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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빨랫줄 형태의 인터랙티브 음악 설치 작품을 소개한다. 사용자는 50미
터 정도 길이의 빨랫줄 임의의 지점에 빨래를 너는 행동을 통하여 소리를 만들고 이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음악 연주에 참여하게 된다. 전체 시스템은 빨랫줄과 함께 다수의
카메라와 컴퓨터, 스피커로 구성되는데, 빨랫줄에 걸린 옷의 정보는 카메라를 통해 인식
되며, 컴퓨터에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음원 합성을 실행한 후 빨랫줄 주위에 설치된 스
피커를 통하여 재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주위에서의 일상적인 행동이 새로운 예술
적 표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구와 함께 작품의 디자인 및 구현, 그리
고 실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Clothesline-based Interactive Music Installation

*Seunghun Kim, **Woon Seung Yeo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large-scale interactive installation. By hanging
clothes on a clothesline (about 50 meters long), the user can create sonic events and

therefore join the interactive musical performance. In addition to the clothesline, the
system is composed of multiple computers, cameras, and loudspeakers; the location
and color of the clothes are recognized by cameras, and then utilized to produce

sonic events that are played through the loudspeakers.
This paper discusses the metaphorical use of everyday actions in life as a tool for

artistic expression, and describe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ith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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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 말리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며,
또한 가장 흔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빨
래를 너는 행위를 통하여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빨랫줄 형태의 인터랙티브 음악 설치 작
품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품은 약 50미터 길이의 빨랫줄과 함께 다수의 카메라와 컴퓨터, 스피커로 이루어진다.

빨랫줄에 걸린 옷의 위치 및 색상은 카메라에 의해 감지되며, 이는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음원 합성 과정의 다양한 파라미터(음량, 음색, 좌/우 채널 비율)로 적용되어 결국 소리로
변환된다. 이 결과는 빨랫줄 주위에 설치된 다수의 스피커를 통하여 재생되는데, 이때 참여
자의 위치 및 빨래가 널린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본 작품에서 빨래를 너는 행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음악 연주에 기여하게 되

는데,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재해석되어 새로운 예술창
작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II. 관련 연구

본 작품은 여러 사용자의 참여를 위한 대규모 작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을 인터페이스로 활용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의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 중 연관성이 큰 사례를 살펴본다.

첫 번째,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서 다수의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의 설치작품이다. 아이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사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
품인 Interactive Slide는 커다란 미끄럼틀에 인터랙티브 기술을 적용하여 여러 참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6], 미끄럼틀이라는 일상적 놀이기
구에서 상호 작용의 개념을 적용하여 참여자들의 활동을 증강시킨다. Water Games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분수의 물을 조절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설치물로 [5], 기존 작품들이
대부분 참여자 개개인과의 개별 인터랙션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기획 단계부터 대규
모의 군중이 함께 작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학습의 난이도, 내구성, 인터랙션 디자인,
개별적 경험 전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본 작품에서 사용된 긴
빨랫줄은 많은 사람들의 동시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매우 간단한 구조로 인하여 장소에 크
게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설치될 수 있다. 또한 Water Games의 기획 단계에서 고려했
던 것들을 본 연구에서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참여자로 하여금 옷이라는 일상적인 물체를
인터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랙션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는 소리를 통해 개인
적 경험과 공유되는 경험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을 인터페이스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나, 대부분 사용자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
되는 물체들은 형태만을 비유적으로 차용한 것이거나, 특정한 마커나 회로가 설치된 것들로
한정되는 현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Flock에서는 대중은 카메라 추적을 위하여 흰색 LED가
부착된 모자를 사용하여야만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 [2]. REEDS는 ‘reed pod'이라고 불리
는 전자 갈대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사운드를 발생시키는 작품이고 [4], The

reacTable은 잘 알려진 테이블탑(tabletop) 인터페이스로 테이블 하부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
라로 인식 가능한 마커(marker)가 부착된 물체를 이용하여 음악 퍼포먼스를 하게 된다 [3].

본 작품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인터랙션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어떠한 옷이라도 기
능상의 제약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감 및 접근 장
벽을 크게 낮출 수 있다.

III. 작품 구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작품은 긴 빨랫줄과 여러 컴퓨터/카메라, 그리고 스피커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1은 작품이 옥외 공간에 설치된 모습으로, 화면 좌측에 컴퓨터와 스피커 (카
메라는 좌측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다), 우측에 빨랫줄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 1] 빨랫줄 옥외공간 설치의 예

신호의 흐름으로 보면,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빨랫줄, 빨래의 정보를 인
식하기 위한 카메라 및 영상신호 처리부, 파악된 빨래 정보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드는 음원
합성부(sound synthesis module) 및 소리 발생을 위한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그림 2] 전체 시스템 다이어그램

3.1 인식

빨랫줄에 걸린 옷의 인식에서는 1) 줄에 옷이 걸려있는지의 여부 및 2) 옷의 색상, 이 두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빨래의 위치 인식을 위해서는 광센서, 적외선 센서, 압력센서 등 다
양한 센서의 활용이 가능하나, 제작의 편리성 및 색상 등 다양한 정보 획득을 위하여 최종
적으로는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iMac 컴퓨터에 설치된
iSight를 사용하였다).
옷의 인식에는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computer vision library)인 OpenCV[8]에서 제공

하는 블롭 감지(blob detection) 기능을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외곽선 감지(edge detection)를
바탕으로 빨랫줄에 옷이 걸리지 않은 기본 이미지와 옷이 걸린 상태를 비교한 후, 그 차이
가 일정 기준(threshold)을 넘을 경우 옷이 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색상 정보를 획득한다. 그
림 3은 블롭 감지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 인식을 위해 사용된 blob detection 알고리즘 구현의 예

영상 기반의 빨래 인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에서 빨
랫줄 근처에 있는 참여자와 줄에 걸린 옷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블롭
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면 빨래가 아닌 참여자로 판
단하였다. 또한, 카메라의 각도를 세밀하게 설정하여 참여자의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함되
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3.2 전송

빨래의 색상, 움직임, 위치와 같은 정보는 Open Sound Control (OSC) 프로토콜[7]을 이
용하여 음원 합성부로 전송되며, 이 때 각각의 블롭에 대하여 위치, 색상, 움직임의 3가지
정보가 정수 형태로 제공된다. 위치는 해당 블롭이 카메라 화면의 좌/우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널려 있는지를 의미하며, 색상 구분을 위해서는 빨강, 초록, 파랑의 값을 보낸다. 움
직임 정보는 짧은 시간동안 블롭이 이동한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3.3 음원 합성

빨래의 위치 및 색상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소리/음악에는 파라미터의 매핑
및 음원 합성 알고리즘의 선택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작품에서는 기존에 녹
음된 종소리 샘플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된 빨
래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파라미터의 변환에 활용하였다 (그림 4).

l 색상: 종의 종류. 색상에 따라 빅벤, 에밀레종과 같은 다양한 종을 연주할 수 있다.
l 위치: 좌/우 음량 비율(panning). 즉 옷과 가까운 스피커의 음량이 더 크다.
l 움직임: 잔향 효과. 빨랫줄에 걸린 옷이 많이 흔들릴수록 강한 잔향효과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리는 옷이 빨랫줄에 걸려있는 동안 계속 반복하여 재생되므로, 참여자는 빨래를
너는 행위로 음악을 연주하고, 다시 빨래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연주를 멈추게 된다.
음원 합성의 실제 구현은 Max/MSP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림 4] 음원 합성 구조



IV. 설치 및 결과

작품은 보행자 통로와 나란히 배치된 잔디밭에 설치되었으며, 통로를 지나는 사람들 누구
나 손쉽게 옷을 빨랫줄에 널고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그림 5). 그 결과,
특별한 참여 유도 및 설명 과정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인터랙티브 설치물 구현에 있어 본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룬 점은 작품 전

체적인 규모에서의 음악적 결과와 함께, 참여자 개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응을 즉각
개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작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본 작품에서는 참
여자가 빨래를 너는 순간 자신의 위치 근처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지역적인 소리의 변
화를 즉각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앞의 음원 합성부에서 소개하였던 소리의 방향성 - 좌/
우 음량비율 - 을 통하여 위치에 따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동시에 빨랫줄에서 상
대적으로 떨어진 위치에서는 전체적인 빨래 배치에 따른 소리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접근도 및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대규모 설
치작품의 장점을 살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빨래를 너는 행위에 의해 소리가 만들어지는 사실에 대해 매우 흥미
를 표시하였으며, 상이한 색상의 옷에 의해 발생되는 소리의 차이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반
응을 보였다.
반면 작품 시연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특히 예상보다 많은 수의 빨

래가 널릴 경우 여러 소리가 중복되며, 이에 따라 잔향 효과가 중첩되어 각 빨래의 영향이
쉽게 경험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다. 또한 빨래를 인식하기 위한 블롭 감지 과정에 오류가
있어, 빨랫줄 주변의 참여자들이 옷으로 인식되어 원하지 않는 소리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연을 거듭하며 차츰 해결되고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동
작을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림 5] 빨랫줄 옥외 설치 및 시연 모습



V. 결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행동을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하여 예술적 표현
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가능성을 탐구하였고, 빨랫줄에 옷을 너는 행위를 음악적으로 활용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설치 작품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 및 실제 구
현 과정에서의 여러 가능성 및 기술적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여러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에서 마커나 회로 등 인터페이스 구현에 여
러 제약조건이 있었던 반면, 본 작품은 임의의 옷을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설치 과정이 상
대적으로 간단하여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경험할 수 있어 일상적 행위에
대한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향후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인 잔향효과의 부정확한 인식, 빨래 인식의 불확실성 등에 대

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빨랫줄에 널린 옷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작품 구
현의 핵심적인 요소로, 필요할 경우 카메라 이외의 다른 센서를 보조적으로 추가 활용하여
인식부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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