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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 mapping
-projection : 투사, 투영, 영사
-mapping : 
1. 3차원 물체 위에 질감이나 2D 이미지를 부여하는 과정. 2차원의 그림을 일정 좌표에 따라 부여하는 방법과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생성된 질감을 좌표와 관계없이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2. 셰이딩은 물체 자체의 질감 즉, 색상이나 표면느낌 등을 말하고, 맵핑은 이러한 물체에 덮어 씌운 그림이나 무늬.  

(만화애니메이션사전)

*단순히 이미지나 영상을 사각형태의 평면에 비추는 것을 벗어나

평면 혹은 입체의 공간이나 설치물을 적극적으로 활용

*본래 그 공간이나 설치물이 가지는 실제성에 가상성이 더해져

관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함



전시사업 및 프로젝션 맵핑 기반의 작업이 증가

* 아웃도어 이벤트 (미디어 파사드)
- 리옹의 빛 페스티발, 서울 PIGI쇼 등 지자체 단위의 거대 이벤트
- 덕수궁 프로젝트 같은 건물의 역사와 의미 상징성 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도 다양하게 선보임
- 특정 건축물이 지닌 형태성이나 상징성은 브랜드의 이미지와도 연결. 

프로모션이나 광고이벤트로 활용

* 인도어 이벤트
- 제품자체에 프로젝션맵핑을 하여 홍보나 제품이미지를 전달하는 전시작품이 많아짐
- 공연의 무대나 특수효과로 이용：공연의 공간성 확장
- 콘서트의 배경이나 VJING에 활용
- 파티나 다양한 목적을 위한 실내 공간의 스크린화
- 그 외 사람의 몸이나 다양한 형태, 설치물에 프로젝션맵핑을 시도



*Tiffany & Co. 글로벌쇼 (2010, Beijing)

제작 : D'STRICT / 제작년도 : 2010년 / 전시장소 : 중국_베이징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sAl8UpCpeuw

*Sheikh Zayed Grand Mosque Projections

건물

제작 : Obscura / 제작년도 : 2012년 / 전시장소 :Sheikh Zayed Grand Mosque,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

http://www.obscuradigital.com/work/detail/uae-national-day-celebration/

*600 YEARS OF PRAGUE CLOCK TOWER

제작 : The Tomato Production / 제작년도 : 2010년 / 전시장소 : Prague

http://www.tomatoproduction.cz/600-years-of-prague-clock-tower/



*Das Gang

제작 : Supermafia VJ's / 제작년도 : 2011년

*TOFIDI #1

http://www.supermafia.com/dasgang.html

콘서트

제작 : nyx visual / 제작년도 : 2012년
http://www.nyxvisual.com/PORTFOLIO/Tofidi/Tofidi.html



*Tron Legacy Premiere an ENESS Light Session

*Supercorona

제작 : EduBitte / 제작년도 : March 2012 / 전시장소 :Milan
Supercorona is the final installation of Claudio Sinatti's workshop "Visual per Eventi" for EduBitte.
It was built with one videoprojector, one mirror, 146 transparent cd cases, oven paper, hot glue, Quartz Composer, After Effects, CSound, Ableton Live.

http://vimeo.com/44864378

조형 및 설치

*Tron Legacy Premiere an ENESS Light Session

제작 : eness / 제작년도 : 2010년 / 전시장소 : Mebourne Museum
http://www.eness.com/?r=Project&p=4&c=

*Parmenides I

제작 :Dev Harlan / 제작년도 : 2011년 / 전시장소 : Christopher Henry Gallery, NY
Presented as part of Dev Harlan's solo exhibition "The Astral Flight Hangar"

http://vimeo.com/30108920



*Human Face Video Mapping by Oskar & Gaspar. Making of.

*Mecaniques Discursives

제작 : Fred Penelle & Legoman / 제작년도 : Scopitone Festival 2012 / 전시장소 :Nantes

http://vimeo.com/49067021

그 외

http://www.mecaniques-discursives.net/videos.htm

*Human Face Video Mapping by Oskar & Gaspar. Making of.

제작 : Excentric / 전시장소 : backstage from the video " Explore your dual world"

http://vimeo.com/39697056

*spider projection

제작 :  / 제작년도 : 2012년 / 전시장소 : Saarbruecken, Germany

http://www.youtube.com/watch?v=zMemPwDotu4
http://www.hbksaar.de/startseite/



*The Hunter (Theatrical Installation)

제작 : Davy and Kristin McGuire/ 제작년도 : 2012 / 전시장소 :The Oxford Samuel Beckett Theatre Trust Award

http://vimeo.com/52230740

그 외



*MIMPI /mobile interactive multiparametric image

*LUX - game projection in urban space

제작 : Julian Jungel / 제작년도 : February 13th-16th 2013 / 전시장소 : Literaturhaus Stuttgart Germany

http://vvvv.org/blog/lux-game-projection-in-urban-space

with VVVV

*MIMPI /mobile interactive multiparametric image

제작 : stain / 제작년도 : may 2012 / 전시장소 : MEL gallery, Moscow
http://vvvv.org/blog/mimpi

*Floating Habitat 2012

제작 :GK Design Group 60th Anniversary / 제작년도 : Nov 15th 2012 / 전시장소 : Tokyo, Japan

http://vvvv.org/blog/gk-0g-floating-habitat-2012



프로젝션 맵핑은
영상이나 그래픽을 특정 대상에 비추기만 하는 일방향적인 투사에서
다양한 방식의 인터랙티브한 작업으로 확장.

프로젝션 맵핑을 위한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VVVV(윈도우즈 기반) / Mad Mapperd, syphon (애플 기반) 등이 있다.

VVVV는 인터랙티브한 작업과 다른 매체와의 연동에서 매우 효율적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센서와의 연동이 필요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