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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Light”로 빛을 만지다.
Feel Light with one’s hand by “Pattern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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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품 “Pattern Light” 이미지

           

2.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Pattern Light” 

  “Pattern Light”는 2018년 대구 엑스코 LED 산업전에 

전시 된 작품으로, 사용자가 직접 빛의 패턴을 조작 할 

수 있는 모듈형 Interactive LED 작품이다. “Pattern 

Light”은 Neopixel(LED)로 제작 된 16개의 타일, 이를 

지지하는 5T 두께의 지지대, 이를 연결하는 연결부와 

LED의 빛을 제어하는 아두이노 나노 부분으로 구성된

다. 유백색 아크릴로 빛을 확산시키는 16개의 타일은 9

개의 패턴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빛을 확산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여러 조합의 패턴이 연출 된다. 2.5cm의 길

이의 노트스프링으로 사용자의 터치감을 극대화 시켰으며,

자연스러운 빛의 확산을 위해 여러 실험을 거쳐 타일의 

두께를 2T로 구현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터치에 의해 

빛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9가지 패턴을 어레

이 함수로 코딩 된 아두이노 나노를 각각 장착하였다. 

3. Light Maker로써 “Pattern Light”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은 사용자들의 관

심과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반듯하고 깔끔하게 정돈 된 

아날로그 형태의 패턴형 타일을 접하던 사용자들이 은

은한 빛을 내는 타일을 접하게 될 때, 사용자들은 1차적

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특히 ‘새로움’, ‘독특함’을 추구하

는 사용자들에게 수 백가지의 패턴을 연출할 수 있게 

하는 “Pattern Light”는 새로움을 향한 또 다른 열정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Pattern Light”는 성공적인 인터

랙션 디자인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충족하고 있다. 첫

째, 참신한 주제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한다. 사용자

가 빛을 만져 새로운 빛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

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빛의 모양으로 글자를 만

들거나 감성을 표현 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이모티콘 등

을 자유롭게 제작 할 수 있다. 둘째, 열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분위기와 사용자의 감

성에 따라 사용자는 빛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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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하는 빛의 패턴이나 이미지가 연출 될 때까지 끊

임없이 빛을 만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패턴

을 위한 반복적인 참여로 인해 우연하고 독창적인 패턴

이 만들어 질 때 사용자는 예기치 않은 즐거움을 느끼

게 된다. 셋째, 깨달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낯선 경험은 일상의 생활에 새롭고 

신선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우연하게 만들어진 패턴

을 통해 평소 간과해 왔던 일들을 생각 할 수 있게하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형태의 벽지와 패턴이라는 익숙함

에서 벗어나는 순간, 즉 “Pattern Light”로 빛을 만지는 

순간 사용자는 예기치 않은 새로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2018년 교육부의 ‘대학특성화(CK) 사업’ 지

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