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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Arduino의 I2C 통신을 통해 인터랙티브한 악기를 제안한다. 각각의 큐브는 서로를 인식하고 인식 후 집단이 된 

큐브들은 하나의 악기가 된다. Arduino의 통신 핀을 알루미늄 호일에 연결하여 다른 큐브와 접촉 시 통신이 될 수 있도록 하였

다. 통신이 이룬 큐브들을  rgbLED 색상 변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접촉/비접촉을 나타냈다. 또한 Processing을 통해 그룹이 된 

큐브들의 악기 소리를 제어하였다. 

키워드: 큐브(cube), I2C(inter-integrated Circuit), 인터랙티브(interactive), 악기(musical instrument)

I. 서 론

큐브를 통해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되 현대사회에서 협업과 공동

작업 역시 얼마나 큰 효과를 창출하는지 직접체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큐브를 직접 움직이며 시청각적으로 개체의 고유

성과 집단의 조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기존의 큐브 형태의 

악기나 작품들은 객체끼리의 인지를 하지 않고 대개 정해진 패턴으

로 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CUZIC은 큐브의 조합에 따라 악기의 

소리가 바뀌고 빛의 색이 바뀐다.

II. 본론

기존에 악기 형식의 디바이스들은 다음과 같다. 큐브의 각 면을 

접촉했을 때 면 마다 다른 음들이 재생이 되고 다른 빛이 발생하는 

악기이다[1]. 큐브 형태의 wireless 스피커는 음악을 재생했을 때 

음악에 따라 LED의 빛의 색과 형태가 바뀐다[2]. 캔을 이용한 악기

는 캔에 접촉했을 때 캔 마다 정해져있는 고유의 음이 컴퓨터를 

통해 재생된다[3]. CUZIC이 이 디바이스들과 가진 차별점은 사용

자에 의해 큐브 한 개가 독립적일 때는  하나의 악기이고 집단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악기를 구성하는 일부분이 된다. 각각의 큐브는 

센서가 아닌 접촉을 통해 데이터 통신을 함으로써 상호 간에 인식을 

한다. 사용자가 만든 큐브 배치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빛과 음을 

가진 악기가 된다.  

1. 큐브 조합에 따른 시나리오

따로 떨어져 있는 큐브들은 각자가 하나의 색과 하나의 음을 가진 

악기이다. 큐브마다 서로 다른 악기 

소리와 색을 가진다.  집단이 된 큐브들은 본연의 색들을 합친 

색을 가지게 되고 한 가지 종류의 악기 소리가 난다. 그 집단 내의 

각각의 큐브들은 서로 다른 음높이를 가지며 큐브들을 누를 땐 본래 

독립적이었을 때의 색을 띤다 (그림 1). 

그림 1. 큐브 배치 시나리오 1 

Fig. 1. Cube-Arranging Scena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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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큐브 배치 시나리오 2-1

Fig. 2. Cube-Arranging Scenario 2-1

 

그림 2는 빨간빛과 파란빛이 합쳐진 보랏빛을 띤다.
보랏빛을 가지게 된 집단은 서로 다른 음 높이의 한 가지의 악기 

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림 3. 큐브 배치 시나리오 2-2

Fig. 3. Cube-Arranging Scenario 2-2 

그림 3은 빨간빛과 초록빛이 합쳐진 노란빛을 띤다.
노란빛을 가지게 된 집단은 서로 다른 음 높이의 그림 2와는 또 

다른 악기 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림 4. 큐브 배치 시나리오 3-1

Fig. 4. Cube-Arranging Scenario 3-1 

그림 4는 빨간빛과 파란빛과 초록빛이 합쳐진 하얀빛을 띤다. 
하얀빛을 가지게 된 집단은 서로 다른 음 높이의 그림 2와 그림 

3과는 또 다른 악기 소리를 가지게 된다. 

그림 5. 큐브 배치 시나리오 3-2

Fig. 5. Cube-Arranging Scenario 3-2 

그림 5는 하얀빛을 띠는 집단에서 각각의 큐브를 눌렀을 때 본연

의 빛이 나오는 모습이다.

2. 작동 원리

Arduino를 이용한 통신을 통해 각각 큐브의 배치를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통신에서는 I2C를 이용하여 각각 큐브 안에 들어있는 

Arduino보드의 아날로그 3번핀과 4번핀으로 데이터 값을 송수신 

하였고 그 핀들을 전도체인 알루미늄 호일에 연결해 큐브들 간의 

접촉 시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각각 큐브 안에 들어있는 

rgbLED와 큐브 윗면에서 누를 수 있는 스위치도 Arduino로 제어하

였다[4]. Processing을 통해 각각 배치에 따른 소리값을 할당하여 

사운드를 재생시켰다. 여기서 Processing과 Arduino를 Serial통신

을 통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하였다[5].

III. 결 론

본 작품은 접촉을 통해 통신하는 큐브형 악기의 프로토타입이다. 
큐브들은 사용자가 구성한 배치에 따라 각각 다른 빛과 다른 음색과 

음높이를 가진다. 더 많은 개수의 큐브들로 더욱 풍부한 소리, 모양

과 다양한 시나리오로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객체 간에 통신을 한다

는 점에서 악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발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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