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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예술 중 하나인 진도 북춤을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아트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제안하였
다. 인공지능 언어 분석 기술을 통해 정량화된 관객들의 감정 데이터는 프로젝션 맵핑 공연에서 다양한 오브젝트 형태로 개입하여 큰
스토리에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영향을 준다. 대부분의 인터렉티브 아트들이 공연자와 영상 간의 소통을 표현한 것이라면, 본 공연
은 인공지능 감정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관객이 작품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반응형 공연이 된다. 이는 한국 전통예술에
서만 흔히 나타나는 관객이 공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영향을 끼치는 퍼포먼스인 ‘추임새’에서 시작된다. 공연자의 ‘프롤로그’에
담긴 감정 정보를 기반으로 관객의 감정 정보와 결합하여, 공연에 쓰이는 이미지와 파티클의 형태로 변환함으로서 공연에 관객이 간접
적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a process of re-creating Jindo Buk Chum, one of the traditional Korean arts, into digital art using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was proposed. The audience's emotional data, quantified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language analysis 
technology, intervenes in various object forms in the projection mapping performance and affects the big story without changing it. 
If most interactive arts express communication between the performer and the video, this performance becomes a new type of 
responsive performance that allows the audience to directly communicate with the work, center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emotion 
analysis technology. This starts with ‘Chuimsae’, a performance that is common only in Korean traditional art, where the audience 
directly or indirectly intervenes and influences the performance. Based on the emoti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erformer's 
'prologue', it is combined with the audience's emotional information and converted into the form of images and particles used in 
the performance to indirectly participate and change th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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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인 한류의 인기를 업고 다
양한 장르의 문화 활동들이 세계에 진출하여 한국의 소프

트파워를 보여주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2020년 초
발생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국가의 전반

적인서비스가마비되면서각종문화활동및 공연의성장

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소프
트파워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ICT 기술과이를활용하여개발되고있는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그 성장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펜데믹을극복하고발전을거듭하고있는한국문

화산업전반의분위기에힘입어 K-Pop뿐아니라다양한장
르의문화들이전파되고있는데, 우리의전통문화예술은그
에 비해 관심이 덜 집중되고 있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을활용한융합이나발전보다는보존을더중시하는형

태로폐쇄적인환경을이루고있는것이원인이었다. 하지만
택견과같은한국의전통무예가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등의다양한노력으로인하여, 세계인들의관심이
시작되고 있다. 전통 복식인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행해지는다양한전통무예, 춤, 공연등의무형문화콘텐츠
는이러한측면에서아직은기술융합을통해전세계에소

개된사례가많지않은희소성이높은장르이다. 특히음악
의즉흥성과관객과의소통을중요시하는전통공연의경우

서양에서는유례를찾아볼수없는예술장르로서희소성과

발전 가능성이 큰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2. 연구범위

코로나 펜데믹은 대중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

한을만들게되었다. 특히공연과같은많은사람이모이는
장소는 폐쇄되었고, 대부분의 사회생활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공연예술계는 현재 다양한 방법
으로이를극복하려고노력하고있지만, 그한계는매우크
다.
본연구에서는온라인상에서초대된관람객이공연을관

람하면서생성하게되는 댓글, 이모티콘 등의 감정표현 데
이터를인공지능기술로분석하여정량화하고이를공연에

개입시켜직간접적인영향을끼치는결과로보여주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세대, 국가, 언어적인 경계를 넘어
전통예술을관람하는관객과공연자가작품에대한감정을

공유하고특히, 관객의 감정이 공연에 영향을 줌으로써 흥
미 및 몰입감을 증대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

해 활성화되는 온라인 비대면 공연에서 관객과 공연자가

감정을공유하는방식은새로운 방식의또 다른 장르로발

전될수있다고본다. 특히전통공연의새로운방식을제시
하는 연구로서 발전하면, 관객참여를 통해 공연자만의 공
연이 아닌 모두의 공연이 완성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본 연구에서 집중한 부분은 전통 공연이 관객과

소통을 통해 발전하고 재미를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흔히
‘추임새’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 현재 주류 공연의
형식으로 자리 잡은 서양식 공연으로 대변되는 클래식 공

연, 대중음악 공연 등에서는 공연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
하기도한다. 그러나 전통 공연은 관객과의 즉흥적인 소통
을통해공연의형태가변하게되는데, 본연구에서는인공
지능 감정분석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연에 다양한 변

화를 대입해 본다. 
공연자가공연에임하는자세나해석에대한스크립트를

사전에 작성한 ‘프롤로그(Prologue)’는 공연에 대한 가장
자세한 설명이 담긴 텍스트이다. 프롤로그를 통해 공연자
의 감정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객이관람할때느끼는또다른감정의변화를대입하면, 
그 결과는예상할수없는형태의복잡한 감정으로진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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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전통공연은서구화된생활양식과더불어옛것을경시하

는문화적풍조등이대중에게거부감을 주는 하나의요인

으로작용하여현재그인기는내림세다. 그러나최근다양
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노력이있었고, 그러한시도중하나로인공지능기술
을 필두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

로서의 개발을 통해 발전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같다. 2장에서 본 논문과 유사
한연구및공연들을분석해보고, 본연구와의차이점을알
아본다. 3장에서는인공지능 감정분석기술의 원리를제작
과정을 알아보고 공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설명한다. 4장은자연어처리의정확도에대한평가그리고
공연을통해표현된내용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고, 5장에
서 종합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선행 연구분석

1. 전통 공연
 
1.1 진도 북춤
진도 북춤은 쌍 북채를 이용하여 타지방의 북춤과는 다

르게장구와같은형태로공연을하는특징이있다.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장단등을구사하며감정을 풀어나간다는
점과 흥겨움, 신명성과 더불어 춤사위의 자태가 아름답다

그림 1. 박관용 선생의 진도 북춤 시범 (진도 북춤의 명인 박관용)
Fig. 1. Jindo Buk Chum demonstration by Park Gwan-yong (Master 
of Jindo drum dance, Park Gwan-yong)

는 것이 차이점이다. 진도 북춤은 전라남도 시도무형문화
재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림 1>의 박관용 선생을
비롯한 다양한 보유자들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1,2].
다른 악기나 음악이 없이도 북 하나만으로도 공연을 소

화해 낼 수 있는 형태로서 공연자 개인의 감정표현이 더

잘 드러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할 텍스트샘플이간소해져
서 결과를 확인하기 편리하였다.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전통공연의경우 ‘추임새’와같은형태로관객참
여가 허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목표인 관객참여 요소
와도 많이 부합하고 있다.

2. 인터렉티브 아트와 인공지능

공연예술과인공지능기술을접목한형태는 2018년을기
점으로폭발적인증가추세를보인다. 특히기존에센서같
은 착용형 장비를 사용하던 인터렉티브 아트 장르가 발전

하게 되면서, 관람을 목적으로 하던 예술작품에 사람이 실
시간으로개입하고그변화까지도관찰하는형태로작품은

진화하고 있다.

2.1 인공지능 동작 인식을 활용한 공연
구글(Google)의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통해 공개
된 다양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공연 분야에서 많은 두각

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림 2>의
‘Body, Movement, Language’라는작품이다[3]. 2019년 5월

그림 2. poseNet과 음성인식을 사용한 ‘Body, Movement, Language’의
한 장면
Fig. 2. ‘Body, Movement, Language’ using poseNet and voice recog-
ni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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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튜브(Youtube)에 공개된 영상에서 세계적인 안무가
Bill T. Jones는구글의 ‘포즈넷(poseNet)’과 음성인식기술
을사용하여 동작과텍스트가 합쳐진형태의무용공연아

이디어를 공개한다. 사람의 동작과 음성에 맞추어화면속
의텍스트가 춤을 추는 형태로서당시에 흔히 사용하던마

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의 ‘키넥트(Kinect)’나 다양한

신체 착용형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웹캠과 학습데이터
만을 사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동작을 실시간으로 측

정한 첫 번째 예술적 표현 사례라고 할 수 있다[4,5].
2019년 9월에오스트리아에서열린세계전자예술축제, ‘아
르스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에초대된 ‘TechiEon(테
키온)’은당시무예분야에서유네스코에등재된유일한무
형문화재인 택견을 동작 인식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로 발

전시킨 사례이다.
택견의아름답고 부드러운동작을 ‘포즈넷’을 통해측정
해내고그 데이터를이용해 실감형콘텐트와 접목하는형

태로 보여준다. ‘TechiEon’은 그동안 배경 영상에 맞추어
동작하던기존의공연과는다르게공연자의동작으로인해

배경 영상이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본
공연의 장점은 공연자가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행한

동작으로도자연스럽게콘텐츠를표현할수있다는것이다. 
충주시립택견단소속의택견전수자들의모습을 인공지

능기술로학습하여파티클, 나무등실감형콘텐츠에필요
한오브젝트들과연동하고 <그림 3>과같은유사홀로그램
으로 보여주는 공연이다[6,7].
그리고한국무형문화재로지정된선생님들의오래된비

디오 자료를 활용하여 2차원 동작에서 3차원 동작으로 변
환학습하여 <그림 4>의연기와같은형태로 ‘맞서기’ 시범

도 재현하였다[7].

그림 4. 영상으로 남은 오래된 기록을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하여 재생
Fig. 4. The old records left in the video were restored and played 
back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echiEon’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통예술 인터렉
티브공연이라는점에서본연구와는맥을같이하고있다. 
진도 북춤 또한 공연자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공

연의이미지생성에 개입한다는 점이 유사하다고 할수있

다. 

2.2 사운드 기술과 미술 알고리즘을 접목한 공연
바다비는 2020년초에제작된한국전통 ‘씻김굿’을기반
으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특히 공연에서 연주되는 악기들
이실시간수음을통해데이터로변환되고, 다시공연의배
경이미지로재생성되는알고리즘을이용한다. <그림 5>와
같은 음악 데이터가 변환된 먹선 형태의 이미지를 프로젝

션 맵핑으로 보여준다[8]. 

       

그림 3. 택견의 화려한 동작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홀로그래피를 생성하는 ‘TechiEon’
Fig. 3. ‘TechiEon’ creates holographic images in real time using Taekkyeon's flashy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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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음악데이터를 수집하여 전통 먹선을 학습한 그림을 그리도록 처리
Fig. 5. Music data were collected and processed to draw a picture 
that learned traditional ink lines

동작 인식, 음원 인식뿐 아니라 스타일 트랜스퍼(Style 
Transfer) 등의알고리즘을사용하여 <그림 6>과같이배경
으로 사용된 일러스트나 이미지들을 조선 시대 회화로 변

환하는기술도선보였다[8]. 본격적으로인공지능기술과공
연예술을 접목한 사례로 코로나 펜데믹 바로 직전에 열리

게되어많은관객이참석하였고, 그반응이매우뜨거웠다. 

그림 6. 조선 수묵화를 학습한 삽화
Fig. 6. Illustrations learned from Joseon ink painting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관객 소통이라는 주제와는

아직은 거리가 멀지만, 인공지능 기술의사용과더불어다
양한특수효과를볼수있다는점이매우흥미롭다. 그리고
공연마다 다른 형태로 변하는 배경, 그리고 다양한 효과들
을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신비감을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결과물과 추구하는 바가 매우 유사하다. 

2.3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관객참여형 공연
‘Seven Square(세븐 스퀘어)’는 본격적으로관객과의 소

통을위해인공지능 기술을활용한전통공연사례라고할

수 있다. 2018년도에 발표된 <그림 7>의 연구논문 ‘Every- 
body Dance Now’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일반인이
전문 댄서처럼 춤을 추는 가짜 영상을 제작하였다[9,10]. 이
를 응용하여관객참여를 유도한 것이 ‘Seven Square’의 공
연 중 일부이다[11,12].

그림 7. 인공지능 기술로 누구든 전문 댄서처럼 보일 수 있게 합성이 가능
Fig. 7.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yone can be synthesized 
to look like a professional dancer

일반관객의동작이담긴영상에전문무용가의 동작데

이터를합성하여만들어낸형태로실제무용수들사이에서

관객이 같이 공연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림 8>과 같
이 구성하였다[12].

그림 8. 관객은 영상 보정을 통해 전문 댄서와 같은 동작을 구사
Fig. 8. The audience performs the same movements as a professional 
dancer through video editing

 인공지능기술을사용하여공연을진행하였다는 점, 그
리고관객의참여를 통해 공연을진행했다는점에서본연

구에서의도한바와매우비슷한면을가지고있지만, 관객
개입에 대해 즉흥성이 강조된 본 연구와는 방향이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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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스템 제작

1. 시스템 구성

공연자는 기본적으로 ‘프롤로그’ 작성을 통해 관객에게
공연에 관한 생각을 전달하곤 한다. 이렇게 서술된 내용은
관객에게주로공연에대해알려주는정보로서끝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프롤로그’의 내용에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를
시도하여감정의점수로정량화하였다. 이렇게정량화된점
수는다양한이미지와특수효과에세팅되어공연의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그림 9>는 본 연구에서시도하고 있는 인
공지능 감정분석 기술을 통해 공연의 기본 배경 이미지를

생성하고관객소통을준비하는단계를나타낸전개도이다.

그림 9. 공연자의 감정 데이터가 배경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
Fig. 9. The process in which the performer's emotional data creates 
a background image 

그리고공연중 관객들이 SNS 등에작성하는텍스트 정

그림 10. 이것은관객의개입으로실시간으로변화되는배경이미지생성과정
을 나타낸 도식으로, 글자와 이모지 입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입력할 수
있음
Fig. 10. This is a schematic showing the process of creating a back-
ground image that changes in real time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audience and you can input your emotions through text and emoji input.  

보는 수집되어 자연어 처리를 통해 분석된 뒤에 프롤로그

를통해정해진기본점수에가산이되는형태로 <그림 10>
의절차와같이진행된다. 그리고소극적인관객을위해간
단하게이모지(emoji) 버튼을제작하여쉽고빠르게자신의
감정을표현할수있도록하였다. 이경우빠르고연속적인
입력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텍스트 문장보다는 빠
르게반응하는공연의변화를볼수있게되는효과가생길

것이다.
 
2. 감정분석 기술

공연에 관객이 직접 개입하는 데 필요한 감정분석에 관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핵심 기술은 딥러닝의 자연어 이해 기술인

‘TextCNN’을 기반으로 인간의 채팅 문자 정보를 학습 모
델에 적용하여 감정을 도출하는 것이다[13]. 이것을 실행하
기 위해서사전에한국어 기반의감정이포함된 대화 내용

을데이터세트로약 100만개정도구축하였다. 이렇게적
용된 데이터 세트를 토큰(token) 단위로 나누는 작업인 토
큰화(tokenization)를진행하고, 형태소분석기를하나로모
은 ‘KoNLPy’ 중 ‘Twitter(Okt)’ 클래스를 기준으로 명사, 
형용사, 동사를 분리하여 추출한다[14]. 그리고 ‘원-핫 인코
딩(One-Hot Encoding)’을 통해 데이터를 컴퓨터에 맞게 0
과 1의 형태로 변경한다. ‘word2Vec’을통해 ‘단어 임베딩
모델(Word Embedding Model)’을 생성하여 단어 사이의
유사도를측정할수 있도록 한다. 그다음으로 토큰화된 데
이터에서 한국어 감정 사전에 있는 감정 단어를 추출하여

대화데이터를 6가지감정인 ‘기쁨, 슬픔, 놀람, 공포, 혐오, 
분노’로라벨링(labeling) 한다. 라벨링의 기준은 한국어감
정사전의분류를기준으로진행하는데, 이 부분은홍종선, 
정연주의 ‘감정동사의범주규정과유형분류’라는연구와
폴 에크먼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축하였다[15,16]. 제작된 결
과를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에 적용
하는데, 첫 번째 레이어는 ‘임베딩 레이어’로 입력값을 벡
터화시킨 데이터를 모두 contact 한 값으로, 사전훈련(pre- 
trained) 된 임베딩 모델인 ‘werd2Vec’을 사용하여 문맥상
유사도를 측정하게 된다. 
두 번째레이어는 ‘convolution 레이어’로임베딩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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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친 결과에 [3,4,5] 필터링을 진행하여 (‘stride=(1, 1)’) 
‘Feature Map’을 생성한다. 패딩은 ‘valid fh’로 지정하고
활성화함수는 ‘ReLU 함수’로 지정하였다.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Sigmoid 함수’에서발생하는문제인 기울기가 0이
되는확률을 없애고데이터손실문제를 통한 오차를줄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Max-pooling 레이어’로 입력값은 두번째 레
이어에서 도출된 ‘Feature Map‘이 되며, ‘Feature Map’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Feature’를 추출한다. 
마지막으로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입력값이 ‘Max 

Pooling 레이어’에서 도출된 ‘Feature’이고 여러 개의 분류
를가질수있는 ‘Softmax 함수’를통해예측값을추출한다. 
학습 시, 불필요하게많이도출되는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중에 ‘dropout’과 ‘flatten’을 사용하게 된다[17].
이렇게 구현한 ‘CNN 모델’에 감정을 확인하고 싶은 텍
스트정보를넣어확인을해보면총 8가지감정에해당하는
값을 분류해 낸다. <그림 11>의 ‘로버트 플루칙의 감정수
레바퀴(Robert Plutchik's Wheel of Emotions)’를 참고하여
감정별 분류기준을 세우고, 그대로 나누어 데이터를 구축
하였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바
퀴 이미지로 색상이 진해질수록 더 강한감정, 연해질수록
더순한감정을나타낸다. 이렇게보이는 8가지의감정들이
적절히섞이면우리가일상에서느끼는감정들이나온다는

가설이 완성된다. 텍스트를 감정 모델에 적용하여 도출된
감정을 기반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공연 이미지에 적용될

수치를 도출해 준다[18].

그림 11. 로버트 플루칙의 감정 수레바퀴
Fig. 11. Robert Plutchik's Wheel of Emotions

특히 ‘감정의수레바퀴’와관련된 논문과해당 그래프를
통해 어떤 장면에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파악

하고 부정적인 감정인 ‘sadness, anger, disgust, fear’와 대
립하는감정을파악하여현재이미지에마이너스요인으로

추가될수치데이터를확정짓는다. 예를들어우스운장면
의공연을보고있을때감정그래프중 ‘즐거움(joy)’에대
한 변화가가장크게 나타날수있으며, 이러한변화는 ‘슬
픔(sadness)’을 상쇄시켜줄 수 있다고 세팅하는 것이다. 

Ⅳ. 결과분석

1. 자연어 감정분석 평가

‘TextCNN 모델’을평가해본결과 loss는 26.61%이었는
데, accuracy는 90.78%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정확
한테스트를위해 JSON 파일에저장된채팅내용을불러와
작업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CNN’의 특징에 걸맞게 데이
터 길이를 일정한 길이로 맞추고 ‘원-핫 인코딩’을 진행하
여 ‘TextCNN 모델’에적용하기적합한형태로변환하였다. 
‘원-핫 인코딩’은 분류 문제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고 정수
인코딩은 분류 문제에서 성능 저하 문제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커서제외하였다. 그리고데이터가 ‘TextCNN 모
델’에 적용되어 도출된 감정이 해당 JSON 파일에함께 저
장된다. 예를 들어, 

“나 오늘 정말 슬픈 일이 있었다.”

라는데이터가 ‘CNN’을거쳐 ‘sadness’라는감정으로도
출이 된다면, 그 감정에 맞는 색상 중 하나로 분류되었던
‘파란색’ 계열의 반대인 ‘노란색’ 계열의 색상으로 이루어
진이미지가생성되어사용자의슬픈감정을반감시켜준다. 
이렇게 도출된 감정에 대한 대립 감정을 파악하여 부정적

인감정을상쇄시켜주는것이다. 단, ‘happy’가도출된경우
에는감정상쇄에서제외하게된다. 채팅내용이여러사용
자에의해누적되고 그데이터는하나의감정이 아닌 여러

사람의 감정 데이터로 이어서 오히려 채팅 데이터별로 감

정을 추출하고 결과를 비율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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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이른 시간 안에 채팅 데이터를 JSON 파일
로 가져오고 만약 감정의 비율이 ‘sadness :anger = 2:1’이
된다면, ‘sadness’에 해당하는 색상(파란색) 2가지를 추천
해주고, ‘anger’에 해당하는 색상(빨간색) 1가지를 추천해
주어 총 3가지의 색상을 도출하고 추천된 색상의 이름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결괏값을 서버의 ‘http post’ method로
전송한다. 그 절차는 <그림 12>로 표현하였다.

그림 12. 자연어 분석 및 감정 도출 과정
Fig. 12. Natural language analysis and emotion derivation process 

2. 최종 공연의 결과

코로나펜데믹으로예술활동이전면중지되면서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연이 열리고 있다. 우리도 국제적인 상황
에 맞추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공연을진행하였고, 이
렇게될때물리적으로먼거리로인해, 공연현장에서시행
하는 가까운 거리에서의 인터렉션보다는 딜레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오히려 불특정 다수의 유입을 통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공연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었다.
공연은병풍형태의오브젝트에밤하늘과다양한이미지

를 영사하면서 시작된다. 북을 연주하는 여성 무용수가 나
오고 그 순간부터 관객의 텍스트 정보가 입력되어 파티클

등의 이미지가 생성된다. 파티클의 양과 색상은 관객들
이 추가하는감정값에의해수시로변하게된다. <그림 13>
을 보면 좌측의 사진은 ‘감정 수레바퀴’에 의해 지루함
(boredom)을 느끼기 시작한 관객들에게 반대의 색인 녹색
을, 우측의 사진은 격렬하게 움직이는 무용수에게 느낀 불
안함(apprehension)을해소할수있도록붉은색을노출하여
보여주는 장면이다. 파티클은 기본적으로 동작 인식을 통
해무용수를따라다니며, 그전체양은텍스트를입력한관
객의 수보다는 텍스트를 입력한 횟수를 통해 규모를 조정

하도록 처리한다. 
문장뿐 아니라 이모지를 통한 입력 또한 파티클의 규모

를결정하는데큰요인으로작용한다. 빠른입력을통해파
티클의 양을 수시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며, 관객들이 나의
참여에의해변하는부분을인지할수있도록하였다. 하지
만 공연에 관객이 참여해 변화를 주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게한다는것은공연의큰줄거리를해칠수있어설정을

다이나믹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공연과 관객간
의 상호작용을 인지시키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관객들이
공연의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뒤에는 자신들의 참여

가 공연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림 13. 진도 북춤과 관객의 참여로 만들어진 파티클
Fig. 13. Particles created by Jindo drum dance and audienc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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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 공연의 특징인 관객 소통에서 아이

디어를 얻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객이 현재 느끼

는감정을공연에 직접 결합하는텍스트 분석 시스템을구

축하였다. 이를통해프로젝션맵핑기술을활용한유사홀
로그램 병풍과전통공연인진도북춤그리고 관객 소통이

가능한 실감형 공연을 제시하였다. 
관객은 자신의 표현이 공연에 개입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공연에 몰입할 수 있으며, 특히 이모지와 같은 간단한
감정표현의수단은많은양의파티클을생성함으로써관객

참여가충분히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근거이자새로

운 작품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산업이급격히타격을입고있다. 본연구에서도애초목표
로했었던대면공연을 하지 못하고비대면형태의 온라인

공연을 통해 결과를 보여준 것이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 
공연 전에 이것이 인공지능 감정분석 기술을 사용한 공

연이고, 그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뒤에 진행되는
상황이라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사
한공연들은언제, 어디서, 어떻게인공지능기술이활용되
고 있는지 관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몇몇 수치로만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어떠한의미가있는지, 추가연구와정의가필요하다. 그러
므로공연중에관객다수의 감정이동기화되는경우가있

을 것이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단순한 영역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은 추상적이고 단순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공연자와관객의소

통문화는아직서양권 공연 문화에서는 생소한것으로여

겨지고있지만, 한류의열풍과더불어우리의공연관람문
화또한전파되고있다. 예술공연이현재의형태처럼연주
자에서 관객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연

자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로 창조되는 현

상은 우리의 옛 공연문화에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것은 마치 서민들이 자신의 처지를 공연에 동기화하고 그

것을 통해 쾌감을 전달받는 하나의 소통방법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연자와 관객의 상호 소통이 조

금 더 정교하게 발전된다면, 공연에 있어서 몰입감을 더해
주는하나의새로운 요소로작용할수있을것이란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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