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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 사드 설치 황과 리방향 설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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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e and Management Orientation of Media Facad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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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미디어 사드의 무분별한 확산은 빛공해를 유발하고 란한 색상과 움직임으로 인한 도시경 을 

해시키는 등 문제 을 야기하므로 정책 방향과 리원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설치된 미디어 사드를 수조사하여 설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 을 도출한 후, 

이에 한 공공부문의 응방안으로 서울시의 미디어 사드 리 기본 방향과 원칙 제시를 목 으로 한

다. 주요 문제 은 련 개념과의 경계 모호  변형, 디지털 고물의 확산, 범 한 빛과 시각  공해 

야기, 유리 리 미흡으로 도출되었다. 리의 기본방향은 1)도시 문화로서 미디어 사드로 개념을 정립

하고, 2) 술성이 확보된 작품 심의 콘텐츠로 규정하며, 3)장소성을 고려하도록 지역  리방안을 

모색하여, 4)지속가능성을 한 지속  리를 도모한다. 이에 근거한 기본원칙으로는 1)건축물과 설비

를 일체화하여 용한다. 2)도시의 문화  요소로서 의미 있는 그래픽･문자･이미지 등의 표출과 시민들

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3)콘텐츠는 술작품에 한하여 허용한다. 4)도시공간  특성을 고려한 지역

별 차별화된 근을 도모한다. 5)에 지  유지 리에 한 장기 이고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한다. 

주제어：미디어 사드, 조명, 빛공해, 도시경 , 콘텐츠, 상호작용성, 장소성

ABSTRACT：To make media facades as a fascinating element of urban landscape that characterizes 
Seoul, qualitative management is necessary so as to efficiently utilize and manage the increasing number 
of media facades. This study investigated all media facades installed from 2010 to 2014 in Seoul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faced in this regard. As a corresponding strategy, management orientations 
and principles were suggested. The management orientations of media facades are as follows: 1) to establish 
the concept of media facades as part of urban culture, 2) to restrict the content of facades to works with 
artistic value, 3) to aim for area-based management coinciding with placeness, and 4) to plan continuous 
management for sustainable media facades. Based on the orientations, five management principles can be 
derived: 1) the system including lighting should be integrated with architecture, 2) as a cultural element 
of the city, media facades must express meaningful graphics, text, and images and be interactive, 3) the 
content should be limited to artistic works, 4) a differentiated approach considering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must be adopted, and 5) specific and long-term plans for energy generation and maintenance 
must be established.
Key Words：media facade, lighting, light pollution, urban landscape, interactive, plac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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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

야간경 은 도시의 활력과 개성을 표출하는 방

안으로 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 사드는 

조명, 상, 정보 등의 기술과 술이 고도로 융합

된 21세기 건축의 새로운 트 드로 인식되며 심

이 증폭되었다. 한 LED 조명과 로그래  등 

련 기술들의 발 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

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미디어

사드가 야간경 을 선도하는 속도가 빠르며, 인터

넷과 스마트폰의 보 률이 높은 한국은 그 에서

도 두드러진다1).

건축물의 사드는 가로경 에 지배 으로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미디어 사드는 일반 으

로 사드 체를 활용하여 규모로 조성되고 원

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한 빛을 활용하므로 도시

경  차원에서 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 정

보화시 에 이루어지는 건축물･ 장 등 물리 인 

공간과 정보기술･미디어의 만남은 도시의 디지털

화를 가속화시키는데, 미디어 사드는 이러한 변

화에 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미디어사회 속 공

공공간에 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

로 단된다. 

하지만 서울시 미디어 사드에 하여 분석한 

이성창 외(2012)에 의하면 서울시 내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미디어 사드는 도시 내 역할과 의미가 

상실되고 기업의 홍보수단이나 엔터테인먼트 요

소만이 부각되어, 화려하고 자극 인 이미지가 연

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유발하고 란한 색상과 움직임으로 도

시경 을 해시키는 등 문제 을 야기한다. 

이 연구는 서울시 내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사드를 수조사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 을 

도출한 후, 이에 한 응방안으로 서울시 미디

어 사드 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미디어 사드의 개념을 고찰한다. 미디어

사드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 히 개념과 

범 가 불확실하며, 사회 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

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 으로 문헌을 고찰하여 

미디어 사드의 개념을 검토한다. 

둘째, 서울시 미디어 사드의 황을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한다. 서울시 미디어 사드에 하

여 수조사를 실시하여 황과 실태를 분석한다. 

선행연구(이승지, 2015)에서 제시된 미디어 사

드의 분석항목과 분석틀을 기 으로 서울시 좋은

빛 원회의 심의자료(2010. 1～2014. 10)  미디

어 사드 련 심의건수 총 102건을 분석하고 

장조사(2014. 9～10)를 시행하 다. 이를 종합

으로 정리하여 문제 을 도출한다. 

셋째, 조사와 분석 내용을 토 로 서울시 미디

어 사드 리의 기본방향과 이에 근거한 기본원

칙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2008년 이후 본격 으로 증가한 미디어 사드 

1) 세계의 미디어 사드 사례들을 연구한 호이슬러(Haeusler, 2012)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 률이 높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도시들

에 미디어 사드가 제일 많이 설치된 것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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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는 사례조사를 통한 미디어 사드의 공

공성, 상호작용성(인터랙티 ), 콘텐츠에서 경향

과 특성을 도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 사드가 도시경 에 미치는 향이 

증가하고 빛 공해와 시각  공해에 한 인식이 

증 되면서, 미디어 사드의 리 측면에서의 논

문이 발표되고 있다. 김기태 외(2011)는 야간조명

의 일부인 미디어 사드의 리 측면에서 용도지

역에 근거하여 설정된 조명환경 리구역의 문제

을 지 하고 개선안을 제시하 다. 김동찬 외

(2012)는 서울시의 미디어 사드 련 제도와 설

치사례를 분석하여 제도의 부합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 지만, 분석된 사례의 표본수가 제한 이

며 선언  수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성창 

외(2013)는 서울시 미디어 사드의 리체계를 

련제도, 심의체계, 용구역, 리기 으로 분석

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해외사례의 시사 을 

용하여 리를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승

지(2015)는 미디어 사드의 디자인 항목을 도출

하고, 분석항목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디어 사드의 공공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는 미디어 사드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설치된 미디어 사드의 수 조사와 실

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 을 도출하 다는 측면

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한 서울시 미디어 사드 

리를 하여 실효성을 가지는 기본 방향과 원칙

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Ⅱ. 미디어 사드의 개념 고찰

미디어 사드는 사회 으로 통용되는 사  

정의가 없는 상태이다. 복합 인 속성 때문에 디

지털경 조명, 미디어보드, 미디어월, 디지털사이

니지 등 련 용어와 범 가 혼용되고 있다. 따라

서 여기서는 일반 인 개념과 련 용어와의 구분

으로 미디어 사드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1. 미디어 사드의 일반  개념

미디어 사드는 미디어와 사드의 합성어이

다. 미디어의 사  의미는 ‘어떤 작용을 한쪽

에서 다른 쪽으로 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나 술 표 의 도구를 의미한다

(http;//krdic.naver.com). 이러한 측면에서 알

산더(Aleksander, 2007: Tovarovic et al., 

2012에서 재인용)는 미디어 사드의 유일한 제

조건으로 메시지의 달가능성(communicability)

을 제시하 다. 호이슬러(Haeusler, 2009)는 미디

어 사드의 미디어를 ‘동 인 문자, 그래픽, 는 

이미지의 시각  형태를 통한 소통’으로 정의하고, 

미디어 사드의 제 조건으로 동 인 활력

(dynamism)과 가변성(variablity)을 제시하 다.  

사드는 건물의 입면   측 정면과 거리

에 면하는 입면으로 정의된다. 크리에(1999)에 의

하면, 사드는 건물의 기능과 의미를 달하는

(소통하는) 가장 본질 인 요소로서 그 당시의 문

화  상황을 표 하고 장식의 효용성과 기능성을 

구 하며 거주자 는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표

한다. 역사 으로 사드는 도시 속에서 시 와 

장소의 양식  특성을 드러내는 요한 요소로 다

루어져 왔다. 

각각 검토한 미디어와 사드를 조합한 미디어

사드의 넓은 의미는 도시 내 소통의 매개체로서 

건축물의 사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

다. <그림 1>과 같이 건축물의 외부나 내부 공간으

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사드에 용되고 이

에 따른 변형이 가능해졌으며, 술가의 표 능력

이 결집되는 디지털 캔버스를 구성하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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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미디어 사드는 건축물이 원래 가지는 물

리  볼륨과는 다른 움직이는 이미지로 인한 시각

 비물질성을 취함으로써 시 성을 표하는 양

식이라 할 수 있다.

2. 련 용어 검토와 개념 비교

 

 1) 건축물 장식조명(Light Architecture)2)

건축물의 장식조명은 조명을 활용하여 건축물

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향상하는 것으로 호이슬러

(Haeusler, 2009)는 이러한 건축물 장식조명이 빛, 

강조, 분 기 세 가지 속성을 가지는 반면, 미디어

사드는 이에 더하여 역동성을 가진다고 규정하

다. 이러한 역동성은 빛이나 색의 단순한 움직

임이 아닌 문자, 그래픽, 이미지 등의 상을 표출

하여 도시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2) 어반 스크린(Urban Screen)

어반 스크린 이니셔티 (Urban Screen Initiative)

에 따르면 어반 스크린은 도시 공간 내 다양한 유

형의 역동 인 디지털 디스 이와 시각 인 인

터페이스를 의미하며 이는 지능 인 건축물의 표

면을 포함한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정의와는 다

르게 체르토이(Tscherteu, 2010)에 따르면, 일반

으로 어반 스크린은 건축 사드와 통합되지 않

은 채 독립 으로 지지되거나 분리되어 있는 스

크린의 유형으로 인식된다. 즉 어반 스크린은 건

축물과의 계나 통합 여부에 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야립 고 과 같이 건축물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건축물의 사드와 일체화되

어 설치되는 미디어 사드와 차별성을 가진다.

3) 

은 옥내 는 옥외에 설치되어 각종 정

보안내  고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형 류 

시스템을 의미하며, 어반 스크린의 한 유형에 해

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은 옥외 고물로 성

격이 규정되어「옥외 고물 등 리법」의 규제

를 받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 등의 주요 고 수

단으로 자리매김 하 다. 이는 건축물 사드의 

도시  기능에 의해 이 공유하는 문화  

으로서 이해되는 미디어 사드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4)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채송화(2012)에 의하면 디지털 사이니지는 네

트워크를 통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디지털 디스

이를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하여 정보, 엔

터테인먼트, 고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뜻하며, 기존 디지털 정보 디스 이(Digital 

Information Display, DID)에 다양한 IT 기술이 

목되어 양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정보매체를 

일컫는다. 개념 으로 미디어 사드는 옥외에 설

치되는 디지털 사이니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 야간경 을 연출하기 한 조명을 경 조명이라고 통칭하여 왔으나, 최근 제정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좋은빛 형성 리조례｣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 으로 그 외 에 설치되거나 외 을 비추는 발

기구  부속장치’를 장식조명이라고 규정하 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용하여 해당 용어를 장식조명으로 통일하여 용한다.

<그림 1> 미디어 사드(서울스퀘어)

(출처: www.neolook.net/archives/2011112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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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학술 인 정의와는 다르게 상업

인 측면이 강조된 정의들도 있다. 한국정보통신

기술 회의 정보통신 용어사 (http://word.tta. 

or.kr/terms/terms.jsp)에 의하면, 기업들의 마

, 고, 트 이닝 효과와 고객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툴로 디지털 상 디스 이 

장치, 아웃오 홈미디어(Out of Homemedia, OOH) 

라고도 함으로 정의되며, 한국경제신문 경제용어사

(http://s.hankyung.com/dic)에 의하면 LED나 

LCD를 활용한 디스 이 고게시 으로 정의

되기도 한다. 즉 디지털 사이니지는 사회 으로 

고 매체로 인식되기도 하므로 미디어 사드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3. 소결: 미디어 사드의 개념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좋은빛 형성 리

조례｣(이하, 서울시 빛공해조례) 제2조에서 규정

하는 미디어 사드의 법 인 개념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로젝

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 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  하는 조명방식”이다. 하지만 이

는 여 히 장식조명 수 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으

로 미디어 사드는 빛의 효과 그 이상의 콘텐츠에 

한 문화  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의는 앞 서 검토된 미디어 사드의 일반  

개념과 련용어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사드는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화

 요소로서 의미 있는 그래픽, 문자, 이미지 

등을 표출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련용어 미디어 사드의 
차별성

건축물 

장식조명

건축물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향상

하는 조명
도시 문화 형성

에 기여하는 

상 표출
Apm쇼핑몰▸

(2014.11 촬 )

어반

스크린

건축물과는 독립

으로 설치된 

규모 스크린
건축물과 일체

으로 설치
강남역 미디어폴▸

(출처:www.

mediapole.kr)

고를 표출하는 

시각 달매체
사드의 도시

 기능에 의한 

문화  속성CGV 강남역▸

(2014.10 촬 )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디스 이

를 통한 양방향 커

뮤니 이션 정보 

매체. 사회 으로 

고 매체로 인식

개념 으로는 

옥외에 설치되

는 디지털 사이

니지의 일환시 ▸

(출처:이락디지

털문화연구소)

<표 1> 미디어 사드 련용어  차별성 

재 문제 개선안

건축물과 조명이 일

체화된 방식으로
- 

건축물과 조명이 일

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로

젝트 등을 이용하여

기술의 발 으로 새

로운 유형의 계속  

발 . 근원 인 기

술 명시 필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

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

하고 빛의 움직임

을 가능  하는 조

명방식

미디어 속성 미포

함. 건축과 미디어

의 결합이 꾸미기 

수 으로 명시됨. 

소통 강조 필요

도시의 문화  요소

로서 의미 있는 그래

픽, 문자, 이미지 등

을 표출하고 소통하

는 방식

<표 2> 미디어 사드의 법  정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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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디어 사드의 황 분석과 문제

1. 분석 상 선정

분석 상을 선정하기 해 우선 서울시 좋은빛

원회의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이외 설치 황 

등은 장조사로 보완하 다. 서울시 좋은빛 원

회의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심의건수 

총 748건 , 미디어 사드 련 심의 102건을 조

사하고, 2014년 9～10월에 걸쳐 심의자료의 장 

확인과 이외 설치 황 등을 조사하 다. 이를 근

거로 심의 도입 이  2004～2009년까지 설치된 

13개소와 심의 이후 2009～2014년까지 설치된 36

개소, 총 49개소를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3)

(<표 3> 참조). 

2. 분석틀

이승지(2015)는 선행연구 검토와 도시, 경 , 

건축, 조명, 상, 정보, 환경 각 분야의 자문을 거

쳐 미디어 사드의 디자인 항목을 도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으로 4개의 

분류에 해당하는 인자로서 조망, 하드웨어, 기

술, 콘텐츠를 도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분류와 디자인 

항목을 분석틀의 기 으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

여 항목별로 실태를 분석하 다. 단, 연구방법의 차

이에 따라 분석항목을 일부 조정하 다(<표 4> 참

조). 첫째, 분류  하드웨어라는 단어가 포

이어서 이를 설치라는 단어로 체하 다. 둘째, 

이 연구는 외부에서 조망 시 도시경 에 미치는 

향 측면에서 황을 분석하는 만큼, 일부 련 없

는 항목들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1)조사범

를 구 설치로 한정함에 따라 유용기간( 구/

일시) 제외, 2)내부 거주자에게 용되는 건물 조

명과의 간섭 제외, 3)동 상 심의 콘텐츠로 분석

이 불가한 멸과 색채/색심도 제외. 셋째, 이 연구

는 리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므로 리 측면에서 

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단된 일부 항목들을 추

가하 다: 1)설치 측면에서의 유지 리 추가, 2)

조망 측면에서의 법 인 규제사항인 연출시간 추가. 

3) 2014년 10월 재 심의를 통과하고 공사 인 사례와 심의 후 미설치된 사례는 분석 상에 포함하고, 반면 설치 후 철거 사례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단, 분석항목  콘텐츠의 경우는 구체 인 내용과 운 계획이 심의자료로 제시된 26개소를 상으로 분석하 다.

구분 개수 목록

심의이 13

갤러리아백화 (2004), GS타워(2005),

LIG 강남사옥(2006), 리꿈스퀘어(2007), 

가든 이 (2008), 호아시아나(2008), 

LG CNS 상암사옥(2009), 우리 융 상암센

터(2009), LG 텔 콤 상암사옥(2009), 

CJ E&M 센터(2009), BK  동양성형외과

(2009), 신사미타워(2009), SBS 리즘타

워(2009)

심의이후 36

서울스퀘어(2009), 청량리 롯데백화

(2010), 맥스타일(2010), 세종로 KT사옥

(2010), 청담 SUBARU(2010), 오세원성형

외과(2010), 키콕스벤처센터*, W-Bank 

(2011), 한국기술센터(2011), 명동 하나은

행(2011), 진디엠피(2011), 스테이트 타

워(2011), GT타워(2011), 딜라이트(2011), 

종로 고다(2011), 스탠포드 호텔(2011), 

KR타(2011), 허쉬성형외과(2011), 세빛섬

(2011), 에넥스*, 제우빌딩*, 효성 b타워

(2011), 강남 YBM(2012), 상암 MBC 

(2013), 피엔폴루스(2013), 태평양물산

(2013), 롯데 FITIN쇼핑몰(2013), 쓰리알유

시티(2013), YTN 상암(2013), 신  유

스(2014), 살로몬아웃도어(2014), 기아 국

내 업본부(2014), 한국교직원공제회 *, 

WOOK빌딩**, SM사옥**, 제2롯데월드**

총 49

 * 심의를 득하 으나 설치하지 않음,
** 2014년 10월 재 심의 

<표 3> 미디어 사드 분석 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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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 분석

1) 조망

① 조망 치 

미디어 사드를 조망 가능한 치로 교차로 

59.2%, 도로 20.4%, 장 20.4% 순으로 조사되었

다. 미디어 사드의 인지도 향상을 하여 다방면

에서 조망이 가능한 교차로에 치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조망거리 

가로를 향하여 표출되는 미디어 사드를 조망

하기 한 충분한 거리 확보의 지표로서 면도로 

폭을 조사하 다. 도록 폭 25m 이상의 로  

로에 면하는 경우가 81.6%, 로에 면하는 경우가 

18.4%로 조사되었다. 형으로 조성되는 미디어

사드에 충분한 가시거리를 확보해야하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 

③ 지역  합성

미디어 사드의 랜드마크 속성와 빛공해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 내 주활동과 특성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조사하 다. 상

업지역 65.3%, 주거지역 28.6%, 공업지역 4.1%, 

녹지지역 2.0%로 각 분포되어 있다. 야간 체류시

간이 길고 수면 등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주거지

역에서는 빛공해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디어 사드는 주거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④ 표출방향

미디어 사드가 표출되는 방향에 치하는 건

축물의 주용도를 조사한 결과, 업무시설 50.0%, 

매･근린생활시설 20.8%, 주거시설 10.4%, 기타

(문화재,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18.8%로 

조사되었다. 기업의 본사와 같이 업무시설이 집

되어 있는 곳에서 기업의 인지도 향상을 하여 

미디어 사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표

출방향의 건축물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비율이 상

으로 높았다. 하지만 업무 용도보다 주거, 문

화재, 의료시설 등에 미치는 빛공해의 향이 더 

클 것으로 단되므로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⑤ 운 시간

서울시 빛공해조례는 미디어 사드의 등은 

일몰 30분 후, 소등은 23시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등과 소등 시간을 과한 경우는 없었으며, 오

히려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한시 으로 운 하

여 이외 시간에 스크린이 검은색으로 노출되고 있

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선행연구 분석틀 본연구 분석틀

인자 변인 제외 추가 정리

조망

조망 치

연출시간

조망 치

조망거리조망거리

지역  합성지역  합성

표출방향표출방향

운 시간
운 시간

연출시간

설치

(하드

웨어)

건축물과의 
통합성

유지 리

건축물과의 
통합성

유용기간
( 구/일시)

○ 크기

크기 설치유형

건물 조명과의 
간섭

○
유지 리

설치유형

기술

해상도

-

해상도

멸 ○

휘도색채/색심도 ○

휘도

콘텐츠

내용

-

내용

상호작용 상호작용

업그 이드 업그 이드

<표 4>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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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출시간

서울시 빛공해조례는 미디어 사드의 상 연

출시간을 시간당 20분 이내로 규정한다4). 하지만, 

재 운 되고 있는 미디어 사드  연출시간 

수 사례는 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출시간에 

한 행정 인 리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2) 설치

① 건축물과의 통합성

LED조명 유형에 해당하는 83.7%가 건축물과 

통합되어 설치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LED조

명의 경우 독립 인 LED 모듈을 연결하여 설치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통합하여 디자인 

구성이 자유롭고 주간의 도시경 에 미치는 향

이 다. 일부 미디어 사드는 조명 소켓이나 바

의 단순한 부착이 아니라, 조명 설비를 활용하여 

독창 인 사드를 구성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

다. 이에 반해 보드는 용 모듈을 장착하는 

것으로 하드웨어의 형태 구성에 제약이 따르고 미

디어 사드 미 운  시 검은색 면으로 노출되어 

도시경 을 해한다. 

② 크기

미디어 사드는 건축물의 형태에 종속되는 만

큼 크기는 20㎡(논 동 W-Bank)부터 단일면에 

있어 최  크기에 해당하는 7,722㎡(서울스퀘어)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③ 설치유형

서울시에 설치된 미디어 사드의 유형은 조명

(소켓과 바), 보드, 빔 로젝트로 구분된다. 빔 

로젝트의 경우에는 건 편 건물 등에 로젝션을 

설치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이벤트 시에만 제한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 입

면에 구 설치된 미디어 사드를 상으로 하

으며, LED 조명 83.7%, 보드 16.3%로, 조명 유형

이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미디어 사드의 설치 시 다양한 유형으로

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 

건축물 내부에 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외부로 표

출시켜 미디어 사드의 효과를 갖지만 휘도 등 

리기 의 미 용으로 빛공해를 유발하는 경우이

다. 두 번째, 과 미디어 사드를 동일한 입

면에 계획하여 의 고 효과를 건물 입면 

체로 확산시키는 경우이다.

④ 유지 리

설치된 42개소 조사 결과, 운  59.5%, 미운  

40.5%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설치･운  비교 결

과, 2007년까지 기에 설치된 미디어 사드는 갤

러리아백화 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 을 단하

다. 이 후 2009년 총 8개  3개 미운 , 2010년

에 총 5개 미운 , 2011년 총 13개  6개 미운

으로, 미디어 사드를 지속 으로 운 하고 있지

는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 참조). 미운

4) 서울시 빛공해조례는 미디어 사드의 상 연출시간을 시간당 10분으로 규정하 으나 타당성 미흡 등의 이유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2015년 

7월 조례 개정 시 시간당 20분 이내로 확 하 다.

<그림 2> 년도별 설치와 운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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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으로는 잦은 고장, 력 등 에 지 소비, 

고 불허 등으로 나타났다.

3) 기술

① 해상도

미디어 사드는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자유로

운 픽셀 분포가 가능하며 빛공해를 유발하는 고해

상도보다는 해상도나 해상도를 더 많이 활용

하므로 다양한 픽셀 피치가 용되고 있다. 최소 

10mm(피엔폴루스)로부터 최  700mm(태평양

물산의 세로 피치)에 이른다. 

즉, 기술 으로는 과 같이 고해상도의 미

디어 사드 구 이 가능하지만, 필요에 따라 해

상도나 폴리카보네이트와 간 유리 등의 재질과 

어우러져 다양한 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휘도

미디어 사드가 권장되며 지침으로 리되는 

상암 DMC와 미디어폴, , 네온사인 등의 과

도한 빛이 혼재하는 강남역 일  그리고 기타 지

역에 설치된 미디어 사드를 상으로 8개소(13

개 지 )에서 휘도를 측정하 다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서 규정하는 빛방사 허용기 과 비교 결과, 평균

휘도의 경우 반 38%, 수 62%, 최 휘도의 경

우 반 31%, 수 69%로 조사되었다. 반 비율

보다 수 비율이 높지만, 일부 반 사례의 빛방

사 허용기 의 과 수 이 약 47배에 이르며 해

당 사례들이 정 휘도 계획으로 심의를 득하 다

는 측면에서 리가 시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콘텐츠

① 내용

서울시에 설치되는 미디어 사드의 콘텐츠는 

서울시 빛공해조례에 근거하여 고는 할 수 없

으며 술성 있는 작품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검

토 상의 77%가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을 제시

하 으며, 그 외 23%의 경우에도 색 변화 정도의 

상이지만 컨셉을 가지고 콘텐츠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심의를 통과한 술작품을 표출하는 

간에 별도로 고 콘텐츠를 표출하는 사례들

이 조사되었다. 특정 문구나 로고를 직 으로 

노출하거나, 랜드 이미지를 술 인 작품으로 

표 하여 간  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상호작용

디지털미디어의 큰 특징은 상호작용이며, 그 범

는 정보 달의 간 경험을 포 한 범 한 개

념으로부터 사용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직

경험으로 제한되는 개념으로 한정되기도 한다. 서

울시 미디어 사드는 술성을 강조하고 콘텐츠

에 한 심의를 진행하여 왔기 때문에, 미디어아

티스트의 작품으로 감성 인 간 경험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람객의 참여로 소통이 이루어지도

록 기획되는 극 인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모색

되고 있다. 

 
③ 업그 이드

미디어 사드 심의자료 분석 결과, 80%가 일간 

월간, 연간 단 의 콘텐츠 운  로그램을 제시

하 다. 서울시는 미디어 사드의 콘텐츠 변경 시 

5) ①상암 DMC:설치된 미디어 사드 9개소  운  인 4개소. 각 건축물의 여러 사드에 설치되어 총 9개 지 에서 측정

②강남역:설치된 미디어 사드 3개소  운  인 2개소. 2개 지 에서 측정

③기타:롯데 FINN 쇼핑몰와 서울스퀘어 2개소  2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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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콘텐츠에 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스퀘어의 경우에 한하여 콘텐츠에 한 심의

를 지속 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소결:미디어 사드의 문제

 

조망 측면에서 미디어 사드는 술 인 작품

의 표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장 등의 지 이 미흡하여 도시 갤러리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 한, 미디어 사드가 주거지역까지 

확산되고 표출방향의 건축물 주용도 역시 주거, 

문화재, 의료시설 등이 다수 존재하여 빛공해가 

우려된다. 

설치 측면에서는 미디어 사드 미운  시 스크

린이 검은색 면으로 노출되어 도시경 을 해한

다. 미디어 사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유형으로

의 변형이 발생하 는데, 이는 리기 의 용을 

받지 않아 빛공해와 도시경  해를 야기한다. 

미운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유지 리 미흡으로 

상의 질 하 등의 문제 이 부각되었다.

기술 측면에서는 형 미디어 사드에도 고해

상도의 연출이 가능하여 기술 인 경계가 무의미

하다. 한 심의에서 통과된 내용과 다르게 일부 

고휘도의 상을 표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 

심으로 콘텐츠가 구성되고 있음에도 간 경험으

로 한정되며 사회의 특징인 직 경험이 미흡

하다. 심의 내용과는 다르게 고 콘텐츠 표출 사

례가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 으로 정리하여 주요 문제 을 도출

하면 <표 5>와 같다. 

1) 련 개념과의 경계 모호  변형

미디어 사드가 증가하고 디지털 기반시설들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이에 한 명확한 개념과 정

의에 한 공감 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혼돈이 

야기된다. 련 기술의 빠른 발 으로 미디어 사

드, 장식조명,  등 련 개념 사이의 형태

·기술 인 측면에서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한, 

빛을 노출시켜 가시성을 증폭시키기 한 수단들

은 도시의 공익을 하여 규제를 받지만 이를 피

하기 하여 스크린을 내부에 설치하는 등의 다양

한 변형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3> 참조).

련개념과의 경계 모호 다양한 유형의 변형

GT타워(2014.6 촬 )

건축물 장식조명과의 

형태 /기술  구분 불가

삼성디지털 라자(2014.6 촬 )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이 

면유리 통해 노출

<그림 3> 련 개념과의 경계 모호  변형 시

항목별 문제 연결 주요 문제

조망

조망 지  미흡 련 개념과의 

경계 모호  

변형

주거지역까지 확산

표출방향 주용도 부 합

설치

미운  사례 다수

디지털 고물

의 확산

미운  시 검은면 노출

변형 확산

상의 질 하

기술
기술  경계 무의미 범 한 빛과 

시각 공해 야기고휘도 표출

콘텐츠

문화  기능 미흡

유지 리 미흡직 경험 미흡

고 콘텐츠 표출

<표 5> 미디어 사드의 문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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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고물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옥외 고물 분야에서도 

새로운 매체로서 디지털 고물의 용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에 따라 미디어 사드를 활

용하거나 연계하여 고를 구 하고자 하는 욕구나 

고 지의 당 성에 한 논란은 더욱 증가할 것

으로 단된다.

간 고 효과 랜드이미지 고효과

강남YBM(2014.10 촬 ) 서울스퀘어(youtube,com)

<그림 4> 디지털 고물의 확산 시

3) 범 한 빛과 시각  공해 야기

미디어 사드는 건축물의 면을 활용하여 

형으로 조성되고 빛이 가지는 직진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므로 빛과 색

으로 인한 공해가 향을 미치는 범 가 매우 넓

다. 해당 건물의 인 지역 뿐만 아니라 경사지와 

같은 도시의 공간 구조에 따라 원거리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그림 5> 참조). 최근에는 빛공해에 

한 인식이 증가하여 미디어 사드에 한 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형에 따른 확산 주변건축물 향

서울스퀘어(네이버 항공뷰)

<그림 5> 범 한 빛공해 시

4) 유지 리 미흡

미디어 사드의 LED 소켓에 한 개별 인 

리의 어려움 외에도 고도의 IT 기술이 용되므로 

설비의 유지 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의 질

이 하되거나 미디어 사드를 운 하지 않는 경

우가 발생한다(<그림 6> 참조). 한 콘텐츠 구축

과 유지 리 미비로 동일한 콘텐츠의 반복 노출은 

도시의 갤러리로서 미디어 사드 기능을 해하고 

있다. 

생김 상 검은색 스크린 노출

쓰리알유시티(2014.10 촬 ) 리꿈스퀘어(2014.10 촬 )

<그림 6> 유지 리 미흡 시

Ⅳ. 미디어 사드 리의 기본방향과 원칙

1. 리의 기본방향

여기서는 문제 에 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미디어 사드를 리하기 한 기본방향을 설정

한다.

1) 개념 정립 | 도시문화로서의 미디어 사드

련 개념과의 구분가 모호하거나 개념 변형의 

문제 에 응하기 하여, 미디어 사드의 개념

을 정립한다. 미디어 사드는 형태 으로 그리고 

기술 으로 계속 으로 발 하기 때문에 형태나 

기술  근에서 개념 정립이 아니라, 미디어 사

드의 상과 속성에 근거하여 도시문화 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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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디어 사드로 개념을 구축한다. 

2) 콘텐츠 규정 | 술성이 확보된 미디어 사드

디지털 고물 확산의 문제 에 응하기 하

여 미디어 사드의 콘텐츠를 규정한다. 건축물의 

사드가 갖는 도시 인 기능과 가로 공간에서 1

차 요소로서 계상의 요성을 고려하여 술성

이 확보된 작품 심의 콘텐츠로 한정한다. 건축

물의 사드를 술  차원으로 승화시켜 도시경

의 질  수 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한다.

3) 지역  리 | 장소성에 부합하는 미디어 사드

범 한 빛과 시각 공해 야기의 문제 에 

응하기 하여 미디어 사드의 지역  리를 도

모한다. 미디어 사드가 서울 체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고 

지역의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치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소성에 부합하는 미디어 사드를 

유도하기 하여 지역  리방안을 구축한다. 

4) 지속  리 | 지속가능한 미디어 사드

유지 리 미흡의 문제 에 응하기 하여 미

디어 사드의 지속  리를 도모한다. 미디어

사드는 IT와 조명 기술이 집 되어 있고 에 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유지 리가 요하며 콘텐

츠의 업그 이드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미디어

사드를 유도하기 한 리방안을 구축한다. 

2. 리의 기본원칙

와 같은 기본방향을 지향하며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5개의 기본원칙을 설정한다.

1) 건축물과 조명 등 설비를 일체화하여 용한다.

미디어 사드는 이질 인 요소들의 공존을 통

한 새로움을 창출하는 사회의 특징을 반 하

여 련 기술들의 융합과 확장의 과정 속에서 계

속 으로 발 해 나갈 것이다. 미디어 사드가 복

합 인 특성을 가지는 만큼 재의 제도 속에서 

용받는 규정에 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도 용의 회피를 한 변형이 발생하

기도 한다. 따라서 신 인 기술을 통한 발 은 

장려하되 제도 용의 회피를 한 기술  혼용이

나 변형은 지한다. 

도시 내 새로운 표 매체로서 건축물의 사드

를 활용하는 미디어 사드의 기본 인 특징을 유

지하기 하여, 미디어 사드는 건축물과 조명 등 

설비를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건축물의 특성과는 무 하게 독립 으로 설

치되는 어반스크린이나  등과는 차별화한다.

2) 도시의 문화  요소로 의미 있는 그래픽･문자･이

미지 표출과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미디어 사드는 미디어를 통한 정보 달이 증

가하는  도시에서 건축물의 사드가 새로운 인

터페이스가 되어 새로운 표 매체 는 제3의 커

뮤니 이션 매체로 등장하 다. 

건축은 표 의 인터페이스로서 이미 도시의 수

많은 간 이나 슈퍼그래픽, 혹은 넘쳐나는 

과 같은 미디어  요소를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기의 수동 인 형태의 건축과 미디어의 결합은 

꾸미기와 상업성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디

지털 명을 계기로 변화한다. 디지털 명으로 규

정되는 디지털미디어 기술의 속한 발달로 인하

여 미디어환경이 이용자 심으로 변화하면서 경

험의 가치가 향상되었다. 사람들의 경험의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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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으로 제시된 물리  형태를 단순히 받아들

이는 간 경험에서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자신

만의 고유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새롭고 개선된 직

경험으로 변화하 다. 

이러한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건축과 

미디어의 결합에 있어서도 능동 인 형태로 변화

가 필요하다. 기존의 간 이나 이 꾸미기와 

상업성으로 규정된다면, 기술과 공간이 융합된 매

체로서 미디어 사드는 체험하는 문화  요소로

서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재 40%의 미디어

사드가 미운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단순한 꾸미

기 수 의 미디어 사드가 시  변화에 응하

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화

된 미디어환경 속에서 미디어 사드는 도시의 문

화  요소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사드는 건축물의 사드를 도시 내 소통의 매개

체로 활용하여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

래픽, 텍스트, 이미지 등을 표출하고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콘텐츠는 술작품에 한하여 허용한다.

도시 내 공공 역인 가로환경에 지배 인 향

을 미치는 건축물의 사드에 설치되는 미디어

사드는 도시 공간에 장기간 노출되어 의 의지

와는 상 없이 인지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의 담

보가 필요하다. 박물 과 같은 제한된 공간 내에

서 시되는 술에 비하여 불특정 다수가 오고가

는 도시 속에서 만나는 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에서 향유할 수 있는 공공 술로서 사회  기능을 

가진다. 

건축물의 사드는 시 와 장소를 변하는 도

시  기능과 가로의 1차 요소로서 계상의 요

성을 가지는 만큼 역사 으로 술성이 추구되어 

왔다. 이러한 사드를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미디어 사드는 공공 술로서의 상을 가질 필

요가 있다. 

미디어 사드의 물리 인 하드웨어는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콘텐츠를 투사하기 한 랫폼

으로서 형성되며, 미디어 사드의 완성도는 콘텐

츠에 달려 있다. 콘텐츠는 가로경 과 공공장소의 

기능과 성격에 향을 미치므로 그 내용이 요하

다. 미디어 사드는 도시 내 오 된 갤러리로서 

도시의 문화를 형성함에 의의를 두고, 콘텐츠는 

술작품에 한하여 허용하고 상업 인 고는 불

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디어 사드가 단순한 기

업의 홍보와 마  수단으로 략하지 않고 가로

의 공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의 입면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

구하고 사유재인 만큼 미디어 사드의 설치와 

리에 하여 사회  공감  형성이 요하다. 미

디어 사드는 건축주의 발주하에 련업체의 기

획과 설치로 이루어지므로, 특히 건축주의 미디어

사드에 한 이해가 매우 요하다. 건축주가 

미디어 사드는 건물의 랜드마크 성격을 강조하

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화  가치를 창출함을 이

해하고, 련업체를 통하여 술가와의 업을 통

한 콘텐츠 구축을 도모하고 업그 이드 방안을 모

색하는 메커니즘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미디어

사드는 단순한 설치의 차원이 아니라 지속  리

의 상임에 한 사회  공감 가 필요하다. 이

를 해서 공공은 명확한 제도  체계를 구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미디어 사드를 특화할 수 있도

록 미디어아티스트의 육성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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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공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차별화된 근을 

도모한다.

다양한 기능과 활동이 혼합되어 있는 도시에서 

각 기능의 원활한 수용을 하여 공간 인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이다. 미디어 사드는 

형으로 조성되고 빛의 움직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근본 으로 랜드마크 속성을 가지는 만큼 도시 기

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별 차별화된 

리가 필요하다. 

도시 활동이 집 되어 있는 지역을 심으로 

미디어 사드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하고 리한

다. 도시 공간 인 특성과는 무 하게 서울시 

역에 걸쳐 미디어 사드가 설치되는 것이 아닌, 

미디어 사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고 도시경

을 특화할 수 있도록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한다. 

미디어 사드 설치허용구역은 즐거운 빛을 통하

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외 지역은 빛공해 

 시각  공해로부터 보호하고 정온한 빛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의 시민들은 이미 정보의 과다와 시

각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을 

최 한 차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미디어 사드가 랜드마크가 되기 해서

는 콘텐츠 역시 지역 인 참조(local reference)  

차별화가 요하다. 지역의 특색이나 이미지와 

련성이 없는 공통 인 정보는 미디어 사드 기 

단계에는 그 신기함만으로도 미디어의 기능이 실

될 수도 있었으나, 미디어 사드가 확산되고 있

는 재에는 다르다. 미디어 사드 본연의 기능을 

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콘텐츠 역시 지

역  차별화와 특성화를 도모하고 건축물의 정체

성과 통합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에 지와 유지 리에 한 장기 이고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한다.

에 지 기 시 를 맞이하여 근원 인 에 지 

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원 규

모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료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상되므로 이에 한 비가 필요

하다. 따라서 미디어 사드를 계획함에 있어 고효

율의 원을 사용하고 한 원의 출력으로 에

지 감을 검토한다. 미디어 사드에 주로 사용

되는 LED는 매우 낮은 소비 력, 빠른 반응시간, 

속한 단가 하락으로 미디어 사드가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지속 으

로 발 되는 기술의 한 응용과 활용이 요구된

다. 한 등 제어 시스템과 에 지 통합 콘트롤 

시스템의 최 화로 속 손실을 피하여 에 지를 

감한다. 더 나아가 태양에 지 등 친환경 이고 

재생 가능한 신재생에 지를 극 활용한다. 미디

어 사드의 운 에 사용되는 에 지를 미디어

사드 자체 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는 등 제로 에 지의 실 방안을 모색한다.

조명설비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속 감퇴, 

색 변화, 부분 손 등 성능이 하된다. 설계 

단계부터 원의 유효 수명과 교환 시기, 청소 간

격 등 유지 리에 한 장기 이고 구체 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하드웨어 인 유지 리 외에도 소 트

웨어, 즉 콘텐츠의 유지 리에 한 계획, 즉 콘텐

츠의 운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디어 사드

는 콘텐츠의 구 을 하여 로그래 이 필요하

고, 무미건조한 반복 인 루 는 쉽게 외면당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지하기 해서는 콘텐츠의 리

와 지속 인 업그 이드가 필요하다. 미디어 사

드 기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의 운 을 한 인

력  산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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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미디어 사드가 서울의 즐거움을 담아내는 매

력 인 도시경  요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

록, 양 으로 확산되어 온 미디어 사드의 질 인 

리의 도모가 필요한 시 이다. 미디어 사드의 

무분별한 확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유

발하고 란한 색상과 움직임으로 인한 도시경  

해 등의 문제 을 야기하므로 정책  방향을 확

립하고 리원칙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미디어 사드의 실태 분석과 문제  

도출 후, 이에 한 응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미디어 사드 리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

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로 재 서울시 빛공해조례에서 

제시된 장식조명 수 의 미디어 사드의 개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미디어 사드는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

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화  요소로서 의미 있는 

그래픽, 문자, 이미지 등을 표출하고 소통하는 방

식”이다.

둘째, 미디어 사드의 황 분석을 통하여 도출

된 주요 문제 은 1) 련 개념과의 경계가 모호

하며 다양한 변형이 발생하고, 2)디지털 고물의 

확산으로 미디어 사드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고의 욕구가 증가하고, 3) 범 한 빛과 시각  

공해를 야기하며, 4)하드웨어  콘텐츠의 유지

리 미흡으로 미디어 사드의 기능을 해한다.

셋째, 도출된 문제 에 한 해결방안의 모색으

로서, 1)도시문화로서 미디어 사드로 개념을 정

립하고, 2) 술성이 확보된 작품 심의 콘텐츠

로 규정하고, 3)장소성에 부합하는 미디어 사드

를 유도하여 지역  리를 도모하고, 4)지속가

능한 미디어 사드를 유도하기 한 지속  리

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 다.

넷째, 리의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리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 다. 1)건축물과 조명 등 설비를 

일체화하여 용한다. 2)도시의 문화  요소로서 

의미 있는 그래픽, 문자, 이미지 등의 표출과 시민

들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3)콘텐츠는 술작

품에 한하여 허용한다. 4)도시공간  특성을 고

려한 지역별 차별화된 근을 도모한다. 5)에

문제 리의 기본방향 리의 기본원칙

련 개념과의 경계 

모호  변형
→ 개념정립 

도시문화로서의 

미디어 사드

‣

1. 미디어 사드의 설치는 건축물과 조명을 

일체화하여 용한다.

2. 도시의 문화로서 의미 있는 그래픽, 

텍스트, 이미지 등의 표출과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디지털 고물의 확산 → 콘텐츠규정 

술성이 확보된 

미디어 사드 3. 미디어 사드의 콘텐츠는 술작품에 

한하여 허용한다.

범 한 빛·시각 공해 야기 → 지역  리 
장소성에 부합하는 

미디어 사드
4. 미디어 사드의 리를 하여 

도시공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차별화된 근을 도모한다.

유지 리 미흡 → 지속  리 
지속가능한 

미디어 사드

5. 친환경성 확보  지속가능한 

유지 리에 한 장기 이고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한다.

<표 6> 미디어 사드의 문제 과 리의 기본방향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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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유지 리에 한 장기 이고 구체 인 계획

을 수립한다.

이 연구는 미디어 사드의 리를 한 기본방

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기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

다. 미디어 사드의 개념이 혼란스럽고 도시 내 

역할과 의미가 상실된  상황에서, 이러한 리

의 방향성과 원칙의 정립은 사회  공감  형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구체  리방안의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를 통하여 미디어

사드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서울의 새로운 도시문

화 요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다. 이 연구는 미디어 사드의 설치 황에 

한 기 인 상 분석을 통한 문제  도출의 

한계를 지니며, 향후 다양한 항목들 간의 상

계와 요도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 에 한 심

도 깊은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한 구체 인 

실행방안  리체계 등에 한 심화연구로의 발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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