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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관객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홀로그램 아트의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홀로그램을 디스플레이하고 인터랙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시하는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아트는 홀로그램이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미디어 예술을 보일 수 있다. 즉,

기존의 단순한 홀로그램 표현 기법에서 진화하여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미디어 아트에 적용할 수 있다.
   

1. 서론

3D 입체영상 기술은 입체감을 제공하는 스테레오스코

픽 방식에서 360도 전 방향에서 입체영상을 구현하는 홀

로그램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1]. 또한 다양한 상호작용

장치를 사용하여 관객과의 새로운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위하여 3D 홀로그

램이 제스처, 음성, 소리 등 여러 미디어를 사용하여 관

람객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관람객

이 작품을 접할 때 느끼는 재미를 극대화하고 인지적 부

담은 최소화하며 결과의 움직임을 직접 재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청각에 제약된 기존의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

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홀로그램기술은 특수 안경 없이도 입체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여러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실용화에는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홀로그램을 구현하려

면 360도에서 240개 이상의 레이저 빔으로 영상을 쏘아야

한다. 그러나 광학 기술의 한계, 빛의 간섭현상, 큰 데이

터 량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실정이다[1].

2차원의 평면을 통하여 3차원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예

술가들은 홀로그램을 새로운 예술적 매체의 도구로 선택

함으로써 가능한 표현성을 확장시켰다. 홀로그램에 의해

제작된 입체 영상은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며 이를 미디어

로 이용하는 홀로그램 아트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홀로그램 아트의 시도가 일어난 이

래 홀로그램 아트 작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홀로그램 전

시를 위한 갤러리들이 설립됨으로서 홀로그램을 새로운

미디어로 선택하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홀

로그램이 지닌 입체성만을 강조한 작품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예술분야의 새로운 표현방법 중의 하나로 홀로

그램이 인식되고 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

술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공간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제 2절에서는 홀로그램 아트를 유형별로 분

석하고 제 3절에서는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아트를 구성하

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디스플레이와 인터랙션으로 나

누어 설명한다. 제 4절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이 가지는 의

의를 논하며 요약한다.

2. 관련 연구

홀로그램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투과형과 반사형 홀

로그램으로 나뉘며, 백색광에서 재생 가능한 투과형 홀로

그램인 레인보우 홀로그램과 스테레오 홀로그램은 컬러

재현뿐 아니라 밝은 실내에서도 적당한 조명으로 홀로그

램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홀로그램 아트의 각 유

형별 작품들과 그에 대한 분석이다.

[그림 1]은 투과형 홀로그램 작품을 주로 제작하는 일

본 작가인 이쿠오 나까무라(Ikuo Nakamura)의 작품이다.

그림1. Materialization, Ikuo Nakamur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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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형 홀로그램을 제작한 대표적인 작가로는 마가렛

벤욘(Magaret Benyon)을 들 수 있다. 그녀의 작품들은 밑

그림과 반사형 홀로그램을 결합한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홀로그램 빛이 꺼졌을 경우 밑그림은 그 자체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벽에 빈 유리만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림 2]는 다양한 사람들의 화장한 얼굴 모습들을

담고 그들 인생의 한 단계를 기록한 작품인 남녀 화장 시

리즈(The Male and Female Cosmetic Series)이다.

그림 2. Cosmetic Series, Magaret Benyon, 1985-1993

[그림 3]은 레인보우 홀로그램을 이용한 작품을 주로

제작한 독일의 설치예술가 디어터 융(Dieter Jung)의 작품

이다. 그의 작품에는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

모꼴의 단순한 구성요소들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컬러

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를 이용하여 형태도 변하는

움직이는 홀로그램 작품도 발표하고 있다.

그림 3. Horizontal, Dieter Jung, 2005

[그림 4]는 데이비드 피짜넬리(David Pizzanelli)의 스테

레오 홀로그램 작품으로 관람객과 인터랙션한다. 관람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으면 Bruno는 왼쪽으로 걷고,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으면 뒷걸음질친다.

그림 4. Bruno, walking to the left, David Pizzanelli, 1989

3.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아트

이 연구에서는 투과형 홀로그램보다 입체감이 뛰어난

반사형 홀로그램 방식을 이용한다. [그림 5]는 이 연구에

서 제시하는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아트의 구성이다.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3D 영

상과 이를 디스플레이할 장치,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5.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아트

3.1 디스플레이

이 연구에서는 DLP 프로젝터와 투명 스크린을 사용한

뮤션의 플로팅 홀로그램 재생 원리를 이용하여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장치를 구성한다[2].

3D 영상은 먼저 DLP 프로젝터로 재생되어 반사경(천

장이나 바닥)에 투영한다. 반사된 영상은 45도 각도로 설

치된 투명한 홀로스크린에 투영되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홀로그램 아트가 관람객 쪽에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디스플레이할 콘텐츠로 문화원형의 전통

적인 소재를 이용하고자 하며, 그 대상으로는 단원 김홍도

의 <선면 협접도>를 정하였다. 문화원형이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 고유의 문화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 경

쟁력 있는 민족 고유의 자원이다.

3.2 인터랙션

플로팅 방식 홀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홀로그램과 관

객의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은 LED, 버튼, 자이로 등 다양한

센서들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러를

조작하지 않고 손과 몸을 이용한 모션을 통해 기기와 상

호작용하는 경향이다[3].

이 연구에서는 홀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을 집적 센싱 장

치 중 모션 캡쳐를 위한 스켈리톤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 키넥트 장비를 이용한다[4]. 키넥트는 RGB 카메라,

깊이 인식 센서, 그리고 멀티 어레이 마이크로폰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해 사람의 전체 형상의 3D 모션

캡쳐, 얼굴 인식, 그리고 음성인식이 가능하다[4].

키넥트의 적외선 카메라로 스캐닝한 일정 범위 내로 관

람객이 다가오면 홀로그램이 나타나고, 관람객이 손을 뻗

으면 손 주위로 홀로그램이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선 관람

객의 위치와 모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림 6]은 제

시한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아트에서 키넥트의 작동 원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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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키넥트의 작동 원리

키넥트의 적외선 프로젝터는 적외선을 픽셀 단위로 송

출한다. 송출된 적외선 픽셀들이 반사되어 오는 것을 적외

선 카메라가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는 RGB 카메라의 인

식 정보와 함께 관객의 위치와 관절에 대한 정보로 사용

한다. 이 정보를 홀로그램 이동에 필요한 모션과 매핑시켜

야 하며, 이 작업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Kinect

SDK for Windows를 이용한다.

Kinect SDK에서 제공하는 NUI 라이브러리는 키넥트에

서 전송된 이미지와 깊이, 오디오 정보를 취합해서 애플리

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

한다[5].

3. 요약

관람객과 홀로그램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

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제시한 인터랙티브 홀로그램 아트는

작가의 메시지를 시·청각적 요소와 함께 촉각적 요소도

임팩트 있게 전달하며, 관객이 가상적이지만 미디어 아트

를 직접 조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직 개발초기

단계인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예술적인 콘텐츠를 구성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키넥트가 미디어 아트 속으로

들어오면서 UI나 UX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전통적인 전시 방식을 뛰어

넘어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하고 체험을 유도하는 감성적

체험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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