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1, No. 1, January 2018(pp. 51-60)

https://doi.org/10.9717/kmms.2018.21.1.051

1. 서  론

산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된 기술은 예술과

의 결합을 통해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미디어 아트는 디지털 미디어와 예술의 결합으로 불

리는데 단순히 디지털 미디어를 작품의 창작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고유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것을 이용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기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미디어

를 이용하여 관객에게 작품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

이었다. 하지만 비디오카메라, 마이크 등의 각종 입

력 장치의 발전으로 디지털 미디어 아트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을 완성시켜나가는 인터랙티

브 미디어 아트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디어 아트에 사용되는 기술적인 요소들은 일반

적인 디지털 미디어 기술 요소와 동일하다. 미디어 

아트만을 위한 기술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디

지털 미디어 기술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예술적 시각

으로 접근하여 미디어 아트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술 요소 이외에 디지털 미디어가 가지는 특징 또한 

미디어아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복제와 

전파가 쉬운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은 미디어 아트에

도 그대로 적용되며, 다수의 미디어 아트 작가들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관객의 움직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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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특유의 복제성과 전파력을 이용하여 

웹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

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들이 예술에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는 관객의 참여로 작품이 완

성되는 상호작용성을 추가로 가지는데, 이로 인하여 

관객과의 상호 작용을 위한 카메라, 마이크 등의 장

비, 혹은 대형 스크린 및 제한된 환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아트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특정한 환경 혹은 작가가 작품의 표현에 

사용하였던 장비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작품의 감상

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1].

본 논문에서는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카메라 및 영상 출력 장치 장

치만을 이용한 파티클 아트 작품을 제시한다. 해당 

작품의 감상을 위한 환경은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위

한 카메라와 관객에게 작품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 

출력 장치로 구성된다. 이 때 카메라는 영상 출력 장

치에서 관객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카메라는 반

드시 움직이지 않게 고정 된 상태로 설치되어야 한

다. Fig. 1은 감상 환경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카메라 이외에 별도의 센서를 이용하지 않고 관객

을 검출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배경 추출(Background subtraction)

기술과 광류(Optical flow) 추정 기술을 이용한다. 제

시된 작품은 관객 검출 및 파티클화, 관객의 움직임 

관찰 및 상호작용의 두 가지의 단계로 나뉘어 작동한

다. 먼저 관객을 검출하고 파티클로 바꾸어 주기 위

해 배경 추출 기술을 이용하여 배경과 관객을 구분한

다. 배경과 분리된 관객은 정의된 그리드 셀을 이용

하여 파티클 형태로 변환된다. 두 번째로 광류 추정 

기술을 이용하여 그리드 셀의 움직임을 추정하고 이

를 통해 얻은 모션 벡터를 이용하여 관객의 동작에 

반응하는 파티클 효과를 생성한다. 또한 관객의 상단

에 관객의 움직임으로 제어 가능한 가상 버튼을 정의

하여 작품과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제시된 작품은 컴

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

어 아트의 감상에 필요한 장비를 간소화 하였다. 작

품의 감상에 필요한 환경의 구축이 간단해짐으로써 

작품의 손쉬운 복제 및 전파가 가능하며 디지털 미디

어 아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작품의 환경 및 기술들에 대

해 기술하고, 한정된 환경에서 작품을 구현하기 위한 

영상 처리 및 컴퓨터 비전 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3장

에서는 작품 구현을 위해 사용된 기술의 특징, 논문

에서 제시하는 상호작용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해

당 장은 배경 추출 기술을 이용한 관객 검출, 그리드 

셀을 이용한 검출된 관객의 파티클 형태로의 변환,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위한 가상버튼의 정의 그리고 

광류 추정 기술을 이용한 파티클 효과의 순서로 서술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3장에서 서술된 기술들에 대

한 실험 결과와 완성된 작품에 대해 서술하고 5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기존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

기존의 관객의 동작 기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의 경우 관객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Microsoft사의 

키넥트 센서를 주로 이용한다[2,3,4,5]. 키넥트 센서

는 RGB카메라와 IR Emitter, IR Depth Sensor가 결

합된 센서이며 실시간으로 깊이 정보 뿐만 아니라 

RGB영상과 관절 추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키넥

트 센서의 사용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작품 제작을 

손쉽게 만든다. 하지만 센서가 없는 환경에서의 감상

은 불가능하여 기존에 웹을 통해 배포되던 미디어 

아트 작품과 달리 작품에 대한 접근 장벽이 생긴다.

Fig. 2는 한창민, 유선웅 작가의 키넥트를 이용한 

대표적인 인터랙티브 파티클 아트 작품, IRIS[2] 이

다. 해당 작품은 키넥트와 작품을 위해 특수 제작된 

LCD 영상 출력 장치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키넥트

로 인식된 관객을 하프토닝(Halftoning) 기법을 이용

하여 표현한다.
Fig. 1. Environment for suggested interactive particl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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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의 모습과 움직임을 기하학적으로 재구성한 

팀 Nota Bene의 작품[4]이나 Jia-Hua Zhan 작가의 

작품[5]의 경우에도 관객의 검출을 위해 키넥트를 이

용하였다. 또한 두 작품과 앞선 IRIS 모두 관객을 새

로운 형태로 표현할 뿐 별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관객의 모습뿐만 아니라 춤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연구[6]도 있다. 하지만 춤을 표현 하는 연구의 경우

에는 온몸에 적외선 센서를 부착한 상태로 춤을 추고 

이를 바탕으로 재가공 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

에 별도의 센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감상도 

불가능하다.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실시간 반

응형 그림자 아바타[7], 움직임 감지 기반의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거울 연구[8] 또한 있었는

데, 해당 연구들에서는 두 이미지간의 차이를 이용하

여 움직임을 감지하는 차영상 방법을 이용하였다. 하

지만 해당 방법의 경우 조명 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움직임의 방향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2.2 배경 추출 기술

배경 추출 기술은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경

과 전경을 구분하는 기술이다. 현재 프레임과 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배경 모델의 차영상을 구한 다음 임계

값을 이용하여 전경의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

인 동작 원리이다. 하지만 실제 영상에서 많은 변수,

예를 들면 소음, 움직이는 나무, 비, 바람, 밝기의 변

화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전경 검출에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가우스 혼합 모델 (GMM) 기반의 알고리즘

이 있다. 대표적인 가우스 혼합 모델 기반의 연구들

은 다음과 같다. 먼저 P. KaewTraKulPong과 R.

Bowden은 적응형 혼합 가우시안(Mixture of Adap-

tive Gaussians) 모델 기반의 배경추출 알고리즘[9]

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Z. Zivkovic

은 기존의 가우시안 모델 기반의 알고리즘에 적응성

을 개선하여 조명 변화에 더욱 강건한 알고리즘[10,

11]을 설계하였다. 또 다른 배경 추출 방법으로는 통

계적 배경 이미지 제거와 픽셀 단위의 베이지안 분할 

(Bayesian segmentation)을 결합한 Andrew의 GMG

알고리즘[12]이 있다. 이 알고리즘은 최초의 일정 프

레임을 배경 모델링을 위해 사용하고 전경 추출을 

위해 베이지안 추론을 사용한다.

2.3 광류 추정 기술

광류 추정 기술은 인접한 두 장의 프레임에서 나

타나는 명암 변화를 분석하여 움직임 정보를 추정하

는 기술이다. 하지만 광류는 계산 과정에서 개별 물

체의 움직임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물체의 이

동에는 그에 따른 명암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광류 추

Fig. 2. IRIS：Interactive Media Canvas, HYBE, 2012.

(a) (b)

Fig. 3. Interactive media art using kinect for motion capture. (a) In Order to Control, Nota Bene, 2011, (b) Soma 

Mapping, Jia-Hua Zh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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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알고리즘은 크게 희소 광류 추정(sparse optical

flow)과 밀집 광류 추정(dense optical flow)으로 나

누어진다.

희소 광류 추정 방법은 코너와 같이 두드러지는 

속성을 가지는 지점을 미리 추적할 대상으로 설정하

여 광류 추정이 이루어진다. 특정 지점만을 추정에 

이용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적고 실시간으로 작동하

는 알고리즘에 적합한 추정 방식이다. 대표적인 희소 

광류 추정 알고리즘으로 Lucas-Kanade 알고리즘

[13]이 있다. 해당 알고리즘의 경우 미리 정의된 픽셀 

윈도우를 이용하여 광류를 추정하는데, 작은 지역 윈

도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단위의 움직임이 발생하

는 경우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피라미드 

Lucas-Kanade 알고리즘에서는  여러 단계의 배율 

영상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밀집 광류 추정 방법은 영상 내부의 모든 픽셀에 

대하여 광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Gunnar Farneback[14]의 알고리즘, Horn-Schunck

알고리즘[15] 등이 있다. 하지만 모든 픽셀의 값에 

대해 광류를 계산하므로 정확도가 높으나 복잡한 계

산 과정으로 인해 앞선 알고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다.

3. 작품 구현방법 및 상호작용

3.1 작품의 개요

본 논문에서는 배경 추출 기술과 광류 추정 기술

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상호작

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제안한

다. 해당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다. 먼저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RGB 영상은 

배경 추출과 광류 계산 두 가지 작업에 모두 이용된

다. 입력된 이미지와 Zivkovic의 적응형 혼합 가우시

안 배경 추출 알고리즘[11]을 이용하여 생성된 배경 

모델을 이용해 전경 마스크를 얻고 지속적인 배경 

모델 업데이트를 통해 관객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유

도한다. 추출된 전경 이미지는 미리 정의된 그리드 

셀과 임계값을 이용하여 파티클로 변경된다. 광류 추

정의 경우 Gunnar Farneback의 알고리즘[14]을 이

용하여 모든 픽셀에 대해 값을 계산한다. 이 때 광류 

추정에 드는 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절반의 축적으

로 축소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류를 추정한다. 관객

의 움직임에 따라 생성되는 파티클 효과를 위해 계산

된 광류를 관객의 파티클 생성에서 이용하는 그리드 

셀과 동일한 단위로 묶어 그리드 셀 내부의 광류의 

평균 벡터를 구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파티클 효과를 

생성한다. 이 때, 생성되는 파티클은 초기 이동 방향

은 벡터의 방향을 따르며 속도는 벡터의 크기에 비례

한다. 또한 슬라이드 버튼을 관객의 상단에 정의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광류 변화를 매 프레임 체크하여 

버튼을 작동시킨다. 버튼의 작동으로 파티클 효과의 

생성 여부를 결정한다. 버튼의 잦은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버튼의 작동 사이에는 10 프레임의 지연이 주어

진다.

3.2 배경 추출

관객을 검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작업은 배경 추출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배경 추

출 방법은 데이터들의 분포 특성을 알기 위해 가우스 

혼합 모델(GMM)을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다음의 

Fig. 5는 보다 효율적인 관객 검출을 위해 연속적인 

장면으로 대표적인 가우스 혼합 모델 기반의 방법인 

MOG 알고리즘[10]과 MOG2 알고리즘[11], 그리고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GMG 알고리즘[12]을 비교

한 결과이다.

Fig. 5에서 각각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출한 

전경의 영역을 비교해 보면 MOG 알고리즘이 가장 

적은 영역을, GMG 알고리즘과 MOG2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비슷한 영역의 전경을 검출해낸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높은 정밀도도 보다는 실시간으로 작

동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의 설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각 알고리즘의 작동 속도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4절

에서 후술 할 각 프레임에 대해 배경 추출 알고리즘

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GMG 알

고리즘의 경우 세 알고리즘 중 가장 배경 추출의 정

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이지만 전경 추출에 걸리는 시Fig. 4. Flow chart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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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가장 많았고, MOG2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GMG

알고리즘에 크게 두지지 않는 전경 검출에도 불구하

고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미디어 아

트의 구현에 있어 작품의 구동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장 알고리즘의 작동이 빠른 MOG2 방

법을 이용하여 배경과 전경을 구분한다.

3.3 파티클 생성

본 절에서는 앞선 3.2 절에서 얻은 전경의 마스크

를 그리드 셀을 이용하여 파티클 이미지로 만든다.

마스크 이미지를 파티클 이미지로 변경하기 위해 픽

셀을 10*10 사이즈의 그리드 셀로 나누고 셀 내부의 

전경 픽셀의 수를 계산한다. 이 때, 계산된 셀 내부의 

픽셀의 수를  , 셀 내부에 그릴 파티클의 반지름을 

 이라고 한다. 반지름 r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1)

생성되는 파티클의 크기가 그리드 셀보다 작게 만

들기 위해 파티클의 반지름의 최대 크기를 그리드 

셀의 가로, 세로의 절반으로 설정한다. Fig. 6은 그리

드 셀의 예시와 변환된 파티클 이미지의 예시이다.

3.4 광류 추정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파티클 효과를 생성하

기 위해 광류 추정 기술을 이용한다. 광류 추정은 인

접한 두 장의 영상에서 나타나는 명암 변화만을 고려

하기 때문에 물체를 인식하고 그것의 움직임을 분명

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본 작품의 구성 환

경처럼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물체의 움직임

에 따라 발생하는 명암의 변화는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광류 추정 방법은 미리 지정

된 지점을 추적하는 희소 광류 추정 방법과 이미지 

전체의 픽셀에 대해 광류를 계산하는 밀집 광류 추정 

방법이 있다.

먼저 희소 광류 추정의 경우에는 모든 방향으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코너점 등을 미리 정해진 특징

점으로 이용하여 광류를 계산하므로 연산량이 적어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

한 미디어 아트의 구현에는 굉장한 이점이 있다. 하

지만 해당 방법의 경우 관객의 의상에 따라 충분한 

수의 특징점을 추출하지 못하는 경우 관객의 움직임

(a)

(b)

(c)

(d)

Fig. 5. Background subtraction method compare. (a) original image, (b) KaewTraKulPong's Mog algorithm, (c) 

Andrew's GMG algorithm, (d) Zivkovic's Mo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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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에만 반응하게 된다. 밀집 광류 추정 방법의 

경우에는 모든 픽셀에 대한 광류를 계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의 움직임을 감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산량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구현을 

위해 채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으로 동작하

는 작품 구현을 위해 2배 축소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류 추정 단계를 진행한다.

3.5 가상 버튼

본 절에서는 앞서 계산된 이미지의 광류를 이용하

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상호작용 가능한 가

상 버튼을 제시한다. 가상 버튼의 형태는 밀어서 작

동시키는 슬라이드 버튼을 기본으로 한다. 가상 버튼

은 카메라 영상의 상단에 위치하며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버튼의 왼쪽이 어두운 

경우를 on, 버튼의 오른쪽이 어두운 경우를 off로 정

의한다. 버튼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전체 이

미지 픽셀에 대해 계산된 광류를 이용하여 가상 버튼 

영역 내부 픽셀 수평 이동의 평균 벡터 를 구한다.

버튼의 on/off 상태에 버튼의 작동 여부가 결정된다.

버튼의 상태가 on인 경우 버튼 내부의 의 값이 양

의 임계값 이상일 때, off인 경우에는 의 음의 임계

값보다 작을 때 버튼의 상태가 변경된다. 한 번 버튼

이 작동 되면 잦은 버튼의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10

프레임 동안 버튼 작동 여부 확인 과정을 생략한다.

3.6 파티클 효과

파티클 효과는 3.5절에서 계산된 광류로 나타나는 

관객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각각의 파티

클은 중력 , 가속도  , 속도  , 수명 , 위치 

를 가진다. 파티클의 초기 위치는 그리드 셀의 중심

으로 설정되며 처음 생성된 파티클의 속도은 그리드 

셀 내부의 픽셀 이동 평균 벡터  와 같은 방향을 

가지며 크기 또한 비례한다. 이 속성들은 매 프레임

마다 아래의 수식을 따라 계산된다.










  
   
    
    
    

(2)

생성된 파티클은 초기에 설정된 프레임이 경과하

여    되면 사라진다. 파티클에 대한 연산량에 제

한을 두기 위해 최대 파티클의 수는 정해진 값을 넘

(a) (b)

Fig. 6. Visualization of grid cell and conversion foreground to particle image. (a) Grid cell on binary foreground 

mask, (b) modified particle image.

Fig. 7. Button work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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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이 제약은 연속된 영상 내부에 과도한 움

직임이 있는 경우에도 작품의 실시간 작동이 가능하

도록 도와준다.

4. 실험 및 구현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설명된 각각의 단계 중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는 배경 추출과 광류 추정 단계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 측정의 결과를 비교한다. 또한 

계산된 광류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버튼 및 생성되는 

파티클 효과의 구현 결과와 최종 완성된 작품을 제시

한다. 입력된 카메라 영상은 가로 640, 세로 480의 

크기로 재 조절하여 이용하였다. 실험은 AMD Phe-

nom(tm) II X6 1090T Processor, 4GM Memory,

Ubuntu 14.04.1 OS 의 환경에서 수행되었다.

4.1 배경 추출

Fig. 8은 여러 가지 배경 추출 알고리즘의 동작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한 프레임을 처리하

는데 GMG 알고리즘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

고 MOG2 알고리즘이 가장 적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광류 추정

광류 추정의 경우 입력되는 640*480 크기의 영상

을 그대로 이용 할 경우 초당 10장의 이미지를 처리

하지 못하는 느린 속도를 보여주어 2배 축소한 320*

240 크기의 영상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Fig. 9는 연속

된 프레임에 대해 farneback의 광류 추정 방법과 

LK(Lucas-Kanade) 광류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광

류를 추정할 때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LK 광류 

추정의 경우 축소된 이미지를 초당 60장 이상 처리 

할 수 있어 farneback의 광류 추정에 비해 좀 더 부드

러운 결과 영상을 제공한다.

4.4 가상 버튼

가상 버튼을 이용하여 파티클 효과를 켜고 끌 수 

있도록 하였다. 버튼의 상태가 on인 경우에만 파티클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파티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다. 버튼이 off 상태인 경우에는 배경 추출 및 전경으

로 검출된 관객의 모습만이 파티클로 나타난다. 버튼 

내부의 광류 흐름이 분명하게 발생 할 때 버튼이 작

동함을 Fig. 10에서 확인 할 수 있다.

4.5 파티클 효과 생성

관객의 움직임은 그리드 셀 내부의 광류 추정을 

통해 파티클 효과로 생성된다. Fig. 11은 실제 관객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을 바탕으로 생성된 파티클의 예

시이다. Fig. 11 상단 그림속의 화살표는 관객의 움직

임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다. 아래의 그림은 해당하는 

Fig. 8. Background subtraction execution time compar-

ison.

Fig. 9. Optical flow execution time comparison.

(a) (b)

Fig. 10. Virtual slide button, (a) off to on, (b) on to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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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바탕으로 생성된 파티클 효과이다.

4.6 최종 작품

Fig. 12는 작품이 실행되는 동안 매 프레임마다 

각 단계에 대한 실행 시간과 최종적으로 한 프레임의 

영상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여준다. 모든 구현 

결과를 합친 평균적으로 한 프레임의 영상을 처리하

는데 0.11596초의 시간이 걸렸고, 이를 프레임으로 

환산하면 초당 9프레임 정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다

소 매끄럽지 못하지만 관객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동

작이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

도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13은 최종 구현된 작품의 실제 작동 화면이

다. 배경 추출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관객의 모습

과 손을 이용한 상호작용을 통해 버튼의 작동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관객의 움직임의 방향 즉 광류

의 흐름을 따라 파티클이 생성되고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미디어 아트는 일반적인 디지털 미디어와 동일하

게 복제 및 전파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많은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자신의 작품

을 누구나 차별 없이 감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예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신의 

작품을 알린다. 하지만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아

트는 관객과 상호 작용을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기존의 미디어 아트와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인데 이로 인하여 관객과 작품이 상호작용을 

Fig. 11. Particle effects from optical flow.

Fig. 12. Total execution tim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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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장치, 혹은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

점이 있다. 만약 이러한 장치, 혹은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객이 작품에 참여 할 수 없어 작가

의 본래 의도를 달성 할 수 없고 완성된 작품의 감상

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관객의 움직

임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대다수의 인터랙티브 디지

털 미디어 아트의 경우 키넥트, 혹은 몸에 부착하는 

별도의 센서를 이용하여 관객의 동작을 추정하고 이

것이 작품의 완성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미디어 

아트와 같이 웹을 통한 배포, 감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카메라와 영상 출력 장치 외에 별도의 장비 없이도 

감상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품

을 제시 했다. 기존의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품에서 

관객과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의 역할을 컴

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대체하기 때문에 작품의 

실행 시간은 중요한 문제인데 4장에서의 실험을 통

해 다양한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활용함에도 불구하

고 실시간으로 작품이 작동함을 입증하였다. 먼저 배

경 추출 기술을 이용하여 움직이지 않는 배경과 움직

임이 있는 관객을 분리해내었고, 분리된 전경, 즉 움

직임이 있는 부분을 관객으로 가정하고 이것을 파티

클로 만듦으로써 관객을 배경과 분리된 파티클로 변

환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지 전체에 대한 광류 추정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파

티클 효과를 구현하였다. 각 파티클들의 속성은 계산

된 광류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관객들이 보다 적극적

으로 작품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작품은 별도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손쉬운 복제 및 전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아트에 대한 

대중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보다 편리한 관람을 허

용하고 작가들은 기존의 디지털 미디어 혹은 미디어 

아트 작품과 같이 웹을 통한 손쉬운 배포가 가능하

다. 향후 다양한 광류 추정 알고리즘의 적용 및 개발

을 통하여 알고리즘의 속도 측면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작품의 실제적인 전시를 통하여 관객

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관객의 참여를 유발하는 

장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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