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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에는 모든 것들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 상황과 영화 산업의 동태만 보아도 그를 알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2000년대 중반

부터 영화계에는 유난히 리부트 시리즈와 기존 흥행물의 후편으로 나오는 영화들이 많았다. 기존

의 인기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로 참신함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어벤져스 등 헐리우드에서 제작 및 개봉하는 거의 모든 영화들이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 

또한 메이저 영화 제작사들은 영화 산업뿐 아니라 관련된 컨텐츠 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리즈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스타워즈 영화가 근래에 개봉하는 것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선검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차후에 영화가 개봉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관련 산업으로 적당한 제품을 고안해보기로 

한다.  

현재 광선검의 형태를 띈 제품은 간단하게 출시된 것도 있고 온라인상에서 DIY(do-it-

yourself)형태로 나온 것들도 있다. 그러나 상용의 경우 켜고 꺼지기만 하는 심플한 기기이며 

DIY의 경우 제작 비용이 대당 거의 미화 1000달러에 육박하고 일부 마니아 층만 서로 개인거래

로 구매하는 등 대중화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쪽을 고려하는 설계를 통해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컨텐츠를 제공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을 고안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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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사기가 개발된 이후 191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영화는 고유한 언어를 가진 예술적 

표현의 매체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영화는 예술이나 오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했고, 자본은 급기야 영화기업을 탄생케 하였다. 프랑스의 파테나 고몽 등 초기 영화 

제작사들, 그리고 에디슨을 비롯한 독점업자들이 영화기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그 후 대제작사들에 의해 미국에서는 한때 4대 산업의 하나로까지 부상하였다.  

 

그림 1. 찰리 채플린의 작품 중 한 장면 

현대에 와서 영화 관람은 가장 대중적인 문화생활이 되었다. 그만큼 영화 산업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적인 시장에서도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윈도우 효과(Window-effect)’라는 것이 있다. 영화가 극장 상영을 시작으로 다른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영화는 보통 극장 상영→비디오 및 DVD 대여･판매→ 케이블 

TV(CATV) → PPV(Pay Per View) → 공중파TV 등의 순서를 거치며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단계 안에서 영화 상품 및 소품, OST 등의 제작 및 판매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후속시장의 성장은 영화사에게는 범위의 경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사는 영화 컨텐츠와 그 변형을 거쳐 여러 윈도우에서 다양한 상품을 공급한다. 

대부분의 메이저 영화사들은 영화 이외에도 음악, 게임, 완구, 출판 등과 관련된 회사들과 

http://terms.naver.com/imageDetail.nhn?docId=1187430&imageUrl=http://dicimg.naver.net/100/800/33/350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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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으로 결합하고 있으며 이는 범위의 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1] 

지난해 기준 한국 영화산업은 극장 매출이 83.7%, DVD나 VHS 등 부가판권시장 매출이 

11.4%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영화산업 수익구조의 

경우 극장이 30%, 부가판권시장이 70% 정도이다. 그만큼 부가시장은 상당한 비중을 갖추고 

있으며 영화사는 후속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화 제작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메이저 영화사들은 주로 엄청난 제작비가 사용되는 

‘블록버스터’ 위주로 영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화 실패는 영화사에 큰 부담이 된다. 

그에 따라 영화의 흥행 실패에 관계없이 지속적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안정적 

수입원이 필요하며 후속시장의 성장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능케 해준다.[2] 

또한 요즘 할리우드에서는 2005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배트맨 비긴즈’가 

흥행에 성공한 이후 리부트 열풍이 불고있다. ‘배트맨 비긴즈’로 시작해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리부트된 배트맨 시리즈는 배트맨을 재창조,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과 ‘인크레더블 헐크’ ‘본 레거시’ ‘저지 드레드’ 등이 대표적인 

리부트 영화다. 이처럼 시리즈를 다시 리부트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시리즈 

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 있다. 기존 시리즈를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로 탈바꿈시키면서도 

기존에 인지도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SF영화의 대표작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스타워즈’도 2014년 개봉을 목표로 새로운 

에피소드와 함께 제작 중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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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슈퍼맨 시리즈 리부트 영화 ‘맨 오브 스틸’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작품을 

제작해보고자 하였으며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광선검을 주제로 삼았다. 하지만 보통 

장난감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광선검은 불빛이 켜지고 꺼지는 정도의 간단한 완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화된 아이템에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을 담아 제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세부적인 설계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3축 가속도 센서와 자체 설계한 필터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LED 드라이버 및 사운드 드라이버를 제어하며 영화 속의 광선검 

같이 작동하는 것을 기본적인 동작으로 삼을 것이며 주변 음악에 따라 반응하게 하여 여러 

사람끼리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응원도구로도 쓸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기존에 상용화 된 

비슷한 제품보다 제작비용을 줄여 대중화까지 가능한 설계를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 영화 ‘스타워즈’와 광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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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시스템 하드웨어 

 

2.1.1 시스템 개요 

 

 

그림4. 시스템 전체 블록 다이어그램 

 

      이 작품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5. Light sab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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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ght Saber mode : 기본 기능으로 3축 가속도 센서로 읽혀진 사용자의 행동이 

ADC를 통해 프로세서에 입력되고 미리 작성된 디지털 필터와  LED driver를 통해 

전체 LED bar module의 불빛을 제어한다. 

 

그림 6. Dual mode 

2) Dual mode : 두 사람이 같은 기기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연동하여 대결 모드를 펼칠 

수 있다. 이때 펜싱 경기에서 쓰이는 센서와 같이 기기 끝에 달린 작은 push-pop 

스위치를 통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한다. 

 

그림 7. Equalizer mode 

3) Equalizer mode : MP3 Codec의 마이크에서 음성 신호를 받아들여 Band-pass 

filter를 통해 특정 주파수 대역의 크기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는 Equalizer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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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한다. 여러 대의 기기가 모였을 때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여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2.1.2 Analog Board Schematic 

 

그림 8. 시스템 전체 회로도 

     위 그림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한 회로도이다. 저전력 용도

로 쓰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이며 큰 수 계산에 유리한 16bit 프로세서에 12bit 분해능의 ADC 

기능 그리고 두 개의 범용(I2C, UART, SPI 지원) 통신포트를 가진 범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Micro Controller Unit - MCU) 장비인 TI사의 MSP430F1611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3축 

가속도 센서(MyAccel7260EB) 모듈에서 50ms마다 각 방향의 가속도를 12bit의 분해능을 가

진 ADC를 통해 읽어 자체 설계한 필터 함수를 통해 기기 자체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감지한 

내용은 LED 밝기와 자체 효과음으로 표현하여 사용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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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VS1003b(MP3 Codec DSP) 칩을 통해 재생하며, 또한 마이크를 통해 주변에 들려오는 

음악 신호를 입력 받고 Band-pass Filter를 통해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한다. 이 음성신호를 자

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퀄라이저 형태로 나타낸다. 

 

2.2 데이터 처리 

 

2.2.1 3축 가속도 센서 

 

 

그림 9. MyAccel7260EB Module 

3축 가속도 센서로는 Withrobot 사의 MyAccel7260EB 모듈을 사용하였다. 센서의 아

날로그 측정값을 받아 MSP430의 ADC기능을 이용해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여 제품의 움

직임을 측정한다. 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가속도 신호의 대부분이 20Hz 미만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50Hz의 샘플링 주파수만으로도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기에 충분하다. [4] 

1) ADC12CTL 레지스터 값을 설정한다. 이 레지스터에서는 ADC기능을 켜고 Sampling 

time(SHT0x, SHT1x)을 설정하는데, 각 축마다 ADC변환을 하기 위한 감도와 조건을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정하였다.  

2)  ADC통신에 의해 받아들여진 데이터는 한 번의 conversion 마다 각 축의 저장소를 마

련하였고 2개의 저장소에 저장하였다.  한 저장소에는 새로 측정된 데이터 값이 갱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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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 저장소에는 직전에 측정된 데이터 값을 옮겨 저장된 두 데이터 값의 차이를 

제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았다. 그 데이터 값의 차이가 크면 제품이 많이 움

직인 것으로, 차이가 작으면 제품이 적게 움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단순히 차로 움직임을 정의하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으므로 실험적인 결과

로 얻어진 특정한 Threshold 상수 값을 정의하여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하였다.  

4) TIMER의 PWM 기능에서 duty ratio를 위 결과에 따라 적용하여 LED bar module의 

밝기 값을 조절하였다. 

이렇게 가속도 신호는 X, Y, Z 세 개 축의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렇게 측정된 3

축의 가속도 신호는 그림 10에서 나온 순서에 의해 필터 처리 하였다. 

 

그림 10. 가속도 신호 처리 순서도 

최초 비정상적인 노이즈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미디안 필터를 사용하여 필터링을 한 

후, 필터링 된 신호를 기본으로 0.25Hz를 차단 주파수로 하는 2차 IIR(Infinite Impulse 

Response) Lowpass Filter를 적용하였다. Lowpass Filter를 통과하고 나온 신호는 축 

별 가속도 신호에서 몸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된 신호에 의한 중력 가속도 성분(Gravity 

Acceleration)만을 갖게 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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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LED Driver 

 

 

그림 11. TLC59116F 및 구동 회로 

 

LED 제어를 위하여 I2C통신을 사용하였다. I2C (Inter-Integrated Circuit) 통신은 필

립스 사에서 개발한 규격으로 통신에 필요한 핀이 2개(SCL, SDA)라는 점과 I2C 버스 하

나로 여러 개의 칩들과 통신이 가능하다. I2C를 사용하는 LED 드라이버로 16개 LED의 

PWM을 조절 가능한 TI 사의 TLC59116F를 사용하였다. 시스템에 사용하는 LED는 3구 

단위로 소형 PCB가 내장되어 있는 에스테크LED 사의 ST-5030을 사용하였다. 이 LED

는 6W 출력을 가진 고휘도 적색 LED로써 Saber의 몸체를 구성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소자이다. 3구 단위로 LED 드라이버 12채널에 각각 연결하여 총 72개의 LED를 

동시에 제어하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시에 LED Driver를 구동하기 위한 초기

화 코드를 I2C 통신을 통하여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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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MP3 Codec 

 

그림 12. VS1003b 모듈 

MP3 Codec은 VS1003b DSP칩을 사용하였다. 이 칩은 MSP430과 SPI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상황에 맞게 제어할 수 있다. SD 카드에서 저장된 효과음을 읽어와 

512바이트 단위로 재생한다. 내부 회로에 의해 볼륨 조정이 가능하며 마이크도 있어 

외부의 음성 신호를 MSP430으로 입력할 수 있다. 입력된 음악은 Band-pass filter를 

거쳐 지정된 대역을 검출하여 Equalizer를 LED bar에 표시하도록 쓰인다. 

 

3. 제작 결과 

 

광선검의 하드웨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LED bar 부분은 80센티미터, 하단 부분은 25센

티미터, 총 길이는 약 1.1미터이다. 무게는 200그램으로 조금 휘두르는 느낌이 들도록 필요

한 최소 무게라고 생각되는 200그램으로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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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제품 시연 장면 

 

LED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3개의 LED가 1개의 unit을 구성하고 12개의 unit이 1

개의 라인을 맡으며 앞, 뒤 총 2개의 라인으로 LED bar가 구성된다. 총 72개의 LED이다. 그 

밝기는 개당 6W로 상당히 밝은 편이며 불투명한 색의 아크릴 관으로 전체를 감싸 실제 광선

검처럼 빛이 퍼지는 효과를 주었다. 고휘도 LED부분이 9V의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잡

이 부분에 9V 전지를 넣고 MCU 부분에서 3.3V가 필요하므로 전압강하 레귤레이터 소자를 

구성하여 총 두 개의 전원을 사용한다. 또한 광선검의 반응 속도는 50ms(20Hz)로 인간이 감

지할 수 있는 최대인 33ms(30Hz)에 뒤지지 않게 제 기능을 한다. 

이퀄라이저 모드에서도 주변 음악의 박자에 맞게 LED 바가 켜고 꺼지는 등 어플리케이션 

기능도 충분히 잘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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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의 및 고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작품의 프로토 타입은 크게 세 가지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작품의 크기로 인한 내용이다. 영화에 나온 광선검과 크기는 일치하나 1미터 정

도의 길이를 가진 제품은 가지고 휘두르다 보면 다칠 수 있다. 우리 제품이 시중에 나온다면 구

매자 중 상당수가 성인이 아닌 어린이일 것이다. 따라서 잠재 고객들에게 맞는 크기와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손잡이 부분의 정리이다. 이 부분에 모든 부품(MCU/CODEC/센서 등)이 들어

가는데, 효율적인 배치를 깊게 고민하지 않아 내구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 추후 부품의 크기

와 무게 등을 고려한 효율적 구조를 구상하여 내구성과 그립감을 더욱 좋게 만드는 방법을 생

각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광선검의 부품 문제이다. 부품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LED bar가 내장되어 있는 아크릴 관이다. 현재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우며 그 중 강도가 가

장 좋은 아크릴을 선택하였으나, 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강한 힘을 가해 다른 물건에 부

딪히면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후에 가격대가 비슷하

며 더 탄성이 좋은 주변 충격에 쉽게 부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든 관을 사용한다면 해결할 수 있

다. 

추후 연구로는 위에 제시한 세 가지를 수정하면서 예전 프로토 타입보다 향상된 컨텐츠를 

고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컨텐츠만이 지속적인 사용과 다양한 사용자들을 불러모을 수 

있다. TI사에서 만든 EZ-430 크로노스 시리즈와 같이 다른 유저들이 각자의 펌웨어를 개발하

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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