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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의 테크놀로지를 극 수용하여 도시 공간 속 공공 술, 술에서 좀 더 열린 체계

의 술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는 작업 형태를 지향하기 한 기  연구과정을 서술한다. 3차원의 입체

 오 젝트에 3차원 상을 투사하는 로젝션 매핑 기법을 활용한 작업을 시도하 으며, 그 작업을 

소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로 확장하고자 한다. 미디어

아트의 작업 특성, 람 체계 그리고 그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1. 서론

   기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보편  시 특징은 2차원

의 평면에 상매체를 투사하는 형태의 작업이 일반 이

었다. 기존 인 아트의 작업형태에서 컴퓨터라는 작업 도

구만 바 었을 뿐, 시와 람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인터랙티 한 특성이나 몇몇의 실험 인 작업들도 

많았지만 평면에 상을 투사하는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

지 못하 다. 물리  오 젝트에서 디지털 상이라는 오

젝트의 성격만 변화된 것이었다. 한 정해진 시간, 정

해진 공간에 존재하는 한정된 방식의 람체계와 그 특성

이 기존 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테크놀로

지의 빠른 발 은 아티스트들의 작업형태의 범 를 차 

확장시켰고 아티스트들의 사유나 그 표 , 설치의 한계에 

있어서 그 범 를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의 테크놀로지를 극 수용하여 

도시 공간 속 공공 술, 술에서 좀 더 열린 체계의 

술작품에 가까이 다가가는 작업 형태를 지향하기 한 

기  연구과정을 서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의 입체  

오 젝트에 3차원 상을 투사하는 로젝션 매핑기법을 

활용한 작업을 시도하 으며 그 작업을 소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소셜 미디어1)를 활용한 인터랙티  미디어 사

드2)로 확장하고자 한다.  

1)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와 모바일, 카메

라등을 소셜 미디어로 지칭하며,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2) 미디어 사드(Media Facade) : 실제 건축물에 3D 상을 투사하는 미

디어아트 작업의 한 형태이다.  

  2장에서는 기존의 로젝션 매핑, 미디어 사드에 련

된 작품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로젝션 매핑을 활용하여 

구 한 작품을 분석하고 4장에서 이를 활용하여 미디어

사드로 확장하는 연구를 고찰하여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련 연구 

   로젝션 매핑은 실제 건축물이나 사물에 합한 컨텐

츠의 상을 로젝터 기기를 통해 빛을 투사하는 실감형 

인터페이스를 지닌 미디어아트 기법  하나이다. 가상공

간의 디지털 정보를 실제 오 젝트와 연결하고 실제 오

젝트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제어한다. 이러한 로젝

션 매핑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응용한 실험  작업들이 하

나씩 시도되어 지고 있다. 재 로젝션 매핑의 많은 사

례들은 기업의 이미지 창출, 랜드 홍보에 계된 것이 

더 많은 실정이다. 물론 시각 인 요소는 아트의 기본  

요소이자 술로서 의미규정에 많은 향을 끼치는 건 사

실이다. 하지만 소통의 의미로서 인터랙티 함이 부족하

다. 술, 공공 술로의 의미를 가지고자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형태의 로젝션 매핑 구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3D 로젝션 매핑을 활용한 미디어

사드에 소셜 미디어를 결합하는 형식의 기존 아티스트들

의 미디어 사드 작업을 확장시켜 좀 더 실험 인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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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론  

   본 장에서는 구 된 로젝션 매핑 작업의 메커니즘에 

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로젝션 매핑의 메커니

즘은 의외로 단순하다. 한 그 메커니즘의 종류도 다양하

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작업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과 정교함을 필요로 

한다. 

 기본 인 로젝션 매핑 설치 환경은 (그림 1)과 같다. 

로젝션 매핑은 장비와 로그램을 사용하여 상을 실

시간으로 오 제에 정확히 일치시키도록 투사할 수 있다. 

특정 오 제에 맞게 설계도를 바탕으로 하여 오 제를 3D 

제작 툴로 제작 후 모델링한 오 제에 투사할 상을 

x,y,z축을 맞추어 매핑한다. 소 트웨어 로그램을 사용

하여 정확한 치수와 환경 값을 얻어 세 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3D 로그램 툴인 MAYA혹은 3D MAX를 사용

하지 않고 라이  캠을 사용하거나 혹은 육안으로 직  

확인하면서 매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림 1) 로젝션 매핑 설치 

3.1. 시스템 구조   

    본 작품의 로젝션 매핑의 시스템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객체

객체 매핑과 3D 컨텐츠 

3D 로젝션 매핑 기술

로젝션 매핑

(그림 2) 시스템 구조

3.2. 오 젝트 모델링  컨텐츠 제작, 매핑

    본 에서는 오 젝트 모델링과 투사할 상의 콘텐

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상을 투사할 상을 정

하 다면, 일반  아트 작업의 흐름과 달리 시 환경, 

시 형태를 미리 측정하고 가시거리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는 매핑이라는 특성이 상 오 젝트에 정교하게 가상

실을 덧입히는 것으로 실제 사물과 가상 상이 정확히 

일치되어 리얼리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 형태와 

가시거리에 따른 정확한 매핑을 측정하기 한 기  작업 

단계를 거친 후, (그림 3)과 같이 기  작업 단계의 이미

지 일을 바탕으로 오 젝트를 모델링하는 과정이다. 

(그림 3) 오 젝트 모델링 

모델링 과정 후, 모델링한 오 젝트의 각도와 곡면에 맞게 

컨텐츠 제작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D와 3D의 상을 

히 섞어 활용하 다. 조선시  백자의 다양한 문양들의 

이미지와 훈민정음 서문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백자 달항

아리의 아웃라인에 맞춰 티클 효과와 함께 각각의 시

스를 제작하 다. 가상 실의 깊이감과 원근감을 한 작

업으로 실제 입체 공간에 3차원 컨텐츠를 투사하게 되면 

실재감과 몰입감을 극 화할 수 있다.    

   이 게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

로 한 작품 콘티에 맞춰 각각의 시 스들을 이어 하나의 

짧은 상물로 연동하여 출력한다. (그림 4)는 최종 출력 

상의 시 스를 나열한 도 이다. 최종 출력 상을 (그

림 5)와 같이 로젝터로 백자에 투사한다. 람자 시야에 

미리 맞춰놓은 각도에서 로젝터를 이용해 백자의 곡면

에 상을 투사한다. 

(그림 4) 컨텐츠 

제3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1호 (2012. 4)

- 454 -



(그림 5) 오 젝트 매핑 결과 

3.3. 작품 미학

    (그림 6)은 로젝션 매핑 작품의 시 환경이다. 무

문의 풍부한 선과 형태감을 주면서도 시각 인 원숙함으

로 다가오는 백자 달 항아리에 디지털화된 상 작업을 

첩시켜 으로 재해석하 다. 달 항아리가 지닌 단

순하면서도 풍부한 미감에 그 역사와 이야기를 시각 으

로 더해 람자들이 새롭게 근할 수 있는 형태의 달 항

아리를 표 하고자 하 다.

(그림 6) 시 환경

   로젝션 매핑 미학은 아마 실재감(리얼리티)일 것이

다. 한 이러한 실재감은 공간이라는 요소와 상통한다. 

미디어아트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물리  공간과 디지털 

공간, 즉 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

의 통념이 없어 공간성을 정확히 규정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공간자체가 물리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의미를 달하기에 합하다고 할 수도 있다. 새로운 공간

은 가상공간이지만 실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깊이

감과 시간은 물리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가상공간에서는 

공간의 형성과 표 에 있어 시공의 제약이 없다. 가상공간

이 실 공간 에 첩되면서 형성되는 착시 상은 사

람들에게 그 공간에 한 지각체계에 혼란을 주며 새로운 

공간으로 안내한다. 이는 람자의 사유를 확장시키고 시

간의 제약 없이 공간을 공유하고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한 시공을 넘어 한 공간을 공유함으로 인해 존재론  

의미도 가진다. 특히 입체  공간에서의 가상공간은 실재

감과 몰입감을 더욱 높여 다. 

 특히 테크놀로지는 공간규정에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1].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공간에 한 지각체계가 변

화하고 있다. 미디어아트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은 물리  

공간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소통과 계를 한 공간이

다. 정보의 속도와 근성을 요시하는  기술은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를 창출했다. 실제 공간에서의 이머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미디어의 공간성과 소셜 미디어 

기술은 미디어아트 속 계 요소 사이의 소통을 극 화하

여 람자들의 시지각과 체험의 감정을 일치시켜 실재감

을 제공하며, 오감을 만족시킨다.  

 본 작품에서는 3D 컨텐츠 제작을 해 Autodesk사의 

MAYA와 3D MAX 소 트웨어 로그램을 활용하 고, 

이 외에 Adobe사의 Photoshop, After Effect 상편집 소

트웨어 로그램을 활용하 다.  

4. 소셜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로의 확장 연구

 (그림 7)은 소셜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의 시스템 구

조이다. 메커니즘 으로는 람자의 소셜 미디어 장치들은 

사드의 3D 컨텐츠와 연동되어 사드 면에 가상 실

이 생성되고, 사드 간의 컨텐츠 사이에서도 자동 으로 

상의 변화를  수 있다. 한 람자들 사이에서도 소

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이다. 소셜 네트워

크를 로젝션 매핑 기법과 3D 컨텐츠, 사드를 활용하

여 시각 , 공감각 인 술작품으로 표 하고자 한다. 이

는 컨텐츠를 얼마나 창의 으로 표 하느냐에 따라 술

, 문화 , 사회 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모바일,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소셜 미디어는 람자 

간, 오 젝트 간의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하며, 시

공의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한 람자와 오 젝트 간의 

네트워크 소통을 넘어 람자 간의 인터랙션은 요한 의

미를 가진다. 미디어 사드는 공공 술과 한 계를 

가진다. 공공 술이라 함은 을 한 아트로 소수 문

가들의 술  향유나 망하는 형태의 술에서 벗어나 

좀 더 인 술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람자들과 소

통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되고 있으며, 인  네트

워크 환경이 형성되는 공공 술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많

은 의미를 가진다.

(그림 7) 소셜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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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미디어아트는 람자와의 계를 디자인하고 그 계

를 말하는 아트이다.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계를 시각

으로 공감각 으로 표 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한 요소

이자 작업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아트 작업 기법  하나인 로젝

션 매핑의 반 인 개념과 작업환경, 이를 바탕으로 구

된 작품을 통해 미디어 사드로의 확장성을 연구하 다. 

이러한 미디어아트의 기법에 소셜 인터랙션이 가능한 ‘

사드’를 생성하는 연구는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미디어아트는 인아트와는 다른 흐름으로 그 자

체로 특수성을 가지며 독보 으로 술의 흐름을 선

도하고 있다. 창기의 인터랙티 함이 인아트와 차별화

되는 새로운 술의 패러다임으로, 미디어아트만의 특성으

로서 가치를 지녔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인터랙티 하다

는 그 자체, 그 계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계를 얼마

나 확장시켜나갈 것인가, 즉 계를 통한 소통이 어떤 의

미를 가지느냐는 것이 요한 연구 과제이자, 아티스트들

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술 속에서 미

디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이다.  

참고문헌

[1] James Patrick Werner, "Immersive Installation Art: 

Digital technology, its philosophies, and the rise of a 

new genre in fine art," Ph.D. Dissertation of Columbia 

University, 2007.

[2] Sherru Lynn Mayo, “Emergent Objects at the 

Human-Computer Interface(HCI): A case study of 

artists’ cybernetic relationship and implecations for 

critical consciousness,” Ph.D. Dissertation of Columbia 

University, 2004.

[3] S. Boring, S. Gehring, A. Wiethoff, M. Blockner, J. 

Schoning and A. Butz,  “Multi-User Interaction on 

Media Facades through Live Vedio on Mobile Devices,” 

ACM CHI Conference, 2011.

[4] M. Brynskov, P. Dalsgaard, T. Ebsen, J. Fritsch, K. 

Halskov and R. Nielsen, “Staging Urban Interaction 

with Media Facades,” INTERACT’09 Proceedings of the 

12th IFIP TC 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Part Ⅰ, 2009.

[5] P. Dalsgaard, K. Halskov and R. Nielsen, “Towards 

a Design Space Explorer for Media Facades,” H5. m. 

Information interfaces, Proceedings of the 20th 

Australasian Conference on Computer Human 

Interaction Designing for Habitus and Habitat OZCHI 

08, 2008.

제37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1호 (2012. 4)

- 4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