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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술에서는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상호작용이 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미

디어는 시공의 구애 없이 양방향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네트워크는 확장된 계의 효과 이고 의

미 있는 소통과 그 연결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3D 매핑 상에 스마트기기를 연동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미디어 사드와의 새로운 인터랙션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연동하는 연구는 다수의 람자가 인터랙

션 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며, 3D 상 컨텐츠와 인터랙션이 가능한 ‘ 사드’를 생성하는 

연구는 술 으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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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action using digital media has been widely utilized in modern art. In particular, 

network based digital media enables two-way and real-time communication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Network is possible to connect to effective and meaningful communication of 

extended relationship. This study proposes novel human-MediaFacade interaction method 

through a mechanism on interworking between 3D mapping technology and social media, smart 

devices. This study has an important meaning which can be set multi-user interaction. And a 

study of creating ‘Facade’ which interaction has high artist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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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디스 이 기술의 진화는 건축물 내·외벽은 물론 각

종 지물, 지형에 상을 구 할 수 있게 되었다. 3D 

로젝션 매핑은 상 술로 일종의 증강 실로 분류된

다. 입체감 있는 3D 가상 상을 실내외 지형  지물에 

덧입힘으로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스템이

다. 이러한 로젝션 매핑 시스템은 건축구조물로 확장

되어 도심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3D 로젝션 매핑 형

태의 미디어 사드는 기술 으로는 형 로젝터 기

기로 상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이지만, 근본 으로

는 공간 속에 실재하는 건축 구조물을 하나의 미디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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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킨다. 미디어 사드는 새로운 디지털 공공디스

이의 한 형태이다[1]. 이처럼 21세기 공공환경의 패

러다임은 문화  가치가 심이 된 사회로 환되었다

[2].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기기와 3D 로젝션 매핑 

상을 연동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미디어 사드에 

용하여 람자가 스마트기기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로 확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스마트기기는 네트워크 환경이 잘 구축되어있다. 네

트워크는 확장된 계의 효과 이고 의미 있는 소통과 

그 연결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작품과 소

통하고 작품을 통해 다른 람자와 소통하기도 하며, 

공간 아닌 공간에서 새로운 가상세계와 소통하기도 한

다. 네트워크는 시공을 월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

시켜 다. 그 연결의 심이 사용자이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을 활용하여 3D 로젝션 매

핑 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연동하여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로 확장하고자 한다.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

는 여러 람자가 동시에 인터랙션 할 수 있으며, 람

자가 사드 간 컨텐츠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며 인터

랙션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기기

와 3D 로젝션 매핑 시스템을 연동하는 인터랙션 방

법을 기술한다. 기존의 미디어아트 인터랙션 시스템은 

센서나 각종 기계장치를 이용한 일 일 방식의 단순화

된 시스템이라면,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는 스마트

기기를 인터랙션 도구로 사용함으로 인해 람자와 작

품 간의 확장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제 2 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미디어

사드와 인터랙션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제 3 에서

는 3D 로젝션매핑과 스마트기기를 연동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제 4 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소셜 

아트’ 작품을 설명하고, 제 5 에서는 ‘소셜 아트’에서 

람자 참여를 한 어 리 이션 제작 과정을 기술하

고, 제 6 에서 이를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로 확장

시키는 방안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 7 에서 결론

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스마트기기의 발 은 람자들이 미디어 사드와 인

터랙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3]. 본 에서는 

람자들이 스마트기기를 통해 미디어 사드와 인터랙

션 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소셜 아트’를 주제로 국내 미술 에 시

되었던 최문석 작가의 ‘Mobile Drawing’ 작품이다. 

람자가 지정된 번호로 화를 거는 순간, 설치되어 있

는 기계장치들이 작동하면서 회 하고 있는 캔버스 

에 물감을 뿌리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모바일을 

인터랙션 도구로 하여  람자의 공동 참여로 회화작품

을 완성해나간다. 모바일 기기의 통신으로 모르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회화작품을 그려내는 획기

인 아이디어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특정 시 공간

에 한정되는 단 이 있다. 작품재료의 특성이나 공간, 

날씨 상황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시 환경으로 인

해 실외의 확장이 어려우며, 그 시 공간에 가지 않는 

이상, 참여 람자의 수에도 한계를 가진다. 

그림 1. 최문석, Mobile Drawing, 120*120*180cm, 
캔버스, 기계장치, 핸드폰, 2011. 

[그림 2]는 Ars Electronica Festival에 시된 작품으

로 스마트기기의 라이 비디오를 이용한 어 리 이션

을 통해 LED가 장착된 미디어 사드와 인터랙션이 가

능한 로토타입을 시연한 사진이다. 여러 명의 람자

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LED 색상을 자유

롭게 변경하는 드로잉 어 리 이션과 LED를 멸하

는 형식의 퍼즐게임 어 리 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이 비디오를 통한 미디어 사드와의 실시간 인터랙

션 뿐만 아니라, 다른 람자와 업이 가능한 시스템

을 보여 다. 하지만 동시에 3명이상이 참여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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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른 람자의 속을 인식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그림 2. S. Boring, S. Gehring, A. Wiethoff, A. 
M. Blockner, J. Sohoning and A. Butz,
라이브비디오를 통한 미디어파사드에서의 멀티사
용자 인터랙션, 2011.  

[그림 3]의 작품 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람자

가 LED 사드의 컨텐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이다. 인터랙션이 가능한 미디어 사

드의 람자 참여 황을 연구하기 한 목 으로 4개

의 어 리 이션을 제안한다. 폭넓은 람자의 참여를 

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시연하고, 그 연구결과를 인

터뷰를 통해 평가한다. 경쟁과 업을 목 으로 한 3가

지의 게임어 리 이션과 교육용의 인터랙티  컨텐츠 

어 리 이션을 보여 다. 모바일기기를 이 컨트

롤러로 활용하여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한 시스템으

로 람자 참여 수는 제한이 없지만, 어 리 이션을 

통해 게임을 실행하 을 시, 람자가 게임 시스템이나, 

GUI 환경에 있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기 사용자 

인터뷰 결과가 나왔다. 람자들은 아직까지 미디어

사드와의 원격 인터랙션을 낯설어하기 때문에 시각

인 인터페이스 한 공공디스 이에 요하다.  

 

그림 3. M. Bohmer, S. Gehring, M. Lochtefeld, M. 
Ostkamp and G. Bauer, 거대 미디어파사드에
서 유희적 참여 디자인, 2011.    

[그림 4]는 4D 상 로젝션 미디어 사드이다. ‘랄

 로 ’ 랜드 사이트의 론칭을 기념하기 한 4D 

로젝션 매핑 상 쇼로, 3D 매핑 상에 공 에서 향수

가 분사되는 시스템이다. 3D 상의 리티가 높아 많

은 사람들의 심을 집 시키지만, 고용으로 제작되

어 람자와 지속 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소재가 

없어 기업의 랜드 홍보를 한 일회 인 퍼포먼스로 

끝나는 아쉬운 을 가진다.  

그림 4. 랄프로렌 4D 프로젝션 매핑 쇼, 런던, 2010.   

미디어 사드와의 인터랙션에 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지만, 실 인 여러 제약사항으로 인해 실

제 거 한 건축물을 상으로 인터랙션하는 부분에 있

어서는 아직까지 불안정한 수 이다. LED가 장착된 

사드를 상으로 각종 기기나 장치로 인터랙션하는 몇

몇 사례는 있지만, 사드에 뿌려진 3차원 로젝션 

상 컨텐츠를 람자가 모바일기기로 쉽게 조작하며 인

터랙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된 연구결과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로젝션 매핑 상과 스마트

기기를 연동하여 미디어 사드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람자들은 스마트기기를 컨트롤 

도구로 활용하여 도심 속 거 한 건축물과 실시간 인터

랙션을 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는 네트워크 환경이 가능하여 시스템

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동하는 연

구는 의미가 있다. 한 사드에 매핑된 3D 상은 시

각  착시효과로 인한 실감 인 공간 연출과 3D그래픽

의 환상 인 시각효과로 술 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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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D프로젝션매핑과 소셜미디어 연동 기법
 술에서는 디지털매체를 이용한 상호작용이 

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미디

어는 시공의 구애 없이 양방향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네트워크는 확장된 계의 효과 이고 의미 있는 

소통과 그 연결이 가능하다[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을 활용하여 3D컨텐츠 상이 로젝션

된 미디어 사드와 스마트기기를 연동하여 람자와의 

인터랙션 범 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에

서는 3D 로젝션매핑 상과 스마트 기기를 연동하는 

메커니즘을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젝션된 컨텐츠 상과 스마트기

기 간 통신을 해 웹 서버를 활용한다. 웹 서버는 안정

이고 빠른 지원 서비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쉬운 

리와 설정, 낮은 서버 사용량, 일반 웹 클라이언트의 

지원, 방화벽, 캐쉬, 록시 등을 지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 서버를 스마트기기와 상과의 연동 방

법으로 활용하 다. (1)각각의 상출력장치와 스마트

기기는 웹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컨텐츠의 치정보를 

얻게 되고, (2) 람자가 스마트기기에서 컨텐츠의 치

를 제어하게 되면, 그 치정보는 웹서버로 송되고, 

상출력장치는 웹서버를 통해 정보를 입력받아 컨텐

츠의 치를 디스 이에 그려 다. 즉, 스마트기기에

서 웹 서버 속을 통해 컨텐츠 치 데이터 값을 변경

하고, 상처리 로그램에서 웹 서버 값을 읽어와 

상출력장치로 컨텐츠 치정보를 내보낸다. 쉽게 말해, 

웹 서버는 속 시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스 치 역

할이라 볼 수 있으며, 람자는 스마트기기에서 터치행

(입력)로 컨텐츠의 치를 컨트롤 할 수 있고, 이는 

실시간 상 로젝션 된 컨텐츠의 치를 람자가 변

경한 치와 동일한 치로 변경시킨다. 람자는 원격

으로 상작품의 컨텐츠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직

으로 로젝션 매핑된 상 속 컨텐츠를 조작할 수 있

는 느낌을  수 있다. 직  참여와 즉각  반응, 3D 

로젝션 매핑의 시각 인 효과로 인해 실감형 미디어 

환경을 체감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에서 웹서버로 속하여 컨텐츠를 제어하

기 한 통신모듈 구축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시스

템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웹 서버로 속하기 한 서

버 IP주소가 있으며, 스마트기기에서 어 리 이션 실

행 시 자동으로 웹서버에 속되어 람자의 행 에 따

라 실시간으로 컨텐츠 치 데이터가 송되고, 그 데

이터 값에 따라 컨텐츠의 상태가 출력화면으로 송되

어 나타난다. 이러한 웹 서버 환경을 통해 람자는 스

마트기기의 어 리 이션을 실행하여 작품과의 인터랙

션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림 5. 관람자 인터랙션 데이터 및 전송 시스템 구조  

[그림 6]은 상출력 로그램에서 상을 출력하기 

한 실행 화면이다. 로 이션은 컨텐츠의 치를 나타

내며, 웹 서버에 속하여 상을 실행하기 한 과정

이다.   

그림 6. 영상출력 프로그램 실행 창  
  

상 디스 이 로그램은 C++ 기반의 Open CV 

라이 러리를 활용하 고, 웹 서버의 통신모듈은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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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기반의 웹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구 하 다.  

 

Ⅳ. 3D프로젝션매핑과 스마트기기 연동기술을 
이용한‘소셜 아트’작품  

본 에서는 3D 로젝션 매핑 상과 스마트기기의 

연동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기기로 3D 로젝션 매핑 

작품과 인터랙션할 수 있는 ‘소셜 아트’ 작품에 해 기

술한다. 체 인 작품 시스템 구조와 로젝션 매핑을 

한 3D 컨텐츠 상 제작과정, 그리고 이를 로젝터

로 매핑 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1.‘소셜 아트’시스템 개요  
시스템의 체 구조는 [그림 7]과 같다. 두 개의 백자 

오 젝트에 3D 상이 로젝션 되어 있으며, 상을 

출력하기 한 PC 두 와 스마트기기와의 통신을 

한 서버기능의 PC, 그리고 한 의 스마트 기기가 놓여

있다. 람자는 스마트기기의 어 리 이션을 실행하

여 두 개의 백자에 로젝션 매핑된 3D 컨텐츠의 치

를 제어할 수 있다. 람자는 터치행 를 통해 상

로젝션의 컨텐츠를 직 으로 컨트롤함으로, 작품과

정에 직  참여하여 감성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림 7. 시스템 전체 구조 

2. 컨텐츠 제작  
로젝션 매핑은 로젝션 상 오 젝트에 정교하

게 가상 실을 덧입히는 것으로 실제 사물과 상이 정

확히 일치되어야 리얼리티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육

안으로 로젝터가 투사되는 방향에서 람자 가시거

리와 방향  각도를 미리 계산한 다음, 상을 로젝

션하여 실제 오 젝트에 매핑한다. 그 다음 로젝션 

상 오 젝트를 모델링하고 투사할 3D 컨텐츠 상을 

제작한다. 람자의 시선과 일치하는 치에서 상을 

투사하여야 정확한 매핑이 가능하다. [그림 8]은 로젝

션 상 오 젝트의 3D 모델링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백자에 상을 로젝션 하므로 매핑을 한 두 개

의 백자를 실제와 같은 비율로 모델링한다. 로젝터가 

투사되는 각도에서 은 2D 이미지 일을 바탕으로 3D 

형상으로 변환한다. 

그림 8. 영상 프로젝션 오브젝트 3D 모델링 과정

람자가 제어할 수 있는 3D 컨텐츠 제작과정은 [그

림 9]와 같다. 백자 모델링과 동일한 작업 과정으로,정

면과 측면의 2D 이미지 일을 바탕으로 3D 형상으로 

변환한다. 오 젝트 모델링, Unwrap uvw, 텍스쳐 매핑, 

라이  과정을 거친다.     

       

그림 9. 3D 컨텐츠 제작을 위한 모델링 과정 

[그림 10]은 실감형 3D 컨텐츠 표 을 해 모델링된 

3D 컨텐츠를 애니메이션화하는 과정이다. 애니메이션 

과정에서는 오 젝트에 를 심고, 스킨을 입힌 다음, 

키 설정을 통한 모션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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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D 컨텐츠 제작을 위한 애니메이션 과정

[그림 10]의 하단이미지는 키 설정을 통한 각각의 시

스를 캡쳐한 화면이다. 모션 키 설정은 30 임으로 

시각 으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효과를 다.  

3. 3D 프로젝션 매핑 
제작된 3D 컨텐츠를 바탕으로 로젝션 상 오 젝트

에 매핑하기 해서는 3D 컨텐츠를 오 젝트의 형태에 

맞게 편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11]은 3D로 모델

링된 백자의 곡면에 맞게 람자가 직 으로 제어할 

수 있는 3D 컨텐츠를 덧입히는 과정이다. 로그램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백자의 곡면에 맞게 컨텐츠 

치와 움직임 방향을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3D 

컨텐츠는 최종 더링 후, 상 일로 출력된다.  

그림 11. 프로젝션 매핑을 위한 영상 편집 과정 

[그림 12]는 출력된 상 일을 실제 로젝션 상 

오 젝트에 로젝션기기를 통해 투사하는 과정으로, 

정확한 매핑을 해 사 세 이 된 각도에서 테스트하

여 3D 컨텐츠 상의 치를 백자의 곡면에 맞게 재조

정하는 과정이다.  

그림 12. 3D 프로젝션 매핑 테스트 화면 

본 연구에서는 로젝션 매핑과 3D 컨텐츠 상 제

작을 해 Autodesk사의 3D Studio Max, Pixologic사

의 ZBrush, 상편집용의 Adobe사의 After Effect와 

Photoshop 소 트웨어를 활용하 다.  

Ⅴ.‘소셜 아트’작품 전시   

인들이 소통을 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 매

개체는 스마트기기이다. 스마트기기 웹은 하드웨어와 

어 리 이션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5]. 스마트기기의 이용자 증가

와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해 SNS(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나 다양한 어 리 이션을 통해 정보를 교

류하고 경험과 공감을 나 는 문화가 형성되어있다. 이

러한 환경은 터치하나로 시공을 넘어 여러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소통할 수 있다. 한, 스마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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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인들에게 익숙한 미디어 도구로서 직  조

작환경으로 인해 람자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람자와 ‘소셜 

아트’ 작품과의 인터랙션 도구로 활용하 다. 본 연구에

서는 람자의 인터랙션 환경을 한 모바일 용 운

체제인 안드로이드 기반의 ‘Digital Media Art’ 어 리

이션을 제작하 고, 어 리 이션 실행 시, 웹 서버에 

자동 속 되어 컨텐츠 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

받아 스마트 기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림 13]은 람자의 인터랙션 환경을 한 스마트

기기 어 리 이션 인터페이스로, 실행 시 간단한 메뉴

얼 화면과 상 컨텐츠의 치가 화면에 실시간으로 그

려진다. 실제 상 로젝션과 동일한 오 젝트 이미지

가 실행 화면에 배치되어 있고, 컨텐츠의 치 한 

상 로젝션과 동일한 치에 그려진다. 람자는 움직

이는 컨텐츠를 직 으로 터치하여 끌어당기는 행

로 컨텐츠의 치를 변경할 수 있다. 실제 상 로젝

션과 동일한 오 젝트 이미지가 실행 화면에 배치되어 

있어 람자가 쉽게 인지하고 조작할 수 있다.  

 

그림 13.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를 들어, 람자가 좌측 오 젝트에 있는 컨텐츠를 

터치하여 우측 오 젝트로 옮기면 상 로젝션의 컨

텐츠 한 람자가 옮긴 우측 오 젝트 상에 그려진

다. 이러한 구조는 람자가 터치했을 시, 스마트패드 

비와 터치 역의 좌표 값 범 를 계산하여 컨텐츠 

치데이터 값을 변경시키는데, 이 값은 웹 서버를 통해 

상출력 로그램으로 데이터가 달되어 디스 이

에 상이 그려진다. 이러한 시스템 구 을 해 스마

트 패드 드래그 시 컨텐츠 치데이터를 변경하는 로

그래 과정을 거친다.  

어 리 이션을 통해 람자가 ‘소셜 아트’작품과의 

인터랙션 하는 시 환경은 [그림 14]와 같다. 매핑과 

모바일 미디어의 인터랙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결과

물이다. 스마트 기기의 어 리 이션 속을 통해 상

로젝션 된 두 개의 오 젝트의 컨텐츠 상을 람자

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랙션 방

식은 스마트 기기의 익숙한 조작환경으로 인해 거부감 

없이 쉽게 근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워 람자들이 

흥미를 보 으며, 3D로 매핑 된 상 한 시각 인 즐

거움을 더해 몰입감을 높여주었다. 

그림 14. 전시 환경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어 리 이션이 실행된 상태에서 동시에 여러 

람자가 인터랙션을 시도했을 시, 컨텐츠 실행과 치

선 을 고려하여야 하며, 람자가 컨텐츠를 이동시키

는 터치 속도에 따라, 피드백 되는 컨텐츠 상 로딩의 

시간이 정확히 일치되어야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환경

이 가능하다. 이는 차후 연구를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의 어 리 이션 로그램 

구축을 해 JAVA 기반의 Android Eclipse를 활용하

으며, 상 디스 이 로그램은 C++ 기반의 Open 

CV 라이 러리를 활용하 다. 그리고 웹 서버의 통신

모듈은 PHP 언어기반의 웹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구 하 다.  

Ⅵ. 인터랙티브 미디어파사드로의 확장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와 상 로젝션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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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하여 람자가 작품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 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수

의 람자가 스마트기기로 3D 컨텐츠 상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의 가상 시스템 

구조는 [그림 15]와 같다.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는 

스마트기기의 어 리 이션을 다운받아 구나 참여하

여 인터랙션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3D 로젝션 매

핑 미디어 사드이다. 

 

그림 15. 인터랙티브 미디어 파사드 시스템 구조 

3D 상이 로젝션 된 미디어 사드에 람자들이 

스마트기기로 상에 변화를  수 있는 형태로, 사

드의 컨텐츠 데이터와 연동되어 개별 으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 결과물이 사드 면에 보여 

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스마트 기기 어 리 이션 화

면에 피드백 되어 변화된다. 

본 연구에서 하나의 스마트 기기와 두 의 PC 사이

에 웹 서버를 통해 통신이 가능한 환경(데이터 정보 

송)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스마트 기기 수와 상출

력 장치의 추가 연결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여러 개

의 컨텐츠와 인터랙션 할 수 있다. 웹 서버를 활용하여 

통신모듈을 구축하면 좀 더 간단하게 여러 개의 기기와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 건축물

에 용하여 구 할 수 있다. 를 들어, 람자들이 스

마트기기로 상 로젝션 된 건물들의 색상을 변화시

키거나, 상 속 3D 컨텐츠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며, 

건물들 사이로 컨텐츠 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

[그림 16]은 웹 서버를 이용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스마트기기와 상 로젝션 연동 

기술을 확장시키면 다수의 람자와 여러 오 젝트 사

이에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스마트기기 클라이언트

와 디스 이 클라이언트 수가 일치될 필요는 없다. 

로젝션 매핑 상의 컨셉에 맞게 기기 수를 조율할 

수 있다.   

그림 16. 웹 서버를 이용한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환경은 람자와 작품간, 람자와 람자, 

작품과 작품 간의 시공의 제약 없는 인터랙션을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람자와 컨텐츠의 다 다 인터랙션은 

작품과 람자 간의 소통을 넘어 작품을 통한 람자와 

람자가 연결 되는 인간 심의 확장된 소통환경이 가

능하다. 한 LED와 달리 로젝터로 상을 투사하는 

형식의 미디어 사드는 환상 인 3D 그래픽 상을 통

해 건물이 살아 숨 쉬는 듯한 착시효과로 람자의 몰

입감을 높여주며, 술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를 사드

에 용함으로 인해 람자는 도시 공간, 일상생활에서 

가상과 물리공간을 넘나드는 공공 술을 경험할 수 있다. 

Ⅶ.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본 3D 매핑 기술에 스마트기기를 

연동하여 람자가 3D 컨텐츠 상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미디어 사드와의 새로운 인터랙션 방법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 Vol. 12 No. 956

제안하 다. 이러한 연구는 스마트기기를 컨트롤러로 

활용하여 로젝션 매핑된 3D 컨텐츠 상과 인터랙션 

할 수 있다는 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도심 속에서 다수의 람자가 참여하고 서로 연결되어 

사드에 매핑된 3D 상의 컨텐츠를 스마트기기로 직

 제어하며 인터랙션 할 수 있고, 3D 상 기술은 환

상 인 시각효과를 더해 술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가

진다. 인터랙티  미디어 사드는 구나 참여가능하

고 작품과의 인터랙션을 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와의 

계 한 형성되어 람자와 람자를 연결해주는 소셜 

미디어로 가능성을 가지며, 스마트 기기를 컨트롤러로 

하여 작품과 인터랙션할 수 있다는 에서,  술

에 있어 새로운 소통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랙션 상이 도심의 거 한 건축

물이기 때문에 많은 람자들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

어져야하며, 3D 컨텐츠 상 한 시각 으로 실감 인 

공간 연출에 기여해야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은 제 

5장에서 기술하 듯이, 네트워크 특성을 활용하여 최

한 많은 람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정 인 시

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랙션을 통한 작품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작품을 통해 람자와 람자 사이의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 환경을 형성하고자 한다. 미디

어 사드는 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

을 지향해야하며, 나아가 람자가 즐길 수 있는 하나

의 문화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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