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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시 의 사회  환경은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미디어의 발 으로 들은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에 익숙

해지고 있다.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두되고 있는 미디어아트는 다양한 작업방식 에서 로젝션 매핑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loned Me’ 작품을 바탕으로 로젝션 매핑 작품 구  과정에 

해 논하고자 한다. 음악을 가시화한 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철 구조물 에 로젝션 매핑으로 상 콘

텐츠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작품이 구 된다. 스토리를 담은 오 제를 제작하고 그 에 로젝션 매핑 방식

으로 상 콘텐츠를 투사함으로써 기존의 미디어 사드와 차별성을 가진다. 오 제와 콘텐츠 사이를 연결

하는 스토리와 구성이 존재하고 상호보완  수정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 이다. 로젝션이 투사되는 면이 

사각형의 고정된 임에서 벗어나 독특한 구조를 이룬다.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 발 한 시 의 

상을 반 해주는 작품이라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 중심어 :∣프로젝션 매핑∣오브제∣복제∣ 

Abstract

In the contemporary age, social environment has changed from analog to digital. As a media 

is developed, the public is more familiar to digital than analog. In this society, media art rises 

as new art. One of the most useful methods in the media art is projection mapping. In this paper, 

I propose a realization process of artwork ‘Cloned Me’ that is realized by projection mapping 

method. Artwork is formed by projecting image contents that are visualized a music on a steel 

structure. It is different from media facade that the object projected contents has a story 

composition. It is a strength that the object and contents are connected by story and composition. 

Also it can be modified each other easily for harmony because the structure is assembly-type. 

A face that is projected by beam projection is consist of unique structure not fixed rectangular 

frame. Artwork ‘Cloned Me’ has significance that it reflects the present age to develop digital 

cl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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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시 의 사회  환경은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미디

어의 발 으로 들은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에 익숙

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술과 공학이 

결합된 미디어아트가 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다. 미디어아트에는 다양한 작업 방식과 결과물이 있는

데 그 에서도 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방

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로젝션 매핑은 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으

로써, 실에 존재하는 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

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1]. 본 연구에서는 ‘Cloned 

Me’ 작품을 바탕으로 로젝션 매핑 작품의 구  과정

에 해 논하고자 한다. 음악을 시각화한 상 콘텐츠

를 제작하고, 철 구조물 에 로젝션 매핑으로 상 

콘텐츠를 투사하여 작품을 구 한다. 입체구조물은 철

을 이  커 하여 제작, 가공한 것으로, 인간 형상

이 복제되어 나열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로젝션이 투

사되는 면이 사각형의 고정된 임에서 벗어나 독특

한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 로젝션 매핑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커뮤니 이션은 디지털 매개 커뮤니 이션 

양식을 띠고 있다. 람자는 커뮤니 이션 정도에 따라 

몰입을 하게 되고, 작품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람자가 

원하는 감성  교감을 느끼게 된다[2]. 이 작품을 감상

할 때 람자는 상이 투사되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

간 형상의 군상에 람자 자신을 입해 으로써 심리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작품 구상  

제작 방법에 해 기술하고 구 된 작품을 근거로 이 

작품이 가지는 차별성과 특징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향후 발  방향과 작품의 의의에 해서도 논의한다.

Ⅱ. 관련 연구

이 장에서는 로젝션 매핑으로 구 한 작품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건물 외벽에 빔 로젝트로 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사드(media facade)에서 상물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로젝션 매핑이 두되고 있

다. 로젝션 매핑은 건축물에서 다양한 오 제로 범

가 확 되었으며, 콘텐츠와 상물과의 조화, 이미지의 

창의성, 디스 이 기술 등이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로젝션 매핑 기술이 오 제에 쓰여 공간에 한 증

강 실의 상을 덧입  흥미로운 공간감과 실제감을 

보여  블로 발부에나(Pablo Valbuena)의 

‘Augmented Sculpture Series’는 공간을 구성하는 선과 

면 그리고 입체 등을 통해 오 제를 보여주고 있다[3]. 

작가는 도시의 모습을 닮은 조형물을 제작하고 오 제 

표면에 상을 투사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 제로 

표 한다. 비물리  공간의 물리  틀이 될 흰 빌딩 숲

과 같은 육면체 오 젝트들을 다양한 형태로 쌓아올린 

조형물에 상을 투 시키는 화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4]. 

그림 1. Pablo Valbuena,‘Augmented Sculpture 
Series’, 2007

unzi 김형기의 로젝션 매핑 작품인 ‘ 도르 의 

비 스(Venus of Willendorf)’[그림 2]는 백색 임신부 

마네킹의 오 제에 남성인 작가 본인의 모습을 상으

로 투사한 작업이다. 2차원 상이 3차원 조형물에 

로젝션 되면서, 입체감과 동시에 실제감을 통해 그 공

간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5]. 여성의 신체를 표 한 3

차원 디메이드 오 제는 사실 으로 묘사되어 실

성을 띠고 있다. 오 제와 그 에 투 된 상반된 이미

지의 상이 조화를 이루면서 비 실 인 실제감을 느

끼게 한다.

[그림 3]은 데이비 앤 크리스틴 맥과이어(Davy and 

Kristin McGuire)의 ‘아이스북(The Icebook)’이다. 연극

의 무 와 같은 구성을 종이를 재단하여 팝업북 형식으

로 제작하 다[6]. 그 에 실사 배경과 인물이 등장하

는 상을 로젝션 매핑하여 빛과 그림자, 상이 혼

합되어 입체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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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nzi 김형기, 
‘Venus of Willendorf’, 

2005

그림 3. Davy and Kristin
McGuire, ‘The icebook’

람자가 보던 주변 물체 는 자연물의 익숙함에 작

가의 의도가 포함된 다른 질감 혹은 상을 로젝션 

하여 물체의 속성을 변화 시키는 형식이거나, 의도 으

로 로젝션 매핑을 한 특별한 물체(Object)를 제작

하여 로젝션 함으로서 기존에 람자가 경험하지 못

했던 새로운 시각 , 공간 인 경험을 제공하는 형식 

등이 있다[7].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작품 ‘Cloned Me’

는 스토리를 담은 오 제와 그에 연결되는 스토리를 지

닌 콘텐츠와의 조화에 을 둔 것이 특징이다.

Ⅲ. 오브제와 매핑 콘텐츠 제작 

1. 콘텐츠 개요
작품 ‘Cloned Me’는 철로 제작한 입체구조물 에 빔

로젝트로 상 콘텐츠를 투사하는 로젝션 매핑 방

식을 용한 작품이다. 입체구조물은 철  임을 인

간형상으로 이  커 한 오 제를 반복 으로 배치

한 철 구조물이다. 복제된 인간이 나열되어 형성하는 

구조는 인간의 일률 인 삶과 몰개성화된 사회인의 모

습을 가시 으로 표 한 것이다. 

1.1 작품 컨셉의 발전 과정
본 작품의 컨셉으로 발 하게 된 이  작품들을 통해 

작품 주제와 작업의 발  방향에 해 기술하고자 한

다. [그림 4]는 ‘Cloned MK’ 시리즈로 반복되는 인간 형

상과 그림자로 복제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발터 

벤야민은 복제에서 빠져있는 술작품의 유일무이한 

존성을 아우라의 개념으로, 즉 술작품의 기술  복

제가능성의 시 에서 축되고 있는 것은 술작품의 

아우라라고 하 다[8]. ‘Cloned MK’ 시리즈에서는 아우

라의 개념을 술작품에서 사회속의 개개인으로 확장

하여 용하 다. 동일한 틀에 맞추어진 사회인의 모습

은 아우라의 축과 붕괴를 맞이하는 술작품의 모습

과 닮아있다. ‘나’는 반복되는 인간형상으로 재단되어 

각각의 아우라는 잊 지고 ‘원본’의 의미 한 잃게 된

다.  각각 철 과 아크릴을 이  재단한 것으로 기계

에 의한 복제의 양상을 보여 다. 

그림 4. ‘Cloned MK’ 시리즈

사회는 “실재가 그의 기호들로 체되는” 시뮬

라크르의 세계이다[9]. 어떤 실체를 신해서 상징하는 

것을 기호라 할 때, 실재의 부재를 감추는 시뮬라크르

는 그 자체가  다른 실재이다. 이제 시뮬라크르는 독

자 인 하나의 세계가 된다[10]. 인간 형상에 드리워지

는 그림자는 형상의 복제물이지만 빛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독립  개체를 형성한다. 그림자는 사회의 모습

을 복제하여 나타내는 반복된 인간 형상의 복제물로서 

 다른 새로운 세계를 가지는 것이다. 들뢰즈는 시뮬

라크르는 선재하는 어떠한 원리에도 무 하게 차이생

성하는 존재자들 그 자체라고 하 다[11]. 인간 형상이 

사회 속의 ‘나’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라면, 시뮬라크

르를 의미하는 그림자는 ‘나’의 내면에 있는 꿈의 실재, 

 다른 ‘나’의 모습을 변해 다. 실과는 다른 진정

한 꿈을 간직한 ‘나’로써 고정된 형상에 비해 자유롭게 

변형이 되는 그림자의 모습과 상응한다. 그림자는 빛과 

환경에 따라 유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내면의 

꿈의 모습 한 그러하다. 존재하고 있지만 실 속에

서 숨겨지고 감추어질 때가 많다. 실 세계의 ‘나’를 복

제하여 인간형상 오 제가 생성된다. 이 오 제는 다시 

그림자의 형태로 복제되어 나타난다. 그림자로 나타난 

복제물이 곧 ‘나’의 내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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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ned Me’는 복제된 인간 형상의 배열과 반복이 주

를 이루며, ‘Cloned MK’ 시리즈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연장선상에 있다. 복제와 반복의 개념에서 나열된 형상 

에 동  움직임을 지니는 상을 투사함으로써  다

른 복제물의 오버랩을 실험하고자 한다.

1.2 ‘Cloned Me’ 작품 분석
‘Cloned Me’의 인간 형상은 ‘Cloned MK’ 시리즈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담고 있

다. 작품 구조는 [그림 5] 설치 상도에서 볼 수 있듯 

인간 형상 오 제가 반복 으로 복제되어 나열된다.

그림 5. 설치 예상도

벤야민은 도시를 “온통 삶으로 이루어진 풍경”으로 

제시하려 한다. 재 우리가 마주하는 도시의 풍경을 

독해하면 도시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며, 벤야민의 사유와 이론들이 도시를 읽는 열

쇠가 된다[12]. 의 도시와 사회의 모습을 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유사하다. 시간과 공간이 

축 되어 도시의 풍경을 이루듯이 사회 계 속 인간

계의 축 이 삶의 풍경을 구성한다. 장에 가득 찬 사

람들, 학교와 회사에 지어진 사람들, 같은 타임테이

블에 의해 흘러가는 삶의 모습은 구성원이 이루는 도시

의 외형을 옮겨놓은 듯하다. 빼곡히 들어선 빌딩과 빠

르게 돌아가는 디지털의 사회 속에서 일률 으로  세

워진 구성원의 모습은 인간 형상의 반복 인 배치로 작

품에 표 된다. 인간형상의 군상은 도시의 숲, 인의 

삶의 집 을 의미한다.

미디어는 물질성에 바탕을 둔 아날로그 역에서 디

지털 역으로 발 하 다. 동시에 미디어는 복제 불가

능한 일회성에서 복제 가능한 량생산의 복제성을 획

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왔다[13]. 시 의 흐름에 따

라 사회의 모습이 변하듯 삶의 모습도 변한다. 인간 

한 고유한 독립체로서의 존재보다 복제 가능한 개체로

서 역할을 강요당할 때가 있다. 일률 으로 복제된 인

간 형상의 철 임에 상을 투사하여 역동 이고 변

화하는 이미지를 표출한다. 임 에 빛을 의미하는 

상을 투사함으로써 인간 형상은 생명력을 지니게 된

다. 하지만 디지털 복제의 시 에 상콘텐츠는 원본의 

존재가 모호하고 무한한 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상이 

투 된 인간 형상은 잠시 변화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

지만, 상 한 복제물일 뿐 진정한 실체를 가지지 않

는 것이다. 결국 인간 형상 에 덧입 지는 빛은 각자

의 형상에 고유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다른 복제의 

오버랩이다. 사회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굴

를 비유 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고정된 임에 

상을 투사하는 것은 ‘나’에게 ‘빛’과 같은 요소로 변화와 

자각을 시도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그림 6. 작품 제작 과정

상 콘텐츠는 Adobe의 After Effects에서 Sound 

Keys와 Expression을 활용한 음악과의 연동 기능으로 

제작된다. 상 콘텐츠는 반복된 패턴과 복제를 주제로 

제작되며 음악에 맞춰 변화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그림 6]은 작품 제작 과정으로 구조물 제작  설치와 

상 콘텐츠 제작으로 나뉜다. 설치된 구조물 에 

상 콘텐츠를 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투사하여 최종 결

과물을 얻는다.

2. 오브제 제작
입체구조물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커 한 철  

임을 계단 형태로 반복 으로 배열하는 형식으로 

제작된다. 속의 강하고 차가운 속성이 부각되도록 철 

임을 병렬 으로 반복되게 배치한다. 우선 인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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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라인을 추출하기 해 컨셉에 맞는 포즈로 사진 

촬 을 한다. 촬 한 사진  한 사진을 선정하고 

Google Sketch Up 로그램과 Autodesk의 Auto CAD 

로그램을 활용해 사진의 외곽선을 따라 이  커

용 라인 작업을 한다. 

그림 7. 철판 프레임을 인간 형상으로 레이저 커팅

이  커  기법은 과거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 는

데, 오늘날은 다양한 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른 분

야와의 기술  크로스 오버  표 인 기술이 이  

커 이다. 김지인은 펠트를 활용해 이  커 [14]을 

하여 외곽선을 다양하게 제작 가능하 고, 매화문양의 

인테리어 소품 개발에 용이하 다. 이  커  기법의 

조형성으로는 투시성, 명료성, 정교성 등이 있다. 커  

된 부분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투

시성으로 작품의 입체감을 더욱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다[15]. 본 작품에서는 이  커 한 인간 형상과 형

상이 잘려나간 바닥 부분이 함께 배치됨으로써 투시

성의 장 을 부각시켰다. 컴퓨터 작업을 한 도안 로 

정교하고 명료하게 제단이 되어 섬세한 실루엣의 표

이 가능하다. 

‘나’의 형상을 닮은 오 제는 실의 ‘나’를 가상 공간

인 컴퓨터에서 복제 이미지로 가공하고 이  커 이

라는 기계  방식을 통해 새로운 오 제로 탄생한다. 

복제기술 시 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스스로 변형하고, 

복제하고, 소비[16]하는 것이 가능하다. 디지털 복제의 

경우는 원본과 복제본의 물리  차이 없이 무한 복제가 

이루어진다[17]. ‘나’는 디지털화의 과정을 거쳐 수많은 

오 제로 디지털 복제된다. 인간 형상이 모여 군상을 

이루는 것은 일률  삶에 한 무언의 압박, 사회와 외

부 가치에 맞춰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주변 환경에 한 

응을 표 한 것이다. ‘나’의 실루엣으로 이루어진 복

제된 형상들은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주변의 수많은 요

구에 ‘나’를 신하여 상응하는 역할을 한다. 복제의 과

정은 사회구조에 의한 동일한 인간형의 복제와 그에 

응하기 한 ‘나’의 복제로 이  의미를 지닌다. 일련

의 작업 과정은 압박감 속에서의 자아 모색을 실 하는 

과정으로 보편  기 에 맞춰진 요구에서 자신의 가치

를 지켜내기 한 행 이다.

3. ‘복제’의 영상 콘텐츠 
상은 ‘나’를 복제한 오 제 에 투 될 것으로 정

지된 형상에 동  요소를 부여하게 된다. 상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디지

털 환경을 변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 

자체가 복제물일 수도 있다.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지

는 ‘복제물’인 상은 실재의 ‘복제물’인 인간형상 오

제와 오버랩되게 된다.

그림 8. 영상 콘텐츠 이미지

음악을 가시화하는 상 콘텐츠는 반복을 주제로 표

된다. 콘텐츠는 일률 으로 배열되어 반복되는 인간 

형상의 철 구조물과 연결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리

듬, 멜로디와 같은 청각  요소를 시각 으로 표 하여 

소리의 공감각  감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상은 반복

되는 패턴이 음악에 따라 생성, 소멸되기도 하고 각각

의 인간 형상마다 개성 있는 스토리가 담기기도 한다. 

인간 형상이 음악에 따라 이 라이  되고, 얼굴의 표

정과 색깔이 음의 고 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음악에 

맞춰 인물이 악기를 연주하고, 리듬의 강약에 맞게 비

방울이 형성된다. 각 형상마다 동일한 혹은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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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의 콘텐츠가 매핑된다. 복제된 형상 에 복제된 

콘텐츠가 입 지지만 각자의 개성과 의미를 지닌 콘텐

츠는 새로운 결과의 복제물을 탄생시킨다.

Ⅳ. 프로젝션 매핑 콘텐츠 구현

로젝션 매핑 방식의 작품을 제작하기 해서는 구

조물의 외곽라인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 투

사면 추출 과정은 설치된 구조물 에 빔 로젝트를 투

사한 뒤 철  임의 외곽라인을 마스킹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마스킹 작업은 인물 형상의 외곽선 밖

으로 상이 투 되는 것을 막기 한 것이다[18]. 로

젝션 매핑 작품에서는 콘텐츠와 구조물 사이의 조화가 

요하므로 상 투사 후 콘텐츠의 수정이 필히 이루어

져야한다. 로젝션 매핑에서의 상물과 콘텐츠의 연

성을 통한 계 형성 과정을 인지하는 것은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요한 요소이다[19]. 구조물의 재질이

나 형태에 따라 같은 콘텐츠라도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

로 여러 번의 테스트와 콘텐츠 수정 과정이 필요하다. 

철 에 상을 투사한 결과 일반 스크린보다 발색이 

뛰어나진 않았으나, 빛을 반사하는 철의 특성 때문에 

발 하는 듯한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림 9]는 로젝션 매핑 방식 작품 구  모습으로 

입체조형물 에 상 콘텐츠를 빔 로젝트로 투사한 

것이다. 개개의 인간형상 임에 반복되는 패턴과 각

자만의 개성을 담은 모습 등이 투사된다. 입체로 된 물

리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 상을 로젝션하면 물리

 입체감에 의해 평면 이미지가 입체공간으로 확장하

게 된다[20]. 철  임은 평면이지만 입체로 설치된 

구조물이고, 그 에 입체  콘텐츠의 상을 투사하여 

공간 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실제의 3차

원 공간에 복제된 인간 형상의 물리  오 제가 배치되

고, 그 오 제 속에서  다른 가상의 3차원 공간이 표

출된다.

그림 9. ‘Cloned Me’ 전시 전경

‘복제’된 인간형상 오 제 에 상이 결합되어 새로

운 복제물을 탄생시킨다. 일률 으로 반복된 오 제는 

동일한 형상이었지만, 그 에 변화하는 상이 매핑되

면서 각 오 제마다 독립 인 콘텐츠를 가지게 된다. 

상은 원본 없는 원본, 가상의 이미지이지만 오 제에 

덧입 지면서 물리  실재감을 가진다. 상과 인간형

상이 결합되어 시뮬라크르를 형성한다. 들뢰즈는 시뮬

라크르를 원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우주

[21]라고 하 다. 즉, 시뮬라크르는 독립성을 가지는 개

체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존재이다. 그것은 복사물

의 복사물로써 원본과는 다른 ‘차이’를 생성하고 그 자

체만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복제된 각각의 

상이 매핑된 인간형상은 각자만의 독특한 표정과 내용

을 담고 시뮬라크르를 지니게 된다. 그것은 일률 인 

복제물에서 개성을 가진 독립체로 탄생하는 것이다. 기

존의 복제형상을 뛰어넘어 역동 인 ‘빛’의 콘텐츠와 결

부하여 새로운 공간과 역을 창조한다. 

상호 소통  술은 람자와의 소통을 하여 다양

한 소통방식을 시도하 고 이를 통해 객은 창조의 과

정에 개입하기도 하고 물리  결과에 기여하기도 하며 

술의 변화된 상황에 반응하며 술  체험을 이어나

갔다[22]. 본 작품에서는 복제된 인간 형상에 람자 스

스로를 입하여 으로써 정신  교감에 따른 심리  

상호작용이 가능하 다. 한 람자가 작품을 람할 

때 람자의 그림자가 작품 에 투사되어 인간 형상 

에 자신의 실루엣이 오버랩 되었다. 로젝션 매핑을 

기반으로 인터랙션 퍼포먼스를 하는  테크놀로지

를 이용한 그림자놀이 라고 할 수 있다[23]. 이러한 과

정을 통해 람자는 작품에 개입하고 참여하면서 물리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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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스토리를 담은 조형물을 제작하고 그 에 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상 콘텐츠를 투사하는 작품을 제작하

다. 반복 으로 나열된 철  임에 반복 인 패턴

으로 움직이는 상을 투사함으로써 고정된 반복 패턴 

에 역동 인 반복의 움직임을 오버랩한다. 음악에 따

라 움직이게 제작된 상을 본 람자는 동  요소를 

더욱 잘 느낄 수 있으며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다. 람

자는 인간 형상 오 제에 람자 본인을 입하거나 그

림자 놀이 등을 통해 작품과 소통하며 참여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고정된 건축물이나 기성품이 아닌 제작한 조형물에 

로젝션 매핑을 함으로써 기존의 미디어 사드와 차

별성을 가진다. 조형물과 콘텐츠 사이를 연결하는 스토

리와 구성이 존재하며, 상호보완  수정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인간 형상으로 이  커  된 오 제는 

반복 으로 배열되어 복제된 무리를 이룬다. 복제된 인

간 형상을 나열한 조형물은 복제의 의미를 시각 으로 

표 한 콘텐츠와 만나 긴 한 계를 형성한다. ‘나’를 

복제한 인간 형상 오 제가 복제의 콘텐츠와 결합되어 

새로운 복제물, 시물라크르를 형성한다. 상이 매핑된 

인간형상은 각각의 개성을 지닌 개체로서 독립성을 획

득하게 된다. 실제의 공간에 배치된 복제 형상 오 제

에 인간 형상의 상이 매핑되면서 물성을 지닌 오 제

에 가상의 복제 형상이 덧입 지게 된다. 복제가 가능

한 디지털 기술이 발 한 시 의 상을 반 해주는 작

품이라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복제된 형상의 반복이  다른 규칙과 배열을 

형성하도록 다면체  구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람

자가 형상에 투사되는 콘텐츠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게 하여 인터랙티 인 요소를 가미함으

로써 람자의 개입과 체험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람자가 각자만의 복제 형상을 직  참여하여 제

작함으로써 정신 , 물리  교감의 시 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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