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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smartphone과 Arduino, Max/Msp를 이용한 모바일 미디어 아트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의 입력장치로 

flexible센서가 부착된 tangible glove와 smartphone의 app이 사용되었고 이들의 조작 데이터는유(무)선 시리얼통신 및 TCP/IP 
통신을 통해 원격지 서버상의 Max/Msp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된다. 서버는 전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로봇 기타리스트의 열손가락을 제어하고 사운드 및 제반 영상을 출력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연주자인 동시에 관객으로서 시

각, 촉각, 청각의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만족하고, 시스템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미디어 아트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용자의 단순 참여라는 1차원적인 논리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시스템의 결합을 통해 작품참여를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그들만의 고유한 작품을 생성함으로써 기존의 미디어 아트 시스템과의 차별성을 도모하였다

키워드: 모바일(Mobile), 원격존재감(Tele-Presence), 기타리스트(Guitarist), 탱저블(Tangible), 앱(App)

I. 서 론

1. 연구목적

기존의 예술분야에서 관객과 작품간의 관계는 정적이면서 단방

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디어 아트‘를 통한 예술분야에

서는 모바일,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에 첨단 IT기술의 결합을 통한 

보다 동적인 작품세계로 확장되면서 관객, 즉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양방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1-3]. 본 논문에

서는 모바일 컴퓨팅과 피지컬 컴퓨팅 그리고 Max/Msp, Arduino
의 결합을 통해 IT기술 요소들의 결합이 미디어로서 얼마나 가치

가 있는지 재조명 해보고 이를 통해 사용자와 시스템, 관객과 작품

간의 관계에서 또 다른 ’소통‘의 방법,  미디어아트로서의 변화가

능성에 대해 모색해본다.

II. 관련 연구

모바일 미디어 아트란 현재 스마트폰의 모체이기도한 일반 휴

대폰과 PDA등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자연스럽게 예술과 결합하려

는 시도에서 탄생하였다. 한 예로 2006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한 

미디어 워크샵에서는 ‘mobile troops'(모바일 군대)라는 이름으로 

여러대의 휴대폰들을 연결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모바일을, 예술

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다[4].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 

역시 기존 휴대폰과 PDA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적 한계로 인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인터렉티브 아트로서의 가치를 크게 나타

내진 못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을 미디어 아트의 디

바이스로 사용하는 시도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국 캠브

릿지 대학의 한 연구기관은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과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예술의 결합을 통해 미디어 아트의 도구로서 모바일의 

가치 그리고 다른 매체와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III. 본 론

1. 시스템 구조

사용자는 원격지에서 tangible glove와 smartphone app.을 이

용해 연주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운드를 발생시킨다. 시스템의 

배경은 공연장 무대로 맵핑시켰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사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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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며 그에 따른 영상이 변화하며 고유한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사용자가 일종의 공연 주체자인 동시에 공연을 바라

보는 관객의 모습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나타내려고 했다.

그림 1.  시스템 환경

 Fig. 1. System Environment

시스템의 input 장치로 Flexible 센서를 부착한 글러브(이하 데

이터 글러브)와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한다. 데이터 글러브와 블

루투스칩을 이용해 사용자가 손가락을 움직이면 센서의 휘어진 정

도에 따라 가공된 데이터가 무선으로 메인 pc에 전달된다. 전달된 

데이터는 Max/Msp app.의 제어를 통해 output을 컨트롤 하게 되

는데 이 때 output으로서 비디오, 사운드, 모터가 사용된다.

2. 알고리즘

그림 2. Max/Msp 제어부분

Fig. 2. Max/Msp control part

Max/Msp에서는 일종의 함수 혹은 변수들을 Node로 연결시킨

다. 본 시스템에서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 input장치로 전달받은 데

이터를 가지고 노드로 연결된 함수 혹은 변수로 값을 전달시킨다. 
즉 데이터 글러브의 센서 혹은 스마트폰의 터치를 통한 변화가 생

기면 일정 조건에 따라 해당 함수가 실행되며 원하는 음을 생성하

게 된다. 이 때 스마트폰은 코드를 변경하는 디바이스로 사용되며 

데이터 글러브는 해당 코드 내에서 음을 변경하는 디바이스로 사

용된다.

그림 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부분

Fig. 2. Smartphone application part

Android 운영체제에서 메인 컴퓨터의 Max/Msp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프로세서로 Msx/Msp control[6]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였다. 이를 응용해 5개의 버튼을 동기화시켜 해당 버튼에 대한 값

을 전달하도록 설정했다. 각 버튼은 C,D,E,F,G 기타 코드에 해당

하는 값을 가지며 데이터 글러브를 통해 나오는 사운드를 변화시

킨다.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 그리고 모터를 제어함에 있어서 상

당한 메모리 소모를 발생시켜 시스템 구동에 방해를 주었다. 그래

서 모터를 제어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칩 내부에 자체적으로 프로

그래밍 하여 독립적으로 모터를 제어함으로써 메인 컴퓨터의 효율

적인 메모리관리를 유도하였다.

3. 시스템 구현

그림 3. 시스템 구현모습

Fig. 3. system implementation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시스템 하드웨어, 데이터 글러

브, Max/Msp control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실제 시스템 구현 

모습의 이미지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원격지의 사용자가 tangible glove 및 smartphone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로봇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하게 되는 원격존재

감(tele-presence)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과 같

이 모바일, 피지컬 컴퓨팅의 결합으로 인한 미디어 아트 디바이스

의 새로운 모색은 침체되어 있는 미디어 아트 시장의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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