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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SF영화에서 현실에 입체영상을 투영하는 방식의

영상들이 자주 등장한다.

홀로그램으로 영상통화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상

호작용하는 3D map 등 입체적인 디스플레이를 현

실에 입체영상으로 투영하는 것이다. 착시를 이용

한 영상미술이라 정의되는 프로젝션 맵핑

(Projection mapping)은 스크린으로 사용될 외벽

이나 실내 공간, 오브제 등이 가지고 있는 재질, 컬

러, 레이아웃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영상을 프로

젝터에 의해 빛을 영사시켜 현실과 비현실이 모호

하게 어우러진 즉, 착시현상을 이용하여 새로운 증

강현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차원의 평면에 3차

원의 영상을 출력하는 기존의 스크린 방식에서 탈

피해 디스플레이 방식의 3차원성을 확보한 프로젝

션 맵핑은 2차원의 사각 프레임에 제한된 영상예술

의 재현양상이 3차원의 실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일루젼 아트이다.

국내에는 2004년 경부터 등장하였으며, 프로젝

션 맵핑을 통해 오브젝트에 구현한 그래픽은 공간

에 대한 증강현실의 영상을 덧입혀 보다 확장된 공

간감과 실제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장소만 제공

이 된다면 다른 매체에 비해 저렴하고 짧은 시간에

더욱 화려하고 경이적인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

는 장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주로 전시, 광고나 홍보, 패션쇼, 익스테리어 미디

어 아트,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비쥬얼 퍼포먼스 등

에서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관람시점에

따른 왜곡과 착시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관람자의

시각선이 프로젝터의 위치에 근접할수록 영상의 왜

곡은 줄어들고 영상 구성요소가 공간의 깊이감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피사체에 투사되는

이미지를 다른 공간에 재사용하고자 할 때 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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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크기가 다르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영상매체의 무한한 확장과 기존 평면

무대구성을 넘어 공감각적이고 공간 전체를 캔버스

로 하여 입체적인 무대연출을 선보인 프로젝션 맵

핑 콘텐츠에 대해 소개하며, 더불어 프로젝션 맵핑

의 개선점과 신개념 멀티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

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프로젝션 맵핑 시스템

프로젝션 맵핑을 할 때 중점을 둬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스템 설계이다.

프로젝터를 이용한 프로젝션 맵핑은 크게 하드웨

어(H/W)와 소프트웨어(S/W) 두 가지로 구성된다.

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터와 제어할 수 있는 컴퓨

터 및 플레이어 등이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그 내부

에서 영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툴 프로그램이 있다.

영상 재생과 전환을 손쉽게 하기 위한 통합 콘트롤

콘솔, Watch Out, 인터랙션을 가미할 경우 움직임

을 인식하는 모션 센서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소프

트웨어는 주로 Mac 기반의 S/W가 많으며 Adobe

Photoshop/Illustrator, Mac/Msp/Jitter,

MadMapper, Millumin Resolum, Isadora, VPT,

VVVV, Processing, Touch Designer, Pandoras

Box, Module8 등이 있다.    

스크린으로 사용될 대상(건물, 오브젝트, 공연장

등)의 특성과 주변 환경(주변광, 시간대, 날씨, 뷰포

인트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터 밝기(ansi)와 몇 대

의 프로젝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스크린

과 프로젝터 사이의 거리(투사거리)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이 투사거리에 따라서 일반 렌즈를 탑재

한 프로젝터를 사용할 것인지 단초점 렌즈를 가진

프로젝터 또는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는 렌즈 교

환식 프로젝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장소가 협소한 공간에서는 일반렌즈를 가진 프로

젝터로는 투사거리가 나오지 않아 원하는 사이즈를

커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때 단초점 렌즈를 가

진 프로젝터를 사용하게 되면 짧은 투사거리에서도

원하는 크기의 화면을 맵핑 할 수 있다.

본고의 사례에서는 현장의 컨디션과 오브젝트의

픽셀에 맞춰 2만ansi 이상의 프로젝터가 사용되었

으며, 2만ansi는 HDF-W22, Christie Roadster

<그림 1> Christie Roadster HD20K-J 3DLP         <그림 2> Christie Roadster HD+30K 10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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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20K-J 3DLP가, 3만ansi에는 Christie

Roadster HD+30K 1080P, HDF-W30 FLEX가

주로 사용되었다.

맵핑 영상의 경우 위에 열거한 S/W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Art-work, Stage mock-up, Mapping

guide, Modeling operation, 3D Modeling,

Animatics 과정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III. 콘텐츠 제작 및 구현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무

대 공간의 확장이다. 기존의 비디오 프로젝션 맵핑

이 주로 평면 스크린 또는 구조물에 투사하는 방식

이었다면, 3D 프로젝션은 구조물을 적극적인 영상

요소로 활용해 무대 공간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뤄

내고, 영상이 무대 셋트를 대신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무대 바닥면까지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맵핑

연출이 등장하여 과거 흰색과 검은색 타일의 데코

레이션만 가득했던 무대 바닥과는 달리, 무대 자체

가 영상이 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며 솟아오르

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연출이 이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2014-2015년에 자체 설계 및 제작하여

구현되었던 프로젝션 맵핑 그리고 홀로그램과 혼합

되어진 콘텐츠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Case #1 - “Herose of The Storm

Superleague”

본 콘텐츠는 2015년 10월 3일 국내 일산

KINTEX 제 2전시장에서 프로젝션 맵핑과 홀로그

램의 혼합으로 구현되었다. 바닥면을 포함하여 무

대전체를 맵핑 스크린으로 사용하였으며, 양 사이

<그림 3> 맵핑 영상 프로그램 작업

<그림 4>“Herose of The Storm Superleague” 맵핑 영역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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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트러스에 홀로그램 스크린을 리깅하여 맵핑과

동시에 진행하였다.

프로젝션 무대크기는 정면 40950×10200 (mm),

바닥면 40950×10630 (mm)이였고, 프로젝터는 정

면에 30,000ansi(HDF-W30 FLEX) 6대, 바닥면

20,000ansi(HDF-W22) 2대를 사용하였다. 프로

젝터는 WatchOut으로 프로젝터만 운용하였으며,

조명과 사운드는 개별 콘솔로 컨트롤하였다.

프로젝터는 정면에서 15도 각도를 내려 프로젝션

하기 때문에 무대의 깊이가 10미터 이상 차이가 났

다. 그리고 무대 앞쪽과 무대 뒤쪽의 초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요 면적인 뒷면에 프로젝터의 초

점을 맞추어 프로젝션 하였다.

맵핑 영상은 무대를 3D 프로그램에서 가이드 제

작 시, 영상과 무대를 매칭 시키는 단계에서 오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무대의 깊이 때문

에 종종 오류가 발생함) CAD 프로그램의 정면 모

양을 가이드로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영

상 제작 시 프로젝터의 포커스가 맞지 않는 현상

때문에 영상은 무대 뒤쪽 메인 스크린을 주로 활용

하였다. 

조명은 맵핑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모두 관객석 및

<그림 6> “Herose of The Storm Superleague” 구현 이미지

<그림 5> “Herose of The Storm Superleague” 무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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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사이드를 데코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홀로그

램은 상·하수 등장하는 곳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등

장인물이 리프트를 타고 올라오고 그 위치에 맞추어

홀로그램 필름을 설치, 홀로그램 필름은 2단 이탈 방

식으로 채용하여 등장 후 이탈을 하여 제거하였다.

관람객에게 프로젝션 맵핑의 입체감을 선사하기 보

다는 무대를 하나의 스크린으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무대 자체가 입체감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관람객은 확장된 공간감과 실제감을 느낄 수 있었다. 

2. Case #2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The B”

“The B”는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달 간

담양세계대나무 박람회장 내 담양종합체육관

(42m×70m)에서 국내 최대 크기의 프로젝션 맵핑

과 홀로그램이 혼합된 전용관을 만들어 구현되었

다.

무대는 4면의 프로젝션 화이트 월(19m×11m)과

가운데 정면에 프레임 형태의 폴리넷 재질의 플랫

(평면형) 홀로그램(15m×12.5m)을 수직으로 설치

하였다.

프로젝터는 4면의 맵핑과 홀로그램 스크린을 모

두 커버할 수 있도록 20,000ansi(HDF-W22) 4대,

15,000ansi(HDX-W22) 2대를 사용하였고, 관객들

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트러스를 높게 세워 프로

젝터를 리깅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WacthOut으로 프로젝터를 운용하였으며, 조명

과 사운드는 개별 콘솔로 조정하였다. 이번 콘텐츠

의 경우 뮤지컬 형식의 홀로그램 퍼포먼스라는 점

DLP Projector_FLM HD-20, R-20 HDX-W14 6

Projector Lens_TLD+2.8-4.5:1 5

Media Server - Product_l7 1

Media Server - Display_l7 5

영상
DVI Matrix Switcher_DVI 8 × 8 1

Projector Ceiling Bracket 5

Preview Monitor_Samsung 22” 2

Video Cable_HDMI to HDMI 1

콘센트_2KW 6구 5

DVI Optic Cable_Optic Type 700M 1

ROBE 700 SPOT 5

MAC2000 SPOT 6

LSM PRIME LED 10

조명 HW LED PAR 10

MA2 COMMANDWING 1

SPLITTER 1

fog machine 1

<표 1> 영상 스팩 리스트 <표 2> 조명 스팩 리스트 

<그림 7> “The B” 무대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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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퍼포머와 영상과의 인터랙션 그리고

체육관의 크기를 고려하여 관객에게 작품에 대한

최대한의 몰입감과 입체감, 공간감을 선사하기 위

해 조명과 스피커 서라운드 스펙을 최대치로 늘려

셋업 하였다.

홀로그램 무대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무

대전체를 프로젝션 맵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퍼포

머가 등장할 때 홀로그램을 투사하도록 하였다.

영상은 3D 영상 제작 시 가이드에 정확히 맞추어

모델링을 제작, 애니메이션, 렌더링 작업을 하였고,

맵핑 월이 3면의 각도가 꺾여 있어도 하나의 평면

으로 인식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프로젝션 시 각각

의 면 부분의 영상을 잘라서 프로젝터에 사용하도

록 하였다.

3. Case #3 - “Benz The New Actros

launching”

본 콘텐츠는 2014년 7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홀에서 프로젝션 맵핑과 미디어 파사드의 혼합

으로 이루어졌다.

opening부터 unveiling까지 연속성있고 끊임없

는 영상이 지속적으로 상영되어 마치 한편의 영화

를 보는 듯 한 효과를 연출하였으며, 관객의 시각선

을 고려하여 정면 구조물과 바닥면을 모두 맵핑 스

크린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의 변형과 현실감을

증폭시켰다. 

프로젝션 무대 크기는 정면 50270×12900 (mm),

바닥면 49280×26650(mm)이였고, 프로젝터는 정

면에 30,000ansi(Christie Roadster HD+30K) 3

대와 바닥면 20,000ansi(Christie Roadster

HD20K-J 3DLP) 8대를 사용하였다. 프로젝터는

Catalyst Media Se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

젝터만 운용하였고, 조명과 사운드는 개별 콘솔로

컨트롤하였다.

바닥면이 DDP홀 크기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바닥에 프로젝션을 하기 위하여 홀 뒤편 3층에서

트러스 허용 범위 내 최대 높이로 설치하여 각도를

<그림 8> “The B” 구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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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정면은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2층 콘솔에서 무대

를 바라보고 정면으로 프로젝션 하였다.

영상의 경우 바닥과 정면이 하나로 이어지는 영

상을 제작하기 위해 After Effect에서 하나의 큰 통

합 가이드를 작성 후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영상 제

작 후 바닥과 정면 영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바닥의 공간감을 주기 위하여 비율 축소한 모

형을 제작하여 실제로 빔 프로젝트를 투사하면서

실시간 테스트를 하였고, 3D 프로그램 상에서 최적

의 각도를 찾아 최종 렌더링을 하였다.

그 밖에 3D 프로그램 상의 카메라 각도는 실제

현장에서 관람객이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눈높이를

계산하여 좌석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관람객이 입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도를 계산하고 테스트하

여 제작하였으며, 무대는 입체적인 구조가 아닌 평

면 구조이기 때문에 CAD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하

였다.

<그림 10> “Benz The New Actros launching” 구현 이미지

<그림 9> “Benz The New Actros launching” 현장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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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 #4 - “Moonshot”

Moonshot은 2014년 10월 논현동 쿤스트할레에

서 프로젝션 맵핑으로 진행되었다.

총 5개의 면으로 구성된 무대로 2,3층 구조물이

제일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1층 벽면은 제일 뒤쪽에

위치해 있었다. 1층 3면과 천장 그리고 2층과 3층

벽면을 맵핑 스크린으로 활용하였는데, 현장에 있

는 벽면을 화이트로 변경 후 그대로 활용하였다. 천

장을 같이 활용하는 무대로 가이드를 특이하게 세

로 형태의 긴 모양으로 제작하였으며, 세로가 길기

때문에 세로로 무대 전체를 활용하고, 5면이 하나

로 인식되도록 영상에 중점을 두어 가이드를 설정

하였다. 

프로젝터는 20,000ansi (HDF-W22) 4대가

WatchOut으로 운용되었고, 조명과 사운드는 개별

콘솔로 조정하였다. 빔 프로젝터는 별도로 매립할

장소가 없어 프로젝터를 숨길 수 있는 하우징을 제

작하여 사용하였으며, 2,3층을 밝히는 프로젝터는

현장 맨 뒤편에 설치하고, 1층은 무대 상수 근처 하

<그림 11> “Moonshot” 현장 셋업

<그림 12> “Moonshot” 구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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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징에 숨겨 사용하였다. 조명은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맵핑이 닿지 않는 무대 중심부부터 객석을

향해 비추도록 포커싱하였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착시를 이용한 일루전 아트 3D 프로

젝션 맵핑의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맵핑의

S/W, H/W 측면과 실제 제작 및 구현 시 기술적 이

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오브젝트에 구현한 그래픽

은 공간에 대한 증강현실에 영상을 덧입혀 보다 확

장된 공간감과 실제감을 불러 일으키며, 초창기 건

물 외벽에 한정되어 있던 프로젝션 스크린이 현재

바닥과 움직이는 물체까지 모든 사물에 원하는 영상

을 투영하는 기법이 시도되고 있어 프로젝션 맵핑으

로 연출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투사되는 오브젝트의 크기와 프로젝터 밝

기(ansi) 및 설치 위치 그리고 현장 컨디션에 따라

발생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반복적인 디바이스

리허설 및 영상과 무대를 매칭시키는 가이드 작업

이 요구되었으며, 프로젝터만 Watchout으로 운용

하고 조명과 사운드 시스템은 개별 콘솔로 컨트롤

하였기 때문에 영상과 조명의 포커싱 작업 및 사운

드 커버 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영

상과 조명, 사운드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통

합컨트롤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이 시급

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프로젝션 맵핑은 새로운 신기술은 아

니지만, 연출의 특성상 현장감이 필수적인 요소로

입체감과 생동감 그리고 다채로운 영상을 통한 공

간에 대한 시각적 교란으로 눈이 즐거운 미디어 기

술이다. 현재 프로젝션 맵핑과 타 미디어 기술과의

혼합을 통한 신개념 테크아트 콘텐츠가 개발되어

그 응용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이러한 작업은 향

후 멀티미디어 플랫폼이 가속화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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