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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설립 40주년을 통해 바라본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Ⅰ 예술과 기술의 융합 40 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1. 축제의 장을 통한 현대 사회의 위기와 기회의 모색
1979년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 시작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이하
AEC, 오스트리아 린츠 소재)가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아르스 일렉트로
니카는 과학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소개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축제의 장을 통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
들을 조명해왔다.
본고에서는 예술과 기술 간 다양하고 실험적인 융복합을 통해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을 이어온 세계적인 융복합 전시·공연 및 R&D 기관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40
주년을 맞아, 동 기관 및 9월에 개최된 축제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최신 예술과 기술 간 융복합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융복합이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나
아가 우리나라 문화예술 및 문화기술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출처: 한하경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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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AEC 스페셜(special) 2019’에서 연혁을 발표하고 있는 Gerfried Stocker 現 예술감독

AEC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예술․기술 융복합 축제로, 매년 전 세계
45여 개국 1,000여명 이상의 예술가와 과학자들이 모여든다. 올해에는 9월 5일부터 5
일간 AEC센터와 포스트시티(POSTCITY, 구 우체국 물류센터), 두 개의 주 전시장을 중
심으로 린츠 시내 16개 장소에서 다양한 전시, 컨퍼런스, 워크숍, 콘서트, 공연, 영화상
영, 이벤트 등이 진행되었다.

출처: 한하경 촬영

그림 2 | 주 전시장 포스트시티 입구

린츠는 철강, 화학, 기계 중심의 공업도시이자 무역의 요충지로서 오스트리아 제 3의
도시이지만, 인구 규모로 볼 때는 20여만 명이 거주하는 중소도시이다. 하지만 매년 이
축제 기간 동안 도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1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온다. 이처럼
전 세계의 융복합 예술 · 과학 기술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이유를 설립·운영 철학과 이를
통해 구현된 그 성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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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및 운영 철학

출처: 한하경 촬영

그림 3 | 개막전시 ‘ARS and the CITY’ 오프닝 행사 중 - AEC 창립자와의 담화 : (왼쪽부터) Hannes
Leopoldseder, Walter Haupt, Siegbert Janko(이상 창립자), Gerfried Stocker(AEC 예술감독)

(1) 예술적 사고(Art Thinking)
AEC는 일찍부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예술 형태, 사회의 발전에 흥미롭고 비판적인
접근법을 견지해 왔다(Hirsch, 2019, p.44). 나아가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과 이것이 사
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술적 사고의 틀로 분석하고 방향을 가늠하고자 했다.
“예술적 사고는 방법론이 아닌 태도입니다. 예술적 사고는 예술가처럼 우리의 감각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사회를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고자 하며, 여기서 예술적 사고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자신만의 나침반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 Hideaki Ogawa, AEC 퓨처랩 공동디렉터

이처럼 AEC에서는 예술, 기술, 사회를 위한 축제가 되기 위하여 예술이라는 방법과
예술가의 감각을 이용하여 현재와 미래 변화를 조망하고 분석하며, 범사회적인 관점에
서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이것이 AEC가 비단 축제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융복합 예술계
의 최전방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볼 수 있다.

(2) 군집 지성(Swarm Intelligence)
AEC의 주요 성과와 관련된 R&D 중추를 맡는 퓨처랩(Future Lab, 1996년 개소)의
시니어 디렉터인 Horst Hörtner(호르스트 훼르트너)는 군집 지성을 자부한다.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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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기반한 팀 중심의 초 학제적 협력을 뜻하는 용어인데, 퓨처랩에서는 이 군집 지
성을 바탕으로 집단 저작(collective authorship)과 집단 창작(collective creation)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군집 지성은 랩을 구성하는 개념일 뿐 아니라, 대표 R&D
성과 중 하나인 Swarm OS 기반 분산형 자가 조직 체계를 통한 드론 군무에서도 가시
적으로 보여진다(Hirsch, 2019, p.28-29).

출처: ARS ELECTRONICA 홈페이지. ‘FUTURELAB’

그림 4 | Swarm OS 기반 100대 드론 퍼포먼스(‘16)

미디어 아티스트 등 예술과 기술 간 융합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퓨처랩은, 이처럼 군집 지성을 중심으로 예술·과학 싱크탱크이자 예술가와 공학
자들의 만남의 장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Hirsch, 2019, p.28).

(3) 적극적인 현실 연계·참여
“진정으로 현대적이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기술적으로 결정된 사회 환경의 연결 교점(node)
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는 고도의 정치적 책임을 떠안는 것을 의미한다.” (Stocker, 1999, p.151)

AEC는 초소형전자기술이 컴퓨터와 연계되어 일, 경제적 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
경제, 환경 등 세계의 문제에 대한 열린 접근을 지향한다(Hirsch, 2019, p.17, 68), 나
아가 예술가들에게 현실 문제와의 연계와 현실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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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40 주년 기념 페스티벌
1. “상자 밖으로 - 디지털 혁명, 그 중년의 위기”
“상자 밖으로-디지털 혁명, 그 중년의 위기(Out of the Box – The Midlife Crisis
of the Digital Revolution)”는 디지털 혁명의 한 가운데를 걷고 있는 인류가 현재와
미래에 직면할 위기를 맞아,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꿈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값비싼 기성 전자 제품에
매여 오히려 창의력과 혁신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서 출
발한다.

출처: ARS ELECTRONICA 홈페이지. ‘ARS ELECTRONICA CENTER’

그림 5 | 2019 페스티벌 주제 및 삽화

이러한 맥락에서 “상자 밖으로”는 모든 관습에 대해 완전히 새롭고 파괴적인 방식으
로 생각하고 기존 세계를 재창조해나가기 위해, 불타고 있는 길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을 의미한다1). 요약하면, 예술의 렌즈를 통해 현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기회를 탐색 및
진단하고, 인류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한발 앞서 전망하고자 한다.
이번 40회 페스티벌을 통해 주목해볼 점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보면, 인공지능과의
공진화, 무한도전, 개방성, 미래 질문을 위한 실천(Do) 탱크라고 할 수 있다.

1) Ars Electronica 홈페이지. 검색일 2019.10.22. (https://ars.electronica.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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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목할 점
(1) 예술창작과 인공지능(AI)의 공진화 모색
소셜미디어, 인터넷쇼핑 등 일상의 영역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AEC센터에서는 신규 전시 테마로 ‘인공지능 이해하기
(Understanding AI)’를 선보인다.

출처: 한하경 촬영

그림 6 | 인간 마리오네트 전문가의 동작을 학습한 산업용 로봇팔이 보여주는 인형 쇼, ‘피노키오(pinocchio)’

이와 관련, Gerfried Stocker(거프리드 스토커) 예술감독은 AI가 인류에게 위험할 수
도 있지만, 그래서 AI를 더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전시를 통해 AI
를 깊이 이해해 이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을 알고, AI로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
관을 형성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Hirsch, 2019, p.17, 19).
이번 전시에서는 AI에 대한 낙관 또는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여
겨져 온 창의력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적 질문을 던진다.
Ÿ 기계가 스스로 창조력을 가질 수 있는가?
Ÿ 창작 행위가 프로그래머 및 기계와도 연관성이 있는가?
Ÿ AI에 의한 데이터의 처리, 재구성, 해석이 창의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예술창작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오고 있는 AI와 기계에 대한 성찰
은 물론, 예술과 AI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진화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7

문화돋보기 호 (2019-85)

(2) 상상력 그 이상의 무한 도전
AEC에 ‘세계 최초’, ‘차세대’라는 수식어는 낯설지 않다. 상상력을 초월한 실험적 탐
구정신과 무한한 도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출처: 한하경 촬영

그림 7 | ①‘Best of Deep Space 8K Standards’ 상영 장면

일례로 ① 관객의 몰입감 극대화를 위해 8K 해상도와 3D 프로젝션 기능을 갖춘 Deep
Space 상영관 구현, ② Swarm OS에 기반하여 지상 무대공간을 초월해 하늘에 예술적
형상과 메시지를 수놓은 100대의 드론 군무(‘16)의 후속 연구, ③ AI로 완성한 ‘말러 10
번 미완성 교향곡’ 연주와 이에 맞춘 실시간 물감 영상 퍼포먼스 등 기존의 상상을 뛰어
넘는 새롭고 도전적인 예술 영역의 개척으로 매년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출처: 한하경 촬영

그림 8 | ② 퓨처랩 Swarm OS 연구 시연 : Swarm Arena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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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하경 촬영

그림 9 | ③ ‘말러-끝나지 않은 프로젝트(The Mahler- Unfinished Project)’ 연주 장면

(3) 개방성 – 예술과 기술, 미래와의 만남에 열려있는 자세
“개방성은 축제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었다. 이는 새로운 경향에 열려있고, 예술과 기
술의 상호작용에 열려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에 열려있고, 모순에 열려있고, 새로운
영역에 열려있는 것인데, 특히 예술가, 과학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토론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에 열려있는 것이다.” (Leopoldseder, 1999, p.7)
미래를 향한 자유로운 항해는 이 개방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기간 내 소화가 어려
울 정도로 동시다발적인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축제 현장에서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
는 것이 바로 개방성이다.
한편 관객 스스로 해석하고 작품을 재구성할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프로
토타입 및 작품에서도 개방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객에게 스스로 탐색해나갈 여지를
줌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4) 미래 질문을 위한 실천(Do) 탱크 – 미래 혁신가 정상회의(Future Innovators
Summit, FIS)
축제 동안 AEC 예술사고학교 프로그램(Art Thinking School Program)의 일환으
로 열리는 FIS는 다양한 배경의 예술가, 디자이너, 과학자, 엔지니어, 철학자 등이 모여
인간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브레인스토밍하고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워크샵이
다. 일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회사인 하쿠도(Hakuhodo)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오늘
날 문제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내일을 위한 미션을 찾아가고자 한다. 올해에는 ‘미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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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future trust)’,‘ 미래 몸(future body)’, ‘미래 인간성(future humanity)’을 주제로
워크샵과 최종 발표가 진행되었다. 전문 분야와 경험은 다르지만, 더 나은 미래 사회를
꿈꾸는 예술·기술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실천(Do)탱크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3. 떠오르는 이슈 종합 분석
(1) 예술과 기술 간 공진화의 신호탄 제시
이번 페스티벌의 핵심 화두는 단연 AI였다. 이처럼 AEC는 AI를 위시한 기술을 피하거
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알아가고 상호 발전방법을 모색하는 태도를 중시한다. 이런 태
도에 기반한 새롭고도 다양한 예술 표현의 장을 통해, 인류가 예술과 기술, 사회와 함께
나아갈 미래방향의 신호탄을 제시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및 신기술과 예술의 만남 가시화
AEC는 지난 40년간 디지털 네트워크와 가상공동체, 생물 예술과 유전 공학, AI와 로
봇 공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발전해 왔다.
‘디지털 꿈-가상 세계’(‘90), ’정보 전쟁(‘98)’, ‘코드-우리 시대의 언어(’03)‘, ’하이브리
드-모순 속에서 살아가기(‘05)’, ‘AI-타자와 나’(‘17)’ 등 역대 축제 주제에서도 볼 수 있듯
떠오르는 과학기술을 조명하고, 실제 예술에 접목해 새롭고 다양한 표현방식을 탐구한다.

출처: 한하경 촬영

그림 10 | 산업용 로봇팔과 공연하는 무용가 겸 안무가, Silke Grabinger

올 해 ‘빅 콘서트 나이트 2019(The Big Concert Night 2019)’에서 선보인 ‘Underbody’
퍼포먼스는 Bodenwieser의 Dämon Maschine(괴물 기계. 1923)을 각색한 작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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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사람보다 우세한 현 사회에 문제를 제기한다. 무용수가 산업용 Kuka 로봇과 호
흡을 맞추며 역동적이면서도 전례가 없는 장면을 연출했다.

(3) 인간과 예술 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미래방향 모색
AEC는 약 반세기 동안, 예술, 기술, 사회 이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예술적 관점을 기
반으로 한 예술과 기술의 실험적 만남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인간을 중심에 둔 미래방향 모색이 타 융복합 기관 대비 가장 두드러지는 점
인데, 바로 이 사고가 40년 축제를 지속해오는 구심점 역할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4) 초장르 및 탈경계적 융복합 경향의 두드러짐
기존의 예술장르로는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전시, 공연, 퍼포먼스 등 장르와 예술
외 분야를 넘나드는 탈경계적인 프로토타입과 작품들이 다수 선보였다. 또한 ‘디지털 공
연(digital theater)’ 등 떠오르는 예술 장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를 볼
때 국내에서도 차세대 미래 예술의 범주와 양식에 대한 논의의 전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이며, 문화기술 R&D 분야에서도 이처럼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예술장르 범주와 양식의
논의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신규기술을 예술분야에 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초국가적 협력 확산 및 가속화
나아가 유럽연합(EU) 등 범국가 및 세계적 기업/기관들의 재원 지원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참여 주체들의 국적의 다양화가 돋보였다.

출처: 한하경 촬영

그림 11 | EU ‘Immersify’ 패널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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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AEC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Horizon 2020 기
금의 지원을 받아 동참하는 대표 프로젝트 두 가지가 있다.
우선 ‘STARTS(Science+Technology+ARTS)’는 유럽 내 예술가들의 연구와 혁신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6년 고안된 사업이다. 예술, 과학기술, 산업계를 연계한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이 중 AEC와는 매년 STARTS 상금(Prize)
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Immersify’는 몰입형 미디어(immersive media)를
현장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AEC 퓨처랩 및 4개 유럽 내 주요기관과 함께 전례 없는 몰입형 차세대 미디어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외에도 일본 통신기업인 NTT와 퓨처랩의 Swarm OS 기반 R&D 협업, 2019
페스티벌 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지원한 미디어아트 공모전 ‘VH 어워드’ 전시, 캠
퍼스 부문으로 참석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 사업 지원 대상자들의 융복합
프로젝트 전시·퍼포먼스 등 초국가적이고 범지역적인 만남을 통해 축제의 장에서
예술과 기술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경계를 초월한 협력이 가속화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문체부 문화기술 전담 연구기관인(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7조의5)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도 양 기관 간 MoU 체결 후
R&D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출처: 한하경 촬영

그림 12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AEC 퓨처랩 간 R&D 회의 후 전체 사진 (왼쪽부터) 박주봉 박사, 박나래 연구원,
전문구 소장, Horst Hörtner 시니어 디렉터, 한하경 연구원, 박남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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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예술적 렌즈를 통한 현재와 미래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 창작 및 연구주제 발굴, 실험
적 탐색, 미래 대응방향모색, 그리고 현실과 연계한 실천 및 차세대 교육까지, 40살
AEC는 현 사회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술, 기술, 사회를 위한 융복합 축제를
목표로 한결같은 방향성을 고수해 왔다.
이를 통해 생각해볼 점은 다음과 같다.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제시한
현 정부의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산업의 경제적 논리에 앞서는 사람 중
심의 철학이 존재하는가? 과연 인간이 중심이 되는 보다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해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지향할 문화정책의 중심 철학과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문체부의
대표적 융복합 R&D인 문화기술이 예술, 기술, 사회를 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
한 중심 철학은 무엇인가?
종합해보면, 문체부다운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문화 조성과 문화기술 R&D 생태계 선
도를 위해서는 예술적 관점에서 출발해 예술과 기술을 조우하는 AEC의 태도와 개방성
있는 실천적 자세의 함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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