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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컴퓨터 그래픽스 련 연구 분야의 발달은 문화 술의 반 인 흐름과 일상

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아트, 인터랙티  아트, 실시간 퍼포  등의 신선하고 흥미로운 

문화 술 분야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컴퓨터 그래픽스의 티클 시스템을 공연 상에 

목 시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과정을 객과 함께 이끌어 가는 감성  표  기법으로 사용하 다. 본 

논문의 제안한 방법은 오 젝트 모델링에 상을 입력받아 배우 움직임을 추 하여 티클 시뮬 이션을 

함으로서 마지막 최종 상이 출력되게 하는 구조로 꽃잎 티클 즉 오 젝트 모델링을 통하여 공연 상

을 실시간 티클 시뮬 이션으로 표 한다. 이는 음향과 동작, 티클 간에 동기화된 티클의 생성과 

치 속도 등을 캡쳐링하여 과학기술과 술의 목이라는 실험  구조 형태로 공연 상을 만드는데 목

이 있다. 한 티클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공 상 보다 다양한 비주얼 이펙트 효과 역을 확 된 

개념의 공연성과를 볼 수 있다. 이 실험  공연은 로 과 상, 그리고 배우와의 교감되는 공연구성으로 

인터랙티  융합 공연을 함으로써 더 나아가 앞으로의 인터랙티  공연 술에서의 역을 확장하고 표

의 확 를 할 수 있는데 목 이 있다. 

■ 중심어 :∣파티클 시스템∣실시간 공연∣인터랙티브 아트∣

Abstract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and computer graphics related research had changed the overall 

stream of cultural art and our daily life, as well as its development also had an effect on a fresh 

and exciting area of cultural arts such as the new media art, interactive art and real-time 

performing. In this paper, we used emotional expression techniques that they lead audiences on 

the process of natural communication by combining the particle system of computer graphics 

with performance based screen art. In this paper, we used emotional expression techniques that 

they lead audiences on the process of natural communication by combining the particle system 

of computer graphics with performance based screen art. Namely, by capturing the creation and 

location speed of particle which is synchronized between the sound, behavior and particles, 

performance based screen art as the form of the experimental structure in which is combined 

with scientific technology and art is therefo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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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배경
디지털 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공연 술 분야는 

나날이 발 하고, 상호 작용성을 내포한 구성의 작품들

이 꾸 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 실제 과거 선형

인 형태 즉, 통 인 공연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연이 아니라 객과 배우, 공연 상 등이 서로 인터

랙티 하게 역동 인 퍼포먼스를 다루는 다양한 형태

의 공연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공

연들은 인터랙티  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에 반응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티 하게 인 으로 공연 

상 내지는 환경들을 맞추어 가는 경우가 다수이다[2]. 

실제로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이 가미된 공연은 시스템 

모듈이나 라이 러리를 생성하기 매우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계에서 환경 , 내부  요

소를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매우 까다롭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선험 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연

구한다면 실시간 인터랙티  퍼포먼스는 다양하게 발

 할 수 있다. 배우와 공연 상은 객에게 시각 으

로 보이는 것이나 기계 인 요수가 부각되어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객과 배우가 교감하며 감성 인 아이콘으

로 거듭되어야 한다. 실제 공연에서 배우와 상이 실

시간으로 인터랙션을 주게 되면 객의 몰입도와 유희

성을 보통 선형 인 공연을 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향을 끼치게 된다[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실시간으로 배우와 상이 동

기화되어 변화되어지는 것을 실험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래픽스 분야의 티클 시스템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배우의 움직임을 카메라로 담아 실시간으로 모션 

추정을 수행하고, 상 화면에 배우 모션에 반응하는 

아트웍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론에서는 

티클 시스템의 개념에 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티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인터랙티  작품사례를 알

아본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참여한 공연 “Rhythmic 

Gesture”의 티클 시스템을 활용한 사례를 심으로 

실험 방법을 제안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1.2 실시간 인터랙티브 작품사례
티클 시스템을 응용한 미디어 혹은 디지털 아트에

서의 특징은 인터랙션이 있고 새로이 생성되는 비주얼

이나 사운드 등 부분 인터랙티 한 미디어 작품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어떠한 입력 값이 존재할 때 새롭

게 무엇인가 반응하거나 싱 채 로서 티클끼리 서

로 반응하는 시각  표 의 를 볼 수 있다. 미디어 작

품에서 를 들면 골란 빈의 작품의 오디오 환경에서

의 실시간 티클 퍼포먼스[그림 1]나 페인  인터페이

스를 만들어 이에 반응하여 시각 으로 역동 인 아이

콘이 형성되는 인터랙티  작품[그림 3]이 있다[4][5]. 

[그림 1]은 사운드에 의한 데이터 값이 아닌 사람의 움

직임의 데이터를 인식하고 유희 인 형태의 인터랙션 

디자인으로 흥미로운 비주얼을 만들어 내었다[6]. 한, 

공공미술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활용한 사례도 있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지하철역에서의 시간을 시각 으

로 흥미롭게 디자인하 다[그림 2][7]. 이러한 티클 

시스템 알고리즘을 응용하여 시각 인 신선함과 흥미

로운 요소를 이끌어낸  요소를 공연 상에 작품응용이

라는 실험  요소를 융합하여 공연 상 작품을 시도하

고자 한다.

그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의 인터랙티 의 퍼

포먼스는 실시간으로 어떠한 그래픽의 반응이나 시각

인 것에 비 을 둔 반면에 본 실시간 인터랙티  퍼

포먼스는 스토리와 상, 퍼포머, 로 이라는 것이 함께 

어우러진 퍼포먼스이다. 스토리텔링에 의존하여 기승

결(起承轉結)의 구성으로 다른 인터랙티  퍼포먼스

보다 짜임새 있으며 객에게 유희성을 제공하면서 작

품에 몰입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장 이 있다. 

그림 1. Golan Levin의 Messa di Voc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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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한 캐나다의
         Sainte-Catherine 역 공공미술

그림 3. Golan Levin & Zachary Lieberman의 
Footfalls

Ⅱ. 실시간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실시간으로 꽃잎과 배우의 움직임을 상에 반 하

기 해서 모션 트래킹의 한 방법인 라이 러리를 사용

하여 배우의 움직임을 추 하여 시뮬 이션을 하게 된

다. 보다 정확한 트래킹을 하여 직  배우의 모습을 

외선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아 마커 생성 후에 임의

으로 배우에게만 마커를 용시켜 꽃잎과 배우의 움직

임을 동기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해 환경에 한 

외선 카메라 인식률을 높이기 해 오퍼래이터가 직  

마커를 생성 는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 으로 취하게 

된다. 트래킹의 방법 순서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객체 추적 방법

2.1 파티클 시스템의 개념
티클 시스템은 두 개 이상의 티클 입자를 생성하

여 속도, 치, 방향 등의 라미터를 설정하여 물리

인 반응  상을 시뮬 이션하는 것이다[8]. 티클 

입자 하나는 독립 으로 움직이기도 하며, 서로 물리  

충돌이나 연계 값을 이용하여 다양한 움직임 묘사가 가

능하다. 따라서 티클을 이용하여 입자의 상 즉, 물

이나 불, 는 구름, 연기 등의 자연 상을 가시화할 수 

있다. [그림 5] 와 같이 애니메이션에서이나 [그림 6] 의 

분수의 모양을 시뮬 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10].

그림 5. 애니메이션“라따뚜이”의 시럽 파티클

2.2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한 꽃잎 시뮬레이션
티클 구성을 꽃잎으로 형성하고 이에 한 움직임

을 표 하기 해 스토리 보드 형식으로 임마다 어

떠한 형식으로 꽃잎의 흩날리는 모양의 컨셉을 정한다. 

[그림 7]과 같은 형태의 흩날리는 구성을 설정하고 입

력 값이 있을 때 랜덤으로 변수를 정하여 움직임을 제

어하게 된다. 본 공연에서의 티클 시스템을 이용한 

꽃잎 움직임의 구 은 총 두 가지의 장면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장면으로 아래쪽에서 쪽으로 꽃잎 티클이 

흩날리는 움직임을 정하 다. 

그림 6. 분수 파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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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두 가지의 장면에서의 초기 움직임 컨셉

꽃잎의 기설정이 에서 아래로 이동함과 동시에 

꽃잎의 수도 함께 차 으로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꽃잎 모양의 티클이 기 형성과정에서 

첫 번째 장면과는 달리 무리 지어진 구성으로 시작되며 

아래에서 로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정한다. 첫 번째 

장면과 력의 힘과 기 값이 약간의 차이를  것을 

제외하고 같은 구  방법으로 꽃잎 티클의 흩날리는 

움직임의 컨셉을 정하 다. 그리고 꽃잎이 서로 충돌이 

있을 시에 스 클 효과를 만들어 내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의 텍스쳐를 만들어 놓고 x, y ,z 값에서의 꽃

잎 티클의 스 클을 정하여 놓는다. 기본 움직임으로 

바람의 기류에 따라 상승하는 시뮬 이션과 력에 의

해 하강하는 두 개의 장면으로 구성하게 된다. 2D 스

라이트를 3D 공간에 투 하여 두 가지의 장면의 애니

메이션을 생성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는 시스템 

구조이다.

 

2.2.1 꽃잎의 기본 움직임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기 꽃잎 티클에 한 

치 세 을 설정하고 본격 으로 꽃잎이 흩날리는 불

규칙 인 움직임을 표 하기 해서는 꽃잎에 해당하

는 티클의 텍스쳐를 랜덤 함수에 의해 선택 으로 

기 좌표를 x 축과 z  축 방향으로 랜덤좌표를 생성하게 

된다. 여기에서 y 축에 해당하는 축은 화면의 상단과 

하단의 보이지 않은 역으로 기화하게 된다. 수식(1)

과 같이 간단한 Euler method[11]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만들어 내게 된다. 수식(1)의 x는 포지션이고 t는 시간,  

 Δt는 시간간격을 의미한다. 즉, 나 시간에 해당하는 

x(t+ Δt) 포지션에서 재시간인 x(t)의 포지션과 시간

과 힘 즉, 력 값에 해당하는 f 의 라미터 값을 입력 

받아 수식과 같이 계산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리

고 꽃잎이 x 축과 y 축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랜덤

하게 꽃잎의 수를 증가시키게 된다[표 1]. 한, 여기서 

y값은 x축 방향에 한 스칼라 값을 나타내게 된다.

2D의 텍스쳐를 3D의 공간성을 표 하기 해서 x 축

을 심으로 텍스쳐를 45도로 회 하고 이에 [그림 8] 

과 같이 텍스쳐를 각선 심으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하여 각선의 반  쪽 꼭짓 의 z 좌표를 변화시

키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림 9]에서와 같이 2번 정

과 4번에 해당하는 꼭짓 이 z 축을 기 으로 앞  뒤로 

흔들리면서 꽃잎 모양이 부드럽게 흩날리는 움직임을 

묘사하게 된다.

∆  ∆                  (1)

그림 8. 꽃잎의 앞과 뒤

그림 9. 비틀림 움직임 표현을 위한 Z 축 이동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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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파티클 시뮬레이션
1.초기화
  1-1:초기위치(x,z), 속도 설정
  1-2:캡쳐 디바이스 열기, 이미지 캡쳐

2.시뮬레이션 루프
  2-1:업데이트
   -모션 벡터계산
   -오브젝트 위치갱신
   -오브젝트 충돌검사
  2-2:렌더링
   -꽃잎 렌더링
   -스파클 이펙트 렌더링
   -충동반응 적용

2.2.2 꽃잎의 충돌효과
“Rhythmic Gesture”에서의 꽃잎 티클의 스 클은 

장면의 스토리 상 나타나는 퍼포머의 즐거움과 행복함, 

그리고 뭔가 자신이 잊고 있었던 그 무언가에 한 인

식, 환희의 모습을 극 화 하기 해서 사용하게 되었

다. 꽃잎 티클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스 클의 의미는 축하의 의미, 환희에 찬 퍼포머의 간

 의식 표명에 의한 것이다. 우선 스 클을 표 하

기 해 충돌했음의 결과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해서 

간단히 두 오 젝트 즉, 두 개의 꽃잎 사이의 2D 상의 

거리를 계산하고 서로 충돌하게 되면 스 클을 표 하

기 한 설정 값을 가지게 된다. 그 설정 값은 랜덤 라

이트 맵 텍스쳐 다시 말하면 [그림 10]과 같은 세 가지

의 스 클 모양의 텍스쳐를 랜덤으로 출력하고 색상과 

충돌 치 등을 컴퓨터상에서 기억한다. 그리고 더욱 

다양한 충돌 효과를 해 복수의 랜덤 라이트 맵을 이

용하여 블랜딩하고 임마다 라이트 맵의 스 일과 

알  값을 변경시켜 마치 반짝거리고 불꽃놀이 형상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낸다. 여기서 임이  진행

되면서 알  값이 감소하여 스 클이 자연스럽게 생성

되고 소멸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림 10. 스파클 효과

2.3 상호작용 모션 트래킹    
실제 배우의 움직임과 꽃잎 티클의 동기화한 실시

간 트래킹은 세 하고 정확한 움직임의 데이터를 입력 

받아야한다. 이를 해서 배우를 인식 할 수 있는 최  

근  거리에 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부의 물리  

방해 요인을 최소화한 환경을 [그림 11]과 같이 만든다. 

그리고 OpenCV (Modified lucas-kanade optical flow)

를 이용하여 트래킹 마커를 생성하게 되는데[12], 이 알

고리즘은 캡쳐되는 실제 상의 밝기와 움직임에 해 

마커 생성을 도와주어 마커의 데이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11][그림 12]. 기 마커를 생성하고 추후 불필요

한 마커들을 오퍼 이터가 임의로 삭제한 상태에서 배

우의 움직임을 심으로 하여 마커를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마커 움직임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꽃잎의 x, y 

축 방향을 랜덤하게 설정한 다음 배우의 움직임과 연계

하여 실시간으로 트래킹하여 꽃잎 상을 만들어 낸다. 

외선 카메라는 외부 빛이나 물리 인 요소에 민감하

므로 실제 공연 에 오퍼 이터가 직  불필요한 마커

를 제거하기도 하고, 배우의 움직임에 맞춰 마커를 형

성하거나 바꾸기도 한다.   

그림 11. 초기 마커 생성 카메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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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불필요한 마커 제거

Ⅲ.“Rhythmic Gesture” 

3.1 작품구성  
“Rhythmic Gesture”는 로 과 티클 시스템을 이용

하여 외선 카메라로부터 실시간으로 퍼포머의 움직

임을 받아 시각  효과를 극 화 시킨 작품이다. 기계

와 인간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기계에 인간이 반응하거

나 는 인간이 기계에 반응하게 되는 물리 인 컨트롤

을 통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감성 미디어 아트가 목

된 공연이기도 하다. 쟈스민이라는 로 과 배우, 실시간 

티클 시스템을 연계한 인터랙티  융합공연이 되는 

것이다. [표 2]의 공연흐름을 보게 되면 매우 키네틱 로

이 등장함으로 메카닉 인 요소를 띄게 된 반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감성을 표출시켜 하나의 퍼

포먼스로 구성된 작품이다.

표 2. "Rhythmic Gesture" 공연 흐름
순서 상디자인의 내용

Intro 아스키코드를 이용한 3차원적 매트릭스 영상
1막 퍼포머를 조정하는 손 등장
2막 퍼포머의 움직임과 꽃잎 파티클의 동기화 
3막 기계언어 및 모르스 부호
4막 로봇이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듯한 영상
5막 로봇이 퍼포머에게 생명을 넣어주고 자신은 죽음을 나타내는 

암울한 느낌의 영상 
6막 퍼포머의 슬픔(눈물)
7막 로봇이 다시 살아나고 에너지를 나타냄
Ending Credit

본 공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 상이 등장하

며 그 에서 티클 시스템으로 표 하게 된 역은 

꽃잎 티클이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구 한 장면은 매우 유동 이며 유희  감성을 

움직임의 속도나 치에 따라 잘 묘사되었다. 단순히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랜덤으로 발생하는 

스 클의 모양과 색상을 만들어 내어 다양한 시각  표

을 구성하게 된다[그림 13][그림 14].

     

그림 13. 실제 공연에서 쓰인 꽃잎 파티클(Scene #1)

그림 14. 실제 공연에서 쓰인 꽃잎 파티클(Scene #2)

[그림 13] 과 [그림 14]에서와 같이 꽃잎 치 이동 시

에 꽃잎의 움직임들을 제어하고 꽃잎끼리 충돌이 있을 

시에 튀는 스 클로 공연의 흐름을 시각  이펙트를 주

어 장면에서 표 하고자 하 던 감성들을 효과 으로 

묘사 할 수 있었다.

3.2“Rhythmic Gesture”무대 설치구조
본 공연에서는 [그림 15]와 같은 형태로 공연 무 설

치를 조성하고 배우의 움직임을 좀 더 세 하게 트래킹 

하기 해 오퍼 이 의 치보다 좀 더 앞 쪽에 외

선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 구조이다. 수시로 변화하는 

외부의 조명으로부터 배우의 움직임을 트래킹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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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실시간으로 오퍼래이터가 변화하는 빛과 외부로

부터 방해받는 마커의 치변동을 컨트롤 하게 된다. 

공연환경에 따라 카메라의 치나 마커의 변동 한 있

게 된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공연하는 동안 오퍼래이터

가 실시간으로 제어하거나 불필요한 마커를 제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그림 15. 무대 설치 투시도

그림 16. 무대 설치 입면도

본 공연에서는 [그림 16]과 같은 형태로 공연 무 설

치를 조성하고 배우의 움직임을 좀 더 세 하게 트래킹 

하기 해 오퍼 이 의 치보다 좀 더 앞 쪽에 외

선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 구조이다. 수시로 변화하는 

외부의 조명으로부터 배우의 움직임을 트래킹 하기 

해서 실시간으로 오퍼래이터가 변화하는 빛과 외부로

부터 방해받는 마커의 치변동을 컨트롤 하게 된다. 

공연환경에 따라 카메라의 치나 마커의 변동 한 있

게 된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공연하는 동안 오퍼래이터

가 실시간으로 제어하거나 불필요한 마커를 제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3.3“Rhythmic Gesture”공연 결과
에서 언 한 컨셉과 구  방법으로 만들어낸 실제 

공연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그림 17][그림 18].

이는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며 서로 교감을 이루어지

는 장면의 효과를 확장된 개념으로 실시간으로 티클 

시스템을 제어하여 꽃잎의 흩날리는 형상을 만들어 내

었다. 이는 임의로 미리 만들어 낸 공연 상이 아닌 실

제 공연장에서 실시간으로 배우의 움직임과 꽃잎 티

클을 연계하여  다른 기계와 인간과의 소통의 도구로 

티클이 사용되었다. 이는 다른 공연과는 차별 으로 

티클 시스템이라는 것을 공연 상에 활용함으로서 

효과 인 이펙트를 만들어 내고 실험 이며 흥미로운 

요소로 활용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응용한 “Rhythmic Gesture”는 실시간으로 퍼

포머의 움직임을 추 하여 상을 만들어 내어 극에 

해서 객으로 하여  유희성과 몰입감을 가미하여 시

각 으로 효과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컨

텐츠를 시스템으로서 모듈화를 확립한다면 융합공연이

라는 새로운 장르의 컨텐츠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꺼라 사료된다.  

 

그림 17. Scene #1의 꽃잎 파티클 

그림 18. Scene #2의 꽃잎 파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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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티클 시스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퍼포먼스에서 용한 작품을 실험하고 구

한 “Rhythmic Gesture” 공연을 심으로 티클 시

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하여 논하 다. 본 논문은 입

자 즉, 꽃잎이 흩날리는 움직임을 배우와 상호작용하는 

공연 상을 만들어 실제 공연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비주얼을 만들어 내어 공연 상에서나 공연에서의 

반 인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이끌어 가는데 효과 시각

화를 가질 수 있었다. 

향후 공연 상에서의 티클 시스템과 련된 시각

 효과를 더욱 다양하게 표 한다면 실시간으로서 

객이나 배우가 서로 어우러진 작품들이 효과 인 결과

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로는 보

다 다양한 티클 시스템의 형태를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로 나 어 비주얼의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

다. 한, 실시간이라는 공연 주  환경에서는 민감한 

외선 카메라보다는 배우의 몸에 직  센서를 장착하

고 모션 트래킹을 하는 방법도 매우 효율 이라 사료된

다. 앞서 언 한 사항을 보완하면 자유자재로 배우의 

움직임을 정확한 캡쳐링 데이터로 인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구 할 수 있고 여러 형태의 퍼포먼스 형식이 될 

수 있고 더욱 더 효과 인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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