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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Mira)를 활용한 다중 참여형 영상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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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다중 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디자인은 관객 참여가 핵심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논의하려는 관점을 참여단계의 유형과 참여 유형의 특성을 고찰하고 참여유형의 변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사용자 참여 분석을 통해 추출된 참여유형은 다중적 ․ 능동적 참여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라
(Mira)를 활용하여 참여 범주를 영상 파트와 사운드 파트로 구분하였고, ‘The 360 Project’라는 최종 영상시스템을 구
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제시된 참여 유형이 협소하다는 
점과 개발된 최종 결과물 분석까지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상기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된 
다중 참여형 작품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미라(Mira), 다중 참여, 인터랙티브, 영상 시스템, 맥스/엠에스피

Abstract  Recent studies of multiple participatory interactive media designs hows that the key element to this 
area is the participation of the audience. Due to this matter, this paper discusses the categories of the phase 
and look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ory matters to clarify the distinction. The categories that has been 
mentioned in this paper are multiple participatory types and active participatory types. Based on this matter, 
research practicing the Mira has been conducted in two separate groups - video and sound, and suggests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final video system called 
'The 360 Project'. The fact that the paper suggests a small range of participatory categories and hasn't come up 
with a certain analysis to the final outcome appears as a limit. The inadequacy will be supplemented 
throughout the following paper, hoping there will be improved versions of multiple participatory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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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인터랙티  미디어 디

자인은 과거 조(觀照)형에서 부터 진화하여 직 인 

참여(participation)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개입이 보다 

극 인 상호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과거 발신자의 메

시지를 람자에게 단방향으로 달했던 통방식에서 

새로운 기술을 목한 진보 인 작가들은 사용자들을 수

동 인 람자에서 능동 인 참여자로 그 역할을 변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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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가고 있다[1]. 객참여가 핵심요소로 작용되는 이러

한 노력들은 개인을 넘어서 동시에 여러 명이 참여하는 

상이 구체화 되고 있으며 다  참여도는 작품이나 디

자인 결과물의 목 을 달성하게 하는 요한 핵심 요소

로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는 참

여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The 

360 Project’를 통하여 다 참여가 가능한 상시스템1)

을 개발, 구 하는 과정  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들

을 논의함으로써 다  참여형 모델 정립을 가시화 하고

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참여단계의 유형과 참여단계의 특성을 

추출하고 분류하고자 한다. 이 게 분류한 결과를 바탕

으로 가장 능동 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상시스

템을 개발2)함으로써 앞으로의 다  참여형 디자인에 새

로운 방향성을 제안하고 도출하는데 그 목 을 삼고자 

한다. 인터랙티  상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참여방식은 

지정된 네트워크안에서 참여자가 컨트롤이 가능한 4 의 

아이패드(iPad)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상과 

사운드를 참여를 통해 표출되는 방식으로 범 를 정하고

자 한다. 주지할 으로는 분석을 한 개발이 아니라 다

 참여를 한 구 을 심으로 진행하 다. 개발에 사

용된 로그램은 Cycling743)의 Max6와 미라(Mira)를 

사용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참여단계 유형

인터랙티  미디어 아트에서 참여단계의 다양한 유형

들을 권지은, 나건(2013)은 디지털에서 사용자의 참여 정

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모델을 제시하 다[2].

1) 본 연구에서 영상시스템(Interactive Video System)이라는 용
어는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닌 스탠드 얼론(Stand-alone) 어플
리케이션처럼 다중 참여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최적화 시킨 전체를 의미 함.

2) The 360 Project라는 주제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개발 함.
3) http://cycling74.com

Imperception Phase where no Participants are involved.

Inactive
Phase where participant observes other 

pariticipants

Involvement Phase where participant attempts participation

Immersion
Phase where participant aggressively 

particates.

Influence
Phase where participant influences other 

participants

<Table 1> User Participation Phase Model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Imperception), 다른 사

용자가 참여하는 것을 찰자 단계 (Inactive), 참여를 시

도하는 단계 (Involvement), 인터랙션을 정확하게 인지하

고 극 으로 참여하는 단계(Immersion) 그리고 타인에

게 까지 참여한 정보을 공유하고 향을 미치는 최상  

참여 단계 (Influence)로 구분하 다. 이러한 분류의 특징

으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참여정도를 하

단계에서 상 단계로 분류로 구분하 다는 이다. 

최은수(2014)는 번슈미트(Bernd H.Schmit)의 경험요

소인 감각(sense), 감성(feel), 인지(think), 행동(act), 그

리고 계(relate)를 바탕으로 직  참여를 감각  경

험, 정서  경험, 사고  경험, 행동  경험, 계  경험 

5가지로 <Table 2>와 같이 분류 하 다[3].

Sensuous Experience Reaction

Emotional Experience Communication

Logical Experience Communication

Behavioral Experience Reaction

Sensuous Experience Participation

<Table 2> Direct Participation Type

감각  경험과 정서  경험, 사고  경험 3가지는 간

 참여로 구분하 고, 행동  경험과 계  경험은 직

 참여로 구분함으로써 참여 유형을 추출하 다. 정리

하면 참여단계는 참여를 시도하는 단계에서 극 인 참

여로 유도되어야 하고, 반응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행

동  경험과 계  경험이 시각  유희성을 탈피한 극

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배경이 된다고 단된다.

2.2 참여유형과 특성

본 연구의 지속성을 하여 선행연구(오승환, 201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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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4]에서 제시된 참여 방식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Fig. 1]과 같이 가로축은 수동  참여와 능동  참여

로 구분하고 세로축은 개별 , 다 으로 나 어 배치하

다. 이러한 기  요소는 참여주체인 객이 개인 으로 

람하는가, 함께 람하는가에 따른 다 성에 한 문제

와 수동 으로 참여하는가, 능동 으로 참여하는가에 따

른 참여방식의 기본 인 질의[5]에 따라 제시되었다.”

[Fig. 1] Participation Types

상기 개념도는 구체 으로 크게 4가지 참여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개별 •수동  참여, 개별

•능동  참여, 다 •수동  참여, 다 •능동  

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Fig. 2] Examples of Different Participation Types

상기 그림 A 역에 해당하는 개별 •수동  참여로서 

1인 지향형 인터랙티  인스톨 이션으로 다니엘 로진

(Daniel Rozin)의 우든 미러(Wooden Mirror)4)는 람자

가 개인 으로 참여하는 통  방식의 사례로서 디지털 

미러 형식을 취하는 유형이다.  B 역의 개별 •능동  

4) 다니엘 로진(Daniel Rozin)이 1999년 발표한 나무 픽셀로 구
성된 디지털 거울 작품.

참여 사례는 폭스바겐의 의뢰로 제작된 사운드머신

(Sound Machines)5)으로서 사용자가 턴테이블 3개를 사용

하여 디스크의 흰색과 검정색 는 다른 칼라를 카메라가 

디텍 (detecting)하고  음악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며 경험

하는 참여유형이다. C유형인 다 •수동  참여 사례로

는 아르헨티나의 안드로 에를리치(Leandro Erlicjh)가 

2013 런던 건축 축제(London Festival of Architecture) 

설치한 착시 건축물로서 '달스턴 하우스(Dalston House)'

이다. 람객은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건물

에 붙어있는 착각을 유발시켜 설치범  안에서 다수가 즐

기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D 역에 해당하는 다 •능동

 사례로는 태싯 그룹(Tacit Group)6)의 게임오버라는 다

참여에 의한 퍼포먼스를 들 수 있다. 독특하게도 다수의 

사용자가 개발부터 퍼포먼스까지 총 인 연출을 병행한 

참여자형 상시스템으로 구 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 

주지하고 있는 역은 D 역이며 참여자가 극 으로 참

여하는 단계(Immersion)를 통하여 몰입을 유도하고, 스스

로 상과 소리를 연출하려는 욕구  다  사용자와의 

연을 통해 조형  창의력을 부여하는 상시스템 구 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3. 다중 참여형 영상시스템 

다  참여형 상시스템은 D유형인 다 •능동  

참여를 기 으로 삼고자 한다. 일시  분석을 한 실험

이 아니라 스탠드 얼론형으로 개발을 목표로 하 으며 

그 이유는 실제 완성도를 높이는데 생되는 다  참여

의 문제 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함이다. 

3.1 다중 참여형 영상시스템의 개요

다  참여형 상시스템의 타이틀은 ‘The 360 

Project“로 명명하고 원형 구조물에 4 의 아이패드

(ipad)를 거치하여 다  사용자가 무선 네트워크7)를 통

하여 다  이고 즉흥 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Fig. 

3]과 같이 기획하 다. 

5) 2012년 oneone-studio에서 프로세싱을 활용하여 제작한 스텝 
시켄서(Step Squencer).

6) 2008년 결성된 미디어아트 공연그룹, www.tacit.kr
7) 에드훅(ad hoc)방식의 무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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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using Structure Map

한 아이패드 디바이스에서 구동될 어 리 이션으

로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통해 컨트롤하기가 용이하

고 로그래  개발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Cycling74

의 미라(Mira)를 활용하기로 하 다[Fig. 4].

[Fig. 4] Cycling74`s Mira Application

상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고려할 기 은 첫 번째로 하

드웨어 공간의 특성, 두 번째 상이 연출될 지각 공간, 세 

번째로 실제 상으로 표출되는 가상공간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용자가 컨트롤하는 화면 인터페이스 등으로 분류하 다. 

먼  첫 번째 하우징 공간은 참여자와의 상호 조

인 연출을 용이하도록 원형의 서큘라형 구조물8)을 바탕

으로 빔 로젝터 상이 에서 바닥으로 비춰지게 하는 

연출로 구성하 다. 

[Fig. 5] FloorPlan and the Reallife Product of 
the Housing

8) 빔 프로젝터의 설치위치에 따라서 하드웨어 원형 공간의 지
름이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 실측에 의해 설계 함.

두 번째 상연출이 표출되는 지각공간인 바닥면 역시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콘텐츠를 기획함에 있어서 원

형의 콘텐츠로 구성해야 하는 타당성이 도출되었다. 테스

트를 한 결과 문제 이 생되었는데 다  사용자가 같은 

화면에서 여러 개의 3D 모델들을 크기조 , 치조 , 반

복 개수 조  등 시각 으로 다양한 연출이 복됨으로서 

생되는 간섭(干涉) 때문에 본인이 조작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혼동하는 문제 이 드러났다[Fig. 6].

[Fig. 6] Interference Pheonomenon of Multiple 
Users

세 번째로 로그래  연출에 의한 3차원 가상공간에

서 구동되는 콘텐츠들은 최 의 원형 콘텐츠를 구축하기 

해 아래 [Fig. 7]과 같이 몇 가지 구 역으로 구분하

여 개발하 다.

[Fig. 7] Circular Contents Test

테스트한 원형 콘텐츠는 제 조건이 사용자의 즉흥

인 조작과 참여에 의해 결과물이 실시간으로 표출되어

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상연출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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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을 도출하기 하여 로그래  과정을 체계화 하

다. 여기서 주지할 은 1인 사용자가 운용하는 경우와 

다  사용자가 멀티 하게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걸

리는 과부하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시스템 안정화를 

하여 3D 오 젝트에 매핑 할 상의 용량을 최소화 시

키고, 3D 모델은 DAE9)확장자 일 포맷을 활용하여 모

델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일을 사용함으로서 시스템 메

모리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네 번째 미라에서 구 될 화면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참여유형과 한 계성이 있기 때문에 구 에 있어서 

여러 실험단계[Fig. 8]를 병행하며 진행하 다. 미라

(Mira)에서는 스크린 상단에 탭(Tab)을 사용하여 여러 

조작이 가능한 탭 환의 장 이 존재하지만 다 참여시 

가장 악조건10)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경우 메인 시스템에 

무리를 주어 화면이 당 15 임 이하로 떨어지는 단

이 발견되었다. 

[Fig. 8] User Interface Design for Mira
 

3.2 다중 참여형 영상시스템 개발

다  참여형 상시스템 개발은 첫 번째로 참여자의 

조작 요소 범주를 도출하고, 두 번째로 미라의 유 인터

페이스와 가상공간의 연계성을 한 로그램 개발, 세 

번째로 참여자가 몰입하고 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는 복합 인 연출, 네 번째 다 참여를 한 네트워크 운

체계 개발 등으로 정리 가능하다.

9) DAE(Digital Asset Exchange) 포맷은 2004년 공식 런칭된 
3D 어플리케이션 콜라다(Collada)의 기본 파일 포맷이며 다
양한 3D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지니고 있음.

10) 4명의 다중 참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빠르게 터치하
거나 멀티 드래그와 같은 조작 행위를 의미.

User Inferface Extraction of User Operation Range

Circular Contents 3D Contents in Virtual Space

Complex Directing Synchronization of Audio and 3D video

Network
Operation System for multiple 

Participation

<Table 3> Developmental Factors of Video System

첫 번째 단계인 참여자 조작범 는 유 인터페이스 디

자인으로서 상단에 3D모델의 온오 , 모델 애니메이션, 

모델의 회 , 알 블랜드(alpha-blend)효과와 같이 기능

주로 그룹핑 하여 배치하고, 하단에는 모델선택, 모델 

칼라, 모델의 복갯수, 모델의 크기조 , 모델의 치 조

 등의 조작요소로 분류하여 디자인 하 다[Fig. 9].

  

[Fig. 9] Mira Controller Design

 

두 번째 개발단계로서 미라의 유 인터페이스와 가상

공간의 연계성을 한 로그래  단계에서는 1차 구

이 완성된 상태에서 시연을 해 본 결과 2가지 문제가 

생되었다. 

처음 문제는 앞서 언 한 다  사용자의 무분별한 간

섭에 의한 주도  컨트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과  

한 가지 문제는 4개의 아이패드에 동일한 조작과 콘텐츠

를 부여할 것인지 는 4개의 화면에 각각 다른 조작 범

와 콘텐츠로 다르게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개발방향

과 참여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본 

로젝트 개발에서 도출된 해결방안으로 간섭 상은 동일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각기 다른 3D 모델을 사용하되 

복되어 연출이 되더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하고, 사용자들이 운용하는 범주를 고정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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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섭 상을 해결하고자 하 다. 로젝트 개발의 특

성상 원형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부분이기에 [Fig. 10]과 

같이 모델을 디바이스마다 다르게 부여하고 참여자가 

조작하는 동안 조작 인지도에 한 범주를 명시화함으

로써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 다. 한 다  참여에 의해 

연출되는 상 콘텐츠는 3D 모델이 첩될 때 조형 으

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델 디자인을 정리하여 진행

하 다.

[Fig. 10] Mira Controller Application

 다른 문제인 4개의 디바이스에 조작 역을 같이 배

치할 것인지 는 다르게 배치할 것인지에 한 문제는 

이미 한번 체험한 참여자는 다른 디바이스에 한 참여

도나 몰입도가 하게 떨어지는 상을 발견하 다. 

따라서 3D 모델과 조작 범 를 디바이스마다 다르게 배

치하되 메인 임이 되는 [Fig. 9]의 구조를 크게 바꾸

지는 않는 최종 유 인터페이스를 4개로 개발하 다

[Fig. 11].

[Fig. 11] Final User Interface Design

본 로젝트는 일회성 시가 아니라 로그램  개발

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목 이었기 때문에 로

그램 어 리 이션을 처음 구동할 때 시장의 리자의 

유무가 매우 요한 부분으로 두각 되었다. 그 이유는 아

이패드 디바이스와 메인 컴퓨터 간의 무선네트워크를 연

결[Fig. 12]하는 세  행 를 일반 사용자의 조작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운 되기 함이다. 

[Fig. 12] Project Network Flowchart

한 아이패드를 원형 하우징에 거치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아이패드 홈 버튼을 러 메인스크린

으로 바 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한 아이패드 거치  문제도 도출되었다. 따라서 [Fig. 

13]과 같이 아크릴 을 가공하여 리자가 열고 닫을 수 

있는 로젝트만을 한 하우징을 별도로 제작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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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inal Video Screen Output of Multiple 
Participatory

[Fig. 13] Production of IPad Stand

리자는 기셋업11)만 세 하고 그 이외의 조작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작동  운 에만 집 할 수 있도록 

기타 불필요한 기능은 철 히 배제함으로써, 다 참여의 

목 에 부합되고 사용자의 부담을 여주는 장 이 크다

고 하겠다.

다 참여자를 한 The 360 Project 상시스템은 사

용자가 곧 참여자로 변환되고 시스템 운 에 숙달하지 

않더라도 처음 인터페이스를 운 함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작범주를 체계화하고 어 리 이션으

로 확장함으로서 [Fig. 1]에서 제시한 다 ․능동  참

여를 한 구   결과라고 요약 할 수 있다. [Fig. 14]는 

어떠한 사  설명이나 시스템의 이해 없이 다  사용자

가 만들어낸 상 연출의 스크린 시이다. 개발의 기획

부터 개발까지 다 참여에 의한 결과물이 도출되고 최종

버 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인 사용자는 타 사용자가 조

작하는 부분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려는 행 가 포착되었

고 이는 다  참여자의 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행

로 해석 되었다.     

4. 결론

지 까지 참여유형단계 모델 분석을 통하여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부터 최상  참여 5단계의 유형 분

류와 감각  경험, 정서  경험, 사고  경험, 행동  경

험과 계  경험 등의 5가지 참여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참여유형인 다 ․능동

 참여 모델을 ‘The 360 Project“를 심으로 개발하고 

구 하 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던 참여자 

조작에 의한 조형  간섭(干涉)과 다 디바이스를 한 

인터페이스의 조작 범 에 한 고려사항 그리고 리자

와 사용자를 구분하기 한 로그램 기 세  문제 등

을 도출하 고 [Fig. 15]와 같이 최종 퍼포먼스를 통해 개

발을 완료하 다.

11) 관리자가 아이패드 하우징을 열고 네트워크 세팅 후 하우
징 케이스를 닫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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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Implementation and Exhibition of 
'The 360 Project'

최종 으로 구 된 다  참여형 인터랙티  상시스

템은 기 기획 단계부터 개발단계를 거쳐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과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첫째, 사용자가 극 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유인요소

의 필요성이다. 호기심이나 유인요소로서의 재미가 없다

면 시스템 구 자체에 한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 참여 모델이 지닌 의미  하나로서 유인효과 

기능과 역할이 존재한다고 단된다.

둘째, 다 참여에 의해 연출되는 가상공간 콘텐츠에 

한 정체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아트부터 

에듀테인먼트, 인터랙티  고 등 다양한 결과로 도출

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용자 참여도를 고려한 조작범 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 한 문제 과 해결책으

로 확인한 바와 같이 다 참여 조작범 가 동일한 인터

페이스보다는 디바이스마다 다른 조작범 를 부여했을 

때 참여 효과 높다는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다 참여 시스템을 한 리자의 필요성이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시스템을 운 하는데 필요한 리자

의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서 보다 단순하고 안정 인 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 부분은 인건비 

등의 경제 인 부분도 존재하지만, 리자가 세 할 요

소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배제함으로서 사용자 참여 

부분이 명시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스템이 다운

되거나 로그램 운용 시 생되는 문제에 한 빠른 

응도 가능하다. 

다섯째, 인터랙티  공간의 활용성을 들 수 있다. 공간

의 크기와 형태, 유도동선 등 다양하게 고려할 들이 존

재 하지만 최종 로젝트에서 제시한 다 참여를 한 

서큘라형의 구조 부분과 본 연구에서 언 되지는 못 했

지만 360도 서라운드 입체 음향과 같은 몰입 요소 등과 

같이 공감각이 확장된 스페이스 활용도 요한 요소로 

기 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구 된 최종 결과물의 참여

형태가 다 ․능동  참여유형에 최 화된 시스템이

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과 사용자 인터뷰나 설문을 통

해 구체 인 분석을 통하여 다 참여 기 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부분은 보다 세 한 다 ․능동  참여유형 

모델과 기 을 제안하고, 여러 장르와 융합된 다  참여

형 인터랙티  상 시스템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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