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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개요
인공지능을 넘어 가상의 세계로:
인공지능 X 혼합현실아트
오늘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그리고 이 두 기술의 강점을 취해 더욱 진화된 가
상 세계를 구현하는 혼합현실(MR)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과학,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를 쓰고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혼합현실의 세계를 탐험해 본 사람은 불가능한 일들이 눈 앞에 펼쳐지는 새
로운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다. 미래기술인 인공지능과 접목되면서 혼합현실은 또 다
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혼합현실 예술 작품과 콘텐츠를 감상체험하고
·
실생활에서
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또한 미래 기술인 인공지능을 접목한 혼합현실 기술
에 대해 탐구하고 질문함으로써, 기술발전에 따른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첨단과 상상을 입은 인공지능 혼합현실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활
용해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를 직접 구성해 본다.
주요 학습 목표
●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작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혼합현실(MR)의 개념과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탐구한다.
● 인공지능과 혼합현실과 관련된 미래 직업 세계를 탐색한다.

<Depth of Circle>_ 룸톤_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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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합현실아트의 이해
관련 교과: 과학, 미술, 기술·가정
활동 1. 현실 VS 가상의 세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의 세계를 탐험하자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본다.
1) 케이치 마쓰다(Keiichi Matsuda, 일본), <하이퍼 리얼리티(Hyper-Reality)>, 2016
○ 미래사회 증강현실 환경에서 시스템에 의해 모든 사물과 일상이 게임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 마시멜로 레이저 피스트(Marshmallow Laser Feast, 영국), <동물의 시선으로(In the
Eyes of Animal)>, 2015
○ 잠자리, 부엉이, 개구리 외에 어떤 동물의 눈으로 자연을 탐험하면 좋을까?

3) 권하윤( 대한민국), <489년>, 2015
○ 역사의 한 무대로 가상체험을 떠난다면 어디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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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를 통한 세상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를 쓰고 가상현실 작품을 더 실감나게 감상해보자
카드보드를 이용한 가상현실 키트를 활용해서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 만들기

(카드보드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 조립 설명)
https://www.youtube.com/ watch?v=FyxRRLImw6w
카드보드 머리착용 디스플레이(HMD)를 통
해 가상현실 작품을 감상해 보자.
마시멜로

레이저

피스트(Marshmallow

Laser Feast, 영국), <동물의

시선으로(In

the Eyes of Animal)>
휴대폰을 이용해 QR코드 링크를 접속한다.
(Youtube 앱을 통해 접속한다.)
You tube 앱 내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VR로 보기
을 감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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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클릭하여 작품

활동 3.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살게 될 미래의 나
혼합현실로 바뀌게 될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자
현재, 혼합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 토론해 보자

혼합현실은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혼합현실은 우리 생활(직업,
노동, 사회, 문화)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혼합현실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질까?

미래, 내가 희망하는 직업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자
직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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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을 접목한 혼합현실 기술
관련 교과: 과학, 기술· 가정
활동1.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체험해 보기!
엔비디아 오픈소스 <AI Playground> 고갱(GauGAN) 으로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
술 체험해 보기!

GauGAN

-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 (Paul Gauguin)의 이
름을 딴 GauGAN은 세그먼테이션 맵에서 장면
의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스케치로 레이블 된 사
실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 아티스트는 페인트 브러쉬 및 페인트 통 도구를
사용하여 강, 바위 및 구름과 같은 레이블로 자
신만의 풍경을 디자인 할 수 있다. 스타일 전송
알고리즘을 통해 제작자는 낮 장면을 일몰로 변
경하거나 사실적인 이미지를 그림으로 변경하여
필터를 적용 할 수 있다.

사용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uNv7XBngmLY

참고링크

https://www.nvidia.com/en-us/research/ai-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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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스케치 분석하는 어도비 AI.. 영화 포스터 10분 만에 뚝딱
Adobe Sensei

디자이너가 그린 우주인, 우주선, 우주 공간 등의 스케치를 어도비의 인공지능 센세이가 인식해 그에
상응하는 실제 우주 사진들을 띄워준다. 배경 이미지도 자동으로 제시해주고, 이미지에 맞는 글씨체
도 제안하여 짧은 시간에 고품질의 영화 포스터를 만들게 해줬다.
디자이너가 연필로 그린 우주인, 우주선, 우주 공간 그림을 ‘어도비 스캔’이란 스마트폰 앱으로 촬영
한 뒤 어도비시스템즈의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에
) 옮겼다. 이미지 분석에 특
화된 어도비의 인공지능 ‘센세이가
’ 스케치를 분석해 해당 스케치의 실제 이미지를 띄워줬다. 동시에
포스터와 어울리는 배경 사진도 제시했다.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니 금세 한 편의 영화 포스터 초
안이 완성됐다. 10분여 만에 포스터를 뚝딱 만든 셈이다. 아베이 파라스니스 어도비 최고기술책임자
(CTO)는 “센세이는 디자인,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비디오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이해하는 인공지
능”이라며 인간의 창의력과 생산력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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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 인식기술 더 체험해 보기!

구글 오픈소스 <AI Experiments> 게임으로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 인식
기술 체험해 보기!
AutoDraw
- AutoDraw는 자동 그리기 도구입니다.
- 사용자가 대략적 형태를 그렸을 때 인공지능이 이를 예측해서 이
미 완성된 도형이나 사물 그림을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다.
-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대략적으로 그
려서 원하는 그림을 편집해 나간다면 누구라도 멋진 그림을 그
릴 수 있다.
Quick, Draw!

- Quick, Draw!는 사용자가 제한 시간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보고 컴퓨터가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다.
- 컴퓨터는 도형, 동물 등의 다양한 그림을 이미 학습하였으며, 뿐
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그림을 통해서도 계속 학습하여 정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아래의 QR코드와 설명서를 읽고 인공지능의 이미지/ 그래픽 생성기술을 체험해보자!
AutoDraw

Quick, Draw!

Mission 2.

Mission 1.
AutoDraw로 이미지를 편집해 보세요. 상상한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기술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대로 멋진 그림을 완성시켜 보세요!

있도록 멋진 그림을 그려주세요!
인공지능이 6개를 모두 맞추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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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혼합현실과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 정리
인공지능 이미지/그래픽 생성기술 외에 인공지능이 혼합현실 분야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 생겨날 미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자!

- 8 -

3. 친구들과 만드는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관련 교과: 미술, 기술· 가정
창의적 설계하기

나도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미디어아트 전문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인공지능 미디어아트 작품들.
우리도 한번 제작해 볼까?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아트 작품을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프로젝트팀을 결성하자!

활동 1. 인공지능 혼합현실 작품을 만들기 모둠별로 자신의 역할을 정하자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 직업군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둠별로 친구
와 자신의 역할을 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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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프로젝트를 설계해보자
디자인 설계를 바탕으로 나와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펼치고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보자

더 나아가기! 설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가상현실 공간을 구성해 보자(CoSpaces 활용)
CoSpaces 는 무엇일까?

독일의 스타트업에서 만든 웹기반 MR 활용 프로
그램이다. 코스페이시스를 통해 다양한 오브젝트
와 캐릭터를 만들고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 수 있
다. 앞서 설계된 시나리오 대로 가상공간을 만들
어 카드보드 HMD를 통해 체험도 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를 통해 인공지능이 활용되어 앞으로 혼
합현실 공간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협업을 할
수 있을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즐
거운 경험을 제공해준다.
CoSpaces 동영상 매뉴얼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tqCr0hxR3LeAHrxQLo0_iwhFjKUJ7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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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모둠별로 발표하고 의견 나누기
* 우리 모둠이 구상한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작품에 대해 발표해보자.
프로젝트 브리핑 보드
1)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은?

2) 어떤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나?

3) 우리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

4) 설계한 시나리오와 공간 구성의 모습은 어떤

가?

가?

* 우리 모둠이 구상한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작품 아이디어를 평가해보자.
잘된 점

고쳐야 될 점

새로운 점

우리 모둠

* 다른 모둠이 구상한 인공지능 혼합현실아트 작품 아이디어를 평가해보자.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잘 듣고, 평가해보자. 평가 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
모둠

잘된 점

고쳐야 될 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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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점

생각해보기

평가하기
매우 잘함 ●●●●●
잘함 ●●●●○
보통 ●●●○○
노력하기 ●●○○○
더 노력하기 ●○○○○

학생 자기평가 계획
평가 내용

자기평가

▸ 인공지능과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 인공지능기술기반 혼합현실아트 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
▸ 혼합현실 분야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역할을

나누어 교육 미션을 수행하였나요?
▸ 인공지능기반 혼합현실 작품 설계 및 발표를 잘 수행하였나요?
▸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작품 만들기, 기획하기 발표하기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나요?
▸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반 혼합현실 작품 만들기 설계를 진행하
였나요?

○○○○○
○○○○○
○○○○○
○○○○○
○○○○○
○○○○○

학생 동료 평가 계획
평가 내용

동료평가

▸ 친구는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친구는 나와 함께 협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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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을 넘어 가상의 세계로: 인공지능 X 혼합현실아트 (학생용 활동지)
학문분야 주제별 융합형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STEAM 프로그램 개발
(STEAM Project - Media Art-based Program Utilizing Data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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