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active Art 

작가와 작품, 내가 생각하는 interactiv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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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노 마모루Kano mamoru , 카노호鹿野護 ” 

동북 예술 공과 대학 졸업.  
 
WOW 아트 디렉터.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그래픽을 결합한 표현에 임해, 
광고 영상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시각 디자인을 맡고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미술관에서 미술 설치를 발표하고
있다. 
 
 웹 사이트 "미래 미술」주재. 
 
 저서 「Quartz Composer Book " 



“ 카노 마모루Kano mamoru , 카노호鹿野護 ” 

 
 
“나무는 천천히 땅에서 하늘을 향해 간다. 가지
를 흔들면서 열매를 떨어뜨리면서. 흙이 되고 바
람이 되고, 나무와 놀자. 그리고 모두 함께 숲의 
조각이 되어 간다.” 
 
 
“숲의 나무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큼 많
은 나무가 썩어 흙으로 돌아가야합니다. 그러한 
반대의 현상이 일체가 된 것이 숲이며 생명입니
다. 우리도 그러한 큰 생명 중 하나의 생명입니
다. 언젠가는 나무가 당신의 나무와 국경을 접하
고 큰 큰 숲이 될지도 모릅니다.” 

 

 
 
  관객들은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스크린 위
에 펼쳐진 나무, 잎 등과 인터랙션 할 수 있다. 
카메라를 통해 스크린 앞에 선 참여자의 움직
임이 컴퓨터에 전달되면 프로그래밍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운 숲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방향과 공간을 
인터랙션의 범위로 설정하여 관객들이 지나
가면 즉각적으로 인터랙션이 이루어 지도록 
설치되었다. 
 
  움직임이 많을수록 숲은 울창해지고, 적을
수록 숲은 작아진다. 
 
 
 
 



“ 하마다 신스케Hamada shinsuke” 

현실과 환상 
 
“우리의 인생은 현실적인 측면과 공상적인 측면이 있
다. 엄격한 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반면에 불과하
면서도 꿈을 가지고 내일에 희망을 느끼고 살아 간다. 이
러한 현실과 공상의 틈. 경계 위를 마치 줄타기처럼 걸어
간다. "공장과 유원지”는 건축가, 영상 작가, 음악가, 과
학자에 의한 실험적인 설치 작품입니다. 환상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것. 그리고 그 경계 자체를 주제로 각 분야의 
기술과 상상력을 하나의 작품으로 구축하는 프로젝트이
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다양
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결집 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이 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
고 이 작품을 체험 할 수 어느새 잊고 있던 환상을 기억 계
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제품디자인과 일렉트
로니카 유닉 antennasia이 wowlab의 모션 그래픽
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모션그래픽이 인터랙티브 예
술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어가는 점에 있다.  
 
  이 상황을 내려다 관촬하면 물리적 요소와 디지털 
요소가 일체가 되어 큰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일부 가구와 조각 외에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의해 
생성되는 디지털 영상 표현. 
 
   



“ 모션 그래픽 motion graphics” 

  모션 그래픽motion graphics  
   
  비디오 영상 혹은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속에 다양한 움직임이
나 회전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그래픽.  
 
 
  모션그래픽은 통상 electronic media기술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수동적인 
기술로도 표출된다. (e.g. thaumatrope, phenakistoscope, 
stroboscope, zoetrope, praxinoscope, flip book)  
 
  모션그래픽이란 개념은 움직이지 않는 그래픽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형
태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형상이 변화하는 그래픽을 구분하기에 
유용하다. 
 
  사용되는 프로그램 : 에프터 이펙트, 셰이크, 마야, 맥스, 시네마 4d 등  
  주로 에프터 이펙트를 많이 사용한다. 



“ 모션인식 센서” 

  인간의 움직임을 감지해내고 추적하여 
 

 그 정보를 검출하는 디바이스. 



“ 모션인식 센서” 

키넥트 (XBOX 360 Kinect) 

  IR Emitter에서 적외선을 픽셀 단위로 무수히 많은 점 을 방사하게 되
면 피사체에 반사된 값을, 3D Depth Sensor에서 받아 인식 

 대상의 움직임을, SDK나 OpenNI1를 사용해 skeleton data를 추출. 
NI-mate를 거쳐 osc데이터를 max/msp로 송출. udpreceive 오브젝
트를 통해 왼손, 오른손, 몸, 머리 데이터를 각각 X, Y, Z 값으로 추출한다. 



“ 모션인식 센서” 

1. X,Y 데이터 치환 

2. X,Y 데이터 입력 3. FM synth 사운드  
생성 과정 

4. OSC 데이터를 받는 
Processing 라이브러리 

5. 모션 센서의 범위설정 

김동헌(2013), “키넥트 모션인식 센서를 활
용하여 오브제와 상호작용하는 3D 콘텐츠 
제작” 
최준환(2014), “무용 동작인식을 이용한 인
터랙티브 멀티미디어작품 제작연구 : 멀티
미디어음악작품 <Merror>를 중심으로”  



“ – ” 

  앞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모션을 인지해서 설정하는 방법이고 이 
외에도 모션그래픽과 영상 등을 변수를 지정하는 등의 부가적인 프
로그래밍을 더 해주면 앞에서 본 두 작품과 흡사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앞의 두 작품은 모션인식센서와, 모션 그
래픽 등의 기술을 잘 활용하여 멋진 작품으로서 만들어 냈다고 생
각된다.  
 



“ 나의 생각?¿ ” 

“Interactive Art” 각종 기기들과 프로그램들을 사
용하여 관객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는 모든 과정
과 작품 자체를 통틀어 말하는 것? 또한 쉽게 관객과 다가갈 수 
있으며, 관객들에게서 호기심과 참여감을 불러 일으키는 작품? 
그럼으로 인해 관객으로 하여금 새롭고, 독창적인, 또는 독특
한 감정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예술 

“기술” 인터랙티브 아트에서 기술이란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 모든 예술 활동에서 기술이 
필요하지만 인터랙티브 아트에선 더더욱. 요즘 사람들, 즉 
관객들은 너무나도 새로운 것에 면역되어있고,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호기심과 참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진부하고 널려 있는 기술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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