끼고 대중화되기 위한 방법을 물었다. 피터 교수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야기에 직접 관여하
고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과 한 공
간에 함께 있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연극이 XR과 잘 어울린
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관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차례였
다. 융합 기술을 활용하는 공연을 연습하는 과정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피터 교수는 “미디어 작업의 경우 스튜디오에 프로젝터
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실험을 계속한다. 콘텐츠를 만들고 시
도하면서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아나간다. 무대에 아이디어를
그대로 옮기는것은 불가능하다. 발견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
다. 그 과정 속에서 변하고 점차 작동한다. VR은 더 복잡하다.
미리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방안에 카메라를
두고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다. 화면을 보면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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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장면을 선택해 스튜디오에 돌아가서
각각의 이미지를 결합한다”며 복잡한 과정을 소개했다.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오필영 디자이너는 “지원사업에 참여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공연과 앞으로 달라질 방향,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아마 모든
창작자들의 고민일 것이다. 기술은 예술을 표현하는 데 꼭 필
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
다.
김윤성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이 창작 과정에 들어오면서 결과
물이 초라해지거나 원래 생각한 이미지와 달라지는 현상을 겪
는다. 공연 예술에 기술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
과 낯섦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창작자들은
고민하고 있다”면서 창작자로서의 의견을 피력했다. “연극은
그 자체로 모사가 아닌 기호의 예술이다.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
면서 많은 창작자들이 기호로 상상하던 사물을 사실적으로 재
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서 애초에 공연이 지닌 축
제와 제의적인 성격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 좀 더 다성적인 목
소리를 내고 자기것을 표현하는 언어로 이용한다면 4차 산업혁
명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슬기롭게 작업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왔다. 200년 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를 보면 지루하
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중요
하게 생각한다. 지금도 실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다양하게 변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규범을 써내려가는 중이다.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는 당부로 끝을 맺었다. 고충길 대표는 “공연을 영
상으로 옮겨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공연에서 느끼
는 몰입감은 현장보다 깊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요소
가 동원되어도 실제 공연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만들어진 공연
을 잘 전달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
다.
마지막으로 양정웅 연출가는 “오늘 많은 영감과 화두를 얻어갔
으면 한다. 서로 의미 있는 작업으로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소
망을 전했다. 첨단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전통적인 공연예술의
형식과 시 ·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색다른 형태의 작품이 더 많
이 창작되기를 기대한다.

발제를 한 피터 교수는 “‘왜 기술을 예술에 이용하는가’라는 질
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불타는 장
작으로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린 것이 기술과 예술의 첫 걸음이
다. 전통 예술의 형식에서는 끊임없이 기술을 이용하며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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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감독

권용

제작조감독

장진수

제작감독
프로듀서

김준희

홍보/마케팅 총괄

박슬기

협력 프로듀서

장진수

대본

장진수

무대감독

무대 조감독
크루 팀장

테크니컬수퍼바이저
테크니컬디렉터
하우스 매니저

무대 및 공간디자인

반능기
명종환

이경선
전희수
유용석
이상욱
황인석
이상호

무대제작

BACK STAGE 폴굿

조명감독

안영주

음향감독

이단비

음향스텝

문지원 이예은

조명디자인
음향디자인
음향 RF감독
음향 프로덕션
영상디자인

영상 조감독

촬영 및 영상제작
오프닝 영상제작
제작 자문
동시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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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희

행정총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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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준

정태진
이원만

송창현

커뮤니케이터 마당
김상완
이정주

슈가솔트페퍼 프로덕션
고동욱
주지희

우종희 류정식

06
총평
1. 선정단체 최종 리뷰

6 총평
˙선정단체 최종 리뷰

극단 서울공장
동주 : 찰나와 억겁

● 예술적, 기술적인 성공적 결과

- 가장 아날로그 적인 공연무대에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인터랙션 영상, 음향환경을 구축하였다.

- 실시간으로 배우와 관객이 반응하며 극속에 유도하는 장치를 만들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하고 예술과 기술이 삶속에 같이
녹아드는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 상상력으로만 남아야 했던 시청각 이미지들이 무대 위에서 표현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자유로운 감각의 교류가 가능해졌다.
●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 보는 이로 하여금 실시간이 아니라 큐로써 합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 딜레이 현상이 잔존하였다.

- 헤드셋을 통한 음향구축이 다수의 관객이 있을 경우 비용상의 문제, 극적 흐름의 문제 등으로 운용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경
비절감, 적절한 극적 순간 창출의 과제가 남아있다.

- 8채널 스피커의 운용 기회를 남발할 필요는 없지만 보다 구체적 순간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극장스피커와 8채널 스피커의 연동이 인터랙션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이 쉽지않아 쌍방향 청각환경 구축의 문제점을 확인
하였다.

- 무대 위에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운영에 대한 예산도 적지않게 발생한다. 이
에 대한 고려가 합리적으로 되어야하고 지원사업의 시기도 공연의 최초 디자인 단계부터 구상이 가능하도록 미리 실행될 필요가
절실하다.

● 향후 동 사업 추진 계획

- 위에 말했듯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극단 서울공장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연장공연의 성과를
더욱 축적하여 미래의 지원사업에서는 공연텍스트 선정 및 디자인 단계부터 인터랙티브 환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

다. 이미 내년도에 시도할 공연텍스트를 조사하고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차후에는 보다 발전된 기술과 예
술의 융복합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 8채널 스피커의 소리(HRTF기반의 사운드)를 경제적으로 공연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여 다른 공연에도 적용할 수 있
도록 발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 공연 성과 자료

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29214

스포츠 투데이 http://stoo.asiae.co.kr/article.php?aid=52221728833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95061

YTN 뉴스보도 https://www.ytn.co.kr/_ln/0106_201901200524002006

인터뷰365 정중헌 평론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8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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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공간의 혼합 현실을 구현하는 Hololense를 위한 3차원 가상공간 제작.
- 사용자의 제스츄어에 의한 인터렉티브를 구현하는 MR프로그램 개발.
- 안드로이드 앱용 Vuforia ARCore 이용하는 공간 AR콘텐츠 구현.
- Depth 카메라 없이 구현하는 공간+가상 오브젝트 합성.
- 무용수가 쓰는 박스에 적용된 3차원 마커 개발로 무용수의 모습 바꾸기.
- 불특정 다수의 관객의 모바일 기기 관람을 위한 공연용 AR기술개발.
(원격으로 동기화, 장면전환을 구현)
2. 예술적 부분

- 관객들의 자유로운 관람 동선은 무용수들에게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을 강화시킴.

- 일반관객 참여와 체험을 목적으로 본 공연은 3번의 오픈리허설, 2회 공연 진행, 통계 결과
① 전문 무용가들은 참여보다는 관찰.
② 평균 75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적극적 참여 및 감동 표현.
③ 무용을 한 번도 감상하지 않았던 관객이 무용 재관람 의사를 표시함.
④ 일반관객들이 연출자의 의도인 <자각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즐김.

-> 위의 통계로 연출자가 의도한 일반인들과의 예술적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본 작품이 의도한 소통과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끔.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이정연댄스프로젝트
Lucid Dream

1. 기술적 부분

1. 기획 부분

- 예산의 부족.

① 공연형으로 선정되었으나 일반 공연을 진행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기술 개발과 공연을 동시에 진행해야했음.
② 홀로그램을 시연에서 실험하고 예술적인 효과를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싶었으나 변형되지 않는 공간의 제약과 예산문제로 포기함.
③ 극장이 아닌 갤러리나 실험형 복합 문화공간에서 3~4일정도의 리허설을 통해 가능한 인터랙티브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관계로 스튜디오 다락에서 리허설2일, 공연2일로 수정됨.

- 주관하는 입장도 이해하나 주간보고서는 작업하는 입장에서 작업의 흐름을 끊기게 하는 힘든 부분이 있었음. 월간 보고나 2주에
한 번 정도의 보고서가 효율적인 것 같음.
2. 공연 부분

- 관객들의 홀로렌즈 착용법과 제스처를 통한 화면전환의 학습이 필요했음.

- 짧은 시간동안 적은 수의 hololense 착용경험을 위한 회전은 무용수와의 인터렉션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음.
● 향후 동 사업 및 단체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 등

<Lucid Dream>은 2018년 2월 쇼케이스를 통해 기술이 무용의 무대미술이 아닌 융복합의 가능성과 관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공연의 가능성을 보았다.

2019년 2월 <Lucid Dream>은 쇼케이스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관객의 자유로운 동선을 위한 hololense프로그램 개발과
AR앱 개발로 연출이 꿈꾸던 소수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매회 다른 형식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오픈 리허설동안 다양한 연령층을 초대하여 모든 이들이 즐겁게 감상하고 참여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
의 공연 문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 Hololense와 현대무용의 결합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며 기술적, 예술적으로 융복합 문화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① 자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현대미술관 등 공연 가능한 곳에 보낼 예정임.
② 오스트리아 린츠 및 에르메스재단에서 후원하는 페스티벌에 제출 예점임.
③ 방방곡곡 같은 사업에 제출하여 지방공연을 순회하여 융복합 문화를 선보일 예정임.

- 테크놀로지는 계속 개발되므로 그 시대에 맞춰 프로그램을 변형하여 작품에 적용하며 진화할 예정임.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103

6 총평

● 잘된 점

- 기계제작과 사업 참가단체들 간의 협업이 원만하게 이뤄짐.

티위스컴퍼니
표류기

- 특히 플라잉트랙 기술로 공연 제작 시 공연기획사와 기술관련 파트가 어떻게 상호 소통하면 되는 지 각 파트의 역할이 구체적으
로 드러남.

- 예상보다 무용수가 기계에 빨리 적응하여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를 가늠하게 했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기계의 소음이 다소 있음. 음악과 함께 공연되는 무용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기계조작 오퍼레이터의 집
중력 있는 컨트롤이 요구됨.

- 지원사업의 성격상 기술에 집중되다보니 공연의 시연회처럼 작품의 미학적인 면에 신경 쓰지 못했음.

- 극장의 후원을 받아 대관료를 감면받았지만 실제 지원금으로 대관료까지 지불해서 시연회를 치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임.
- 주간보고 등 다소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음.
● 향후발전방안

- 창작자가 기술을 쉽게 테스트해보고 작품에 사용할지를 판단하는 종합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구상 중.
- 텐테이블이나 리프트 등 무대기계의 다른 영역을 자동화시켜 무대기계의 렌탈영역을 확대시킴.
- 실제 렌탈을 하여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력을 차츰 육성해 나갈 예정임.
- 예술분야의 투자(IR)대회에 참가해볼 계획임.

HOWHYOU
Godot
● 기술구현

예상했던 결과보다 많은 것을 얻었다. 초기 구상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센서통신을 이용하려고 했었다. 초음파, 적외선 센서를 행동
범위내에 설치하여, 무용수의 방향만 측정하려고 했었다. 좀더 다양한 측정이 가능한 센서로 바꾸면서 상황별 바레이션이 다양해
졌고, 이를 이용하여 조명과 음향의 통신에도 응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늘어났다. 통신속도와 부하량 조절을 더 치밀하게 계산한다
면 앞으로 더 많은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점이 더 많았다. 전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전자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전자석이 작

동시 순간적으로 튀는 전류량을 예상하지 못하여, 전원부에 무리가 가해졌다. 전자석 채널수를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연중에도
전자석이 의도한 것처럼 작동하지 않았다.

기성품 센서를 사용하게 되다보니, 작동방식을 원하는 데로 수정할 수 없었다. 시연을 위해 센서를 착용하던중 센서의 정지하는 버

튼이 눌리는 실수가 있었고, 시연중 센서를 다시 조작해 작동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밖에도 연출적인 면에서 크고작은 시행착
오와 실수가 많아 짧지 않은 연구 기간이었지만, 완성도가 부족한 시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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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선택의 아쉬움

이전에 사용해보지 못했던 소재를 활용하여 무대를 구성하려다 보니, 예상을 벗어난 상황이 나타났다. 우선 예상한 예산에 비해, 막

대한 가격이 들었다. 공연장 대여료나, 작업실 대여료를 줄여가면서, 더 많은 자금을 기술구현을 위해 투자했으나 처음에 기획했던
무대장치보다 매우 축소된 형태로 시연을 진행했어야만 했다.

어둠을 만들기위한 소재 선택은 실수였다. Black2.0은 반타블랙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없었다. 안료를 투자하는 것보다 조명을 더
연구해서 빛과 어둠 대비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 평가

완전 자동화를 구현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자동화가 보통 공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godot'에서 표현

하려고했던 존재하지 않는 것에 헛된 믿음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기술적 부분에서는 인위적인 간섭이 없는 것이 개념적으로 필
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간섭없는 작동이 헛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해석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시연에
서는 부분적인 자동화로 만족했어야만 했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고도’를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마치 인간이 삶에서 희망을 찾아 살아가는 행위와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죽음이 있어 생명이 있고, 절망이 있어 행복이 있는 이중적인 인생의 숙명을 빛과 어둠이라는 요소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고도’는 기다리는 행위. 즉 짙은 어둠 속 빛 한줄기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몸짓에 집중했다면 다음 고도는 고도를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다 확장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절망이 있어 희망이 있다는 이중적인 양면의 아름다움 모두를 극대화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기술에서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보완점들과 소재 응용의 (기술적) 확장 가능성을 본 부분, 그리고 완벽한 기술 자동화를 목표로 더
연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장면의 연출과 적절한 흐름 구성으로 기술과 예술성을 모두 담은 공연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원종국
i Remember

1.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통의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작품 속에서 함께 융합해나가는 지점을 탐구

2. '나의 기억을 학습한 인공지능은 과연 나인가?' 라는 작품 속 질문을 통해 인간과 인공지능, 존재와 기억에 관한 철학적 고찰을
관객들로 하여금 이끌어냄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4. 인공신경망(DCGAN, Audio Style Transfer)을 공연 예술과 결합하여 오디오 비주얼 형식의 새로운 미디어 작품 창작 또한 다양
한 장면의 연출과 적절한 흐름 구성으로 기술과 예술성을 모두 담은 공연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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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 점

(1) 관객들 반응

㈜그래피직스
허풍선이 과학쇼 시즌2

안정화 된 기술로 인터랙티브 체험에 참여하는 관객들로 하여금 보는 관객들 또한 배우와 더불어 공연에 더 집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음

보는 공연을 넘어 참여하는 공연임을 확실히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콘텐츠에 대한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
가됨

(2) 무대기술

증강현실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공연제작에 투입되는 스텝(영상오퍼레이터)의 인건비가 없는 반면 기술의 안정화와 콘텐츠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됨
(3) 융합 콘텐츠

개발 중 보완된 여러 기술들로 공연 뿐만 아니라 보드게임의 업적카드 증강현실과 같은 타 융합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됨
●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1) 무대디자인

다소 노출되는 장비들을 가릴 수 있는 무대 디자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공연장 컨디션

기술 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공연장 무대 컨디션에 구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오퍼실과 무대 간의 거리, 인터랙티브 소
프트웨어 스위칭 방식 등)

모든 무대 컨디션에 최적화 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성 필요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의 추가 기술개발로 해결해야 할 과제

후즈살롱
행화탕 장례날

● 잘된 점

‘이머시브 시어터’ 는 아직 국내에서 낯설고 생소한 측면이 있다. 이 점은 비단 관객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창작자들에게도 해당한

다. 처음 2017년 하반기에 ‘이머시브 시어터’ 맥락 선상에서 해당 작업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상호 용어에 대한 개념의 상이함과 그
리고 이머시브 시어터에 대한 이해가 판이하게 달랐음이 인지되었다. 어떻게 시작의 기치를 올릴까 고민하던 중에, 2017년 ‘블라
인드 포스터展’과 ‘방탈출게임’을 살피면서 스친 인상이 이후에 게임의 속성이 결합된 ‘이머시브 시어터’에 대해 첫 방향성을 설정
하게끔 했고, 그 때 가장 먼저 진행코자 했던 것은 기존 친분과 작업 경험 선상에 있는 공연예술 창작자들 중 각 분야 전문가들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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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에 초청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다소 무리를 했던 편은 있지만, 초청된 최초 구성원 8인(본인 포함)이 상해를 떠나 이머시브
시어터를 대표하는 공연 ‘Sleep no more'을 2회에 걸쳐 관람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곧 이어 2차 스태프 합류, 출연진 섭외 및 최
초 회의 등이 이어졌으나,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프로덕션을 중단하게 되었다. 진행 과정 중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측면의 어려움들이 빈번히 생겨났고, 무작정 만드는 시도보다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고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일단락 정리하
고 새로운 도약의 지점을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해당 프로덕션은 전후사정을 밝혀 참가자 전원에게 이해를 구하여
해당 건의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그리하여 2018년 3월 31일, 지금까지의 과정을 ’장소특정적예술 X 이머시브 시어터 X 방탈출게

임 연구 심포지엄’을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에서 개최하였다. 디행히 해당 심포지엄 건에 대해서는 2017 예술경영아카데미 ‘후
속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지원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시행착오 공유뿐만 아니라, 기존 시도했던 창작자의 창작 과정

소개와 이머시브 콘텐츠의 최신 해외 사례와 동향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국내에 ‘이머시브 시어터’를 표방하는 창작
작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곤 연출의 ‘대학로 로드시어터 1편과 2편’ 그리고 김태형 연출의 <내일이 공연인데 어떡하지
> 씨어터 RPG 1과 씨어터 RPG 1.7 (최초 2013년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장소특정형 공연으로 의뢰)가 있는데, 이 중 이곤 연출을

초청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놀이 및 게임의 입장에서 공연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파우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놀공
발전소의 피터 리 대표를 초청했다. 게다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머시브 콘텐츠 최신 해외 사례와 동향을 축적한 BxoO 황인수 대

표를 초청했다. 심포지엄은 매우 유익했으며, 이를 통해 다시 ‘이머시브 시어터’에 대한 창작 의지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구했
으며,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2018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의 지원에 선정되어, 후즈살롱이 기획 및 제작을 진행하고 축제행성이 후원하는 증강현실(AR)과
결합한 장소 특정적 이머시브 공연 <행화탕 장례날>을 창작 발표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잘된 점 중 대표적인 하나
는 지금까지의 여정들이 성장의 밑거름으로 잘 쌓여 궁극적으로 ‘이머시브 시어터’를 근간으로 하여 창작 발표를 하는 첫걸음을 내
딛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또 다른 잘된 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이 구성된

프로젝트 구성원 간 ‘이머시브 시어터’에 대한 경험 축적이 되어지면서 (실제 창작 발표 이후에 각자 ‘이머시브 시어터’에 대한 생각
의 지평이 확장됨) 이후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표하며 향후 이머시브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동료와 노하
우가 생겼다는 점이다.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2018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Art &

Digital Technology 지원사업'의 지원에 선정되어 증강현실(AR)과 결합한 장소 특정적 이머시브 공연 <행화탕 장례날>을 창작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AR 기술을 개발 연구하고 공연과 결합해 적용 및 운용을 하는 회사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일이었다. 2018년 3월 31일 개최한 심포지엄 이후, 시행착오를 통해 쌓인 경험에 근거하여 새롭게 프로젝트 참가자 구성을 하여,

약 6개월 여간 스터디를 진행했다. 프리프로덕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서로 간의 ‘이머시브 시어터’에 대한 상의 초점을 면
밀히 맞추어 보고, 각 분야 별 기본 개념에 대한 상호 숙지와 이를 통한 상호 협조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게임 분야에
서는 기존 방탈출게임에서 모티프를 착안했던 방식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불특정 다수가 장치 등을 활용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

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관객 각자가 모바일을 활용해 자신만의 단서들을 확보하는 아이디어들을 스케치 했다. 이 때 함께 스터디
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초 지원 시 방탈출게임과 온라인게임 그리고 AR 등의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해당
공모에 지원했으나, 기술 개발 회사가 회사로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수용 예산이 당초 기대

치보다는 많이 삭감되면서 최초 5,000만원 국고보조금 지원신청 예산에서 최종 2,000만원 국고보조금 선정 지원금이 축소되는 공

모 결과에 최초 목표했던 작업을 구상해놓았던 것으로부터 예산적 부담이 생겨 기술 개발 파트너 회사에서는 무엇보다 회사(기업)
입장 측면에서 난색을 표했다. 프로젝트 창작자로서는 (특히, 최초 시도해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기에, 상호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었다. 그리고 한창 고민하던 중, 최종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전달했다. 회사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는 측면이 있으나,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큰 난관

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공연예술 창작에 관심이 있으며, 해당 컨셉을 이해하여 AR(증강현실) 기술 개발할 역량과 시간,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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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원활하며, 해당 모바일 운용까지도 도맡아 해줄 역할을 하는 회사를 찾기란 상당히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해당 프로젝트 지원

에 대해서 공모 심의 선정 과정에서 선정 여부를 떠나, 어떠한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여 지원금액을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

당 지원을 신청한 창작자 또는 창작단체의 경우, 목표하는 바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예산 편성이 합리적인 선상에서 검토되길 의
견 드려본다. 이를테면 공모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어지지 않았을 고민이지만, 해당 지원 공모 신청 시, 반액 정도 이상의 삭감이

되어 지원이 되었을 경우, 특히 생소한 기술 분야 참여자들과 협의 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는 각 프로젝트대로 목표한 바와 달리 또
다시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상호 협의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주어진 기간 내 또 다른 탐색을 하여 촉박한 제작 여건 등과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창작자에게도 예산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인이 추구하는 창작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지원금 외 개별 부담들이 더 커지는 상황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미 표기하지 않았지만 별

도의 추가될 개인 예산 항목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이 추가로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의 부담은 아쉬운 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뜻을 두고 성실히 수행한 까닭에는 지금까지의 의지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울러 타 지원사업과는 달리 매주 보고서 제출은 창작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있었다. 창작 기간에 대해 각 프로

세스들이 다르니, 특이사항일 경우 담당부서와 소통하며,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드려본다. 이와는 달리 중간 과정 상
기술 평가 과정이 있었는데, 본 단체의 경우, 기술 담당자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당 과정을 짚어보고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
었다.

● 향후 동 사업 및 단체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발전 방안 등

공연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프로젝트 창작 지원을 받았던 이번 계기를 통해 각 선정 단체가 각 개별 프로젝트의 씨앗을 심을 수 있

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 성장을 독려할 수 있는 다음 프로젝트 단계를 열어주는 공모를 생각해볼 수 있는
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당 공연과 기술 융복합 씬에 지속적인 씬의 성장과 확장을 불어넣기 위해 공모의 다음 단계를 세분화하여
단계별 지원 성장 공모로 변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무조건적인 다음 단계로의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잠재 가능

성과 확장 발전의 촉진성을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그 도전의 씨앗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넉넉한 제작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공모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는 기존 시행

착오의 과정을 충분한 스터디와 연구 과정을 통해 확장을 해보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처럼 중장기 계획
(최초에는 2년차 정도로) 지원 트랙 신설을 고려하여 1년은 지난 성과와 이후 발전 방향 연구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음 1년은

연구 과정을 토대로 실제 시연에 집중하는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 어떤 일이든 시도 역시 중요하지만, 시도의 첫 물꼬를 튼
이후 그 다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모색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108

융복합 무대기술을 활용한 공연예술 Art & Technology

총평 6

이진풍
Moiré
멜로디의 미디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이전에 그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그것들을 3개월이 못되는 시간 안에 다수의 데이터를 준비하고 가공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100여곡 분
량의 멜로디를 가공하여 학습하여 모델을 만들어냈지만, 역시 그 정도의 양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한 데이터의 양이
었다.

데이터 소니피케이션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쉽지 않은 분야이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니피케이션이 아니라, 데이터의 결과가 가
진 감성적 요소를 소리로 표현 하려는 시도는 많은 개선이 필요했다. 우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성 도출이라는 또 다른 AI 기술이
필요했다. 그것은 소리와 데이터와 인간의 감정 세가지를 아우르는 형태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

기술적 시연을 음악 공연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정작, 공연의 연출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다. 기술 시연이라 하지만, 어
쨌든 음악공연으로서의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 음악제작과, 세션 연주자와의 협연이 필요했는데, 연주자와 협연 과정에서, 시연에
올리기에는 연습시간에 대한 무리가 있어서, 결국 실제 시연은 컴퓨터음악 혼자 올라가 진행하게 된 것이 가장 아쉬운 결과였다.

하지만, 음악적 성과와 실시간 비주얼 영상의 조화는 예상한 것 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오디오비주얼, 전자음악의 분야가 사
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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