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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모아룸(MOARoom)’은 주식회사 크로스랩과 

숭실대학교 크로스디자인랩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AR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다. 

기존 메타버스가 PC 기반에서 작동하며 

가상환경에서 구현된다는 점과 달리, ‘모아룸’은 

AR(증강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간창출 

및 소통의 방식에서 현실과 가상의 혼합이라는 

증강현실만의 특이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R 의 특성이 극대화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프로세스 3S System (Room_Scan, 

Room_Sync, Room_Shift)에 대해 소개한다. 

주제어 

증강현실,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소셜게임 

1. 서 론

메타버스는 기존 SNS 서비스의 뒤를 이을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메타버스가 데스크톱 PC 기반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에 비해 AR/VR 을 통칭하는 

XR 매체가 메타버스를 구현할 대표적인 미디어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AR 은 VR 에 비해 2 배 

이상의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그림 1 PWC(2019), ‘Seeing is believing’, 

App Annie & IDC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향후 메타버스라는 

서비스는 대부분 AR 매체에 의해 구현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R 

기반으로 구현되는 메타버스 서비스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AR 기반의 다중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라 불리우는 몇몇 서비스 또한 특정 

장소에 기반하는 대신 원하는 아무 곳에서나 

가상환경을 불러 다중사용자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는 증강현실이라는 AR 만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VR 기반 메타버스와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림 2 HTC VIVE Metaverse Concept : Viverse 

특히 메타버스와 기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장소성(Placeness)’이라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공간(Space)이 아닌 

사용자만의 특정 의미가 부여되는 

장소(Place)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동만(2022)은 장소성을 ‘장소가 갖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복합체’로 

설명하면서 메타버스의 차별성으로 장소성을 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다수의 

메타버스가 장소성을 염두하고 기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현 메타버스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구현 가능한 즉시성(Immediacy)에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과 현실공간이 

공존하는 증강현실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증강장소성을 구현함으로써 

AR 만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AR 기반 다중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모아룸(MOARoom)’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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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아룸(MOAROOM)

‘모아룸(MOARoom)’은 다중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이 증강현실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플랫폼 ‘모아(MOAR : Multi-User 

Communication in AR)’에서 발전된 AR 기반 소셜 

게임이다. 기존 메타버스가 학교, 도시, 국가 혹은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금융, 은행, 도서, 카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구성된다면 ‘모아룸’은 10 명 이내의 

공통의 관심사와 기호를 갖는 소수의 모임, 즉 

살롱 커뮤니티에 가깝다. 모아룸은 자신의 방이나 

거실 같은 작은 공간에 가상의 아이템을 꾸며 

원하는 컨셉의 방으로 만든 후, 같은 기호나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들을 불러 토의, 공부, 

파티, 놀이 등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즉 ‘모아룸’은 방 꾸미기, 친구 

초대하기, 그리고 게임플레이하기라는 AR 기반 

소꿉장난(House-Play)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AR 기반 소셜게임 ‘모아룸’ 진행프로세스 

2.1 방 꾸미기 

AR 은 현실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의 측정도구를 통해 현실공간의 데이터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방에 고정되어 있는 

평면성을 가진 가구들, 즉 책상이나 침대 등은 

추후 사용자가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공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들 또한 공간스캔을 할 때 

측정 및 정의를 내려야만 한다.  

2.2 친구 초대하기 

AR 기반에서 원하는 친구를 자신의 방에 초대할 

때 호스트와 게스트간 현실공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VR(가상현실)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초대한 호스트의 방의 크기, 구조, 가구의 수 및 

배치는 초대받은 게스트의 그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대받은 게스트의 방이 

호스트의 방처럼 바뀌기 위해서는 호스트가 가꾼 

가상 가구 및 아이템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스트의 방에 적용시키는 

별도의 기준점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림 3 서로 이질적인 현실공간 분석 및 최적화 

2.3 친구와 게임하기 

친구와 게임하기는 소극적 행동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토의, 공부 등이 있으며 능동적 

행동에서는 공 던지기, 두더지, 베게 싸움 등과 

같은 다양한 게임플레이가 있다. 즉 친구와 

게임하기 행위는 사용자간 상호작용에 중점을 

둘지, 모두 공유하는 보드판(행위영역)과 아이템을 

중심으로 구성될지, 아니면 공간 전체를 

행동영역으로 간주할지에 따라 행동반경이 달라질 

것이다. 

3. 3S SYSTEM

현실공간정보를 활용하는 AR 기반 서비스는 

대부분 Cloud Anchor Points 를 담을 수 있는 

대용량의 클라우드 서버와 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5G 및 MEC 와 같은 특정 네트워크 

환경안에서만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셜게임 

‘모아룸’은 LTE 나 Wifi 와 같은 기존 네트워크 

환경과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폰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AR 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방식과는 다른 보다 직관적이면서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모아룸’의 위 세 

가지 프로세스, 즉 내방 꾸미기, 친구 초대하기, 

친구와 게임하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점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3S 

System 이라 명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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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S System : Room_Scan, Sync, Shift 

3.1 룸스캔(Room_Scan) 

룸스캔은 현실공간을 가상의 측정도구를 이용해 

스캔하고 이를 클라우드 서버에 등록시키는 

과정이다. 스캔의 과정은 현실공간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데, 현실과 가상공간 간 일치도가 중요한 

것일수록 우선적으로 스캔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스캔의 순서는 공간, 침대, 책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특히 침대와 책상의 경우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내에서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의 공간으로 간주하고 스캔 및 등록의 

과정을 거친다. 반면 의자나 옷걸이 같은 아이템은 

유동적이거나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측정도구를 통한 스캔작업 대신 가상환경모드(VR 

Mode)를 통해 이와 비슷한 가구를 선택, 배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그림 5 룸스캔(Room_Scan) 

3.2 룸싱크(Room_Sync) 

룸싱크는 현실공간에서 취득한 가상공간데이터를 

AR 에서 사용하기 위해 현실공간과 일치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Anchor 

point 설정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했던 공간데이터 중 특정 오브젝트를 

가상-현실공간간 기준점으로 삼고, 가상과 

현실공간의 일치화를 책상의 볼륨설정을 통해 

이루어 낸다. 

3.3 룸쉬프트(Room_Shift) 

룸쉬프트는 초대한 호스트와 초대받은 게스트의 

방의 구조와 크기, 가구의 배치와 종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초대한 호스트의 방처럼 

디자인이 바뀌어 마치 호스트의 방에 다같이 모인 

것 같은 착시효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호스트가 꾸며 놓은 다양한 

오브젝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배치의 순서와 위치가 결정되도록 하였다. 

오브젝트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오브젝트와 공간의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성화 영역(Active Area)’이라 칭하였는데, 

이는 오브젝트가 공간의 어느 위치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오브젝트의 활성화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오브젝트와 다른 

오브젝트와의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의존성(Dependency)’이라 칭한다. 한 예로 

거실에 위치한 소파와 테이블 간의 상호 의존성은 

소파와 벽 시계와의 의존성보다 높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한 오브젝트를 그 기능에 따라 

다른 오브젝트와의 관계의 정도를 맥락적 

해석으로 구분한 것이다. 셋째, 오브젝트와 사용자 

간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영향력(Influence)’으로 칭한다. 영향력은 

오브젝트의 특성상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에 따라 장식품일지 게임플레이에 사용될지 

결정된다. 

 

그림 6 룸쉬프트를 위한 아이템 특성 고려요소 

 

4. 모아룸 활용 

본 연구에서는 22 년 4 월 2 일 ‘디지털스토리텔링’ 

수업(가),(나)반을 모아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문조사 및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 및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림 7 모아룸을 활용한 모아룸 클래스 

학생들의 본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기존 메타버스 서비스에 비해 

캐릭터, 감정표현, 의사전달 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한 시간 넘도록 자신의 

모바일 폰 혹은 타블렛을 들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며, 이로 인해 

강의내용을 기록하거나 집중하는데 방해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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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였다. 이는 현 AR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모바일 폰에 의존하는 AR 서비스는 

최대 30 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서비스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2 에 출품하여 1000 여명의 사용자의 시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 및 보완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림 8 지스타 2022 에 출품한 모아룸 

본 서비스의 주 타겟층은 10 대 여학생이었으나, 

전시를 통한 사용자의 반응의 결과 40 대 

유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와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자녀가 책상에 앉아 

가상환경 안에서 플레이하는 게임의 행위나 

내용에 비해 본 서비스는 현실공간을 인지하면서 

게임플레이를 진행한다는 차별성이 있으며, 이는 

유저에게 보다 능동적인 신체행위를 유도한다는 

점이 40 대 사용자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모아룸(MOARoom)’은 AR 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가상과 현실의 공존이라는 체험 속에서 다중 

사용자가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기존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차별점으로 ‘증강장소성(Augmented 

Placeness)’의 구현이 본 연구에서의 목표 중 

하나였는데, 이는 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특별한 감정과 추억의 경험이 누적된 

하나의 장소로 인지될 때 비로소 메타버스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출시되는 

무수히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러한 장소성을 

창출하고 지속하려는 시도나 기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AR 이 갖는 한계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메타버스가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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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전통 사자탈춤은 벽사진경의 상징으로 여러 탈춤에 

등장한 동물 모방 춤이다. ‘사자탈’ 내부의 두 사람이 

각각 사자탈의 가면과 앞다리 역할인 앞채와 뒷다리 

역할인 뒤채를 담당하여 연희하므로 ‘사자탈’은 4 족 

보행 아바타로 볼 수 있다. 사자탈춤을 메타버스 

콘텐츠로 향유하기 위해 우리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사용자 동작을 사자탈 아바타에 매핑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이러한 사용자 

동작인식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4 족 보행 아바타에 휴먼데이터 적용가능성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딥러닝, 동작인식, 사자탈, 아바타, 매핑, 애니메이션  

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휴먼데이터 기반 동작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합된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러다가 4 족 보행의 동물모습이지만 

사람이 그 움직임을 담당하는 사자탈 아바타에 주목하게 

되었다. 4 족 보행 아바타에 휴먼데이터 기반 동작인식을 

연동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찾은 것이다. 휴먼데이터를 

사용하여 동물 아바타에 매핑한 연구는 적은 편으로[1] 

사용자 동작인식 기반 사자탈 아바타 매핑에 적용하여 

메타버스 콘텐츠로 구현한다면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의 

확장 뿐만 아니라 휴먼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2 연구주제 선정 배경 

‘한국의 탈춤’이 2022 년 12 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되었다. 탈춤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신분과 

계층을 막론하고 사회적 상황과 갈등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낸 마당놀이이다. 특히 여러 탈춤에 등장하는 

사자탈춤은 사람에 의해 연행되는 동물 모방 춤으로 

무병장수, 벽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간 사자(탈)춤 분야에서는 사자춤의 역사, 춤사위, 

아시아 각국 사자춤과의 비교 등이 연구되었는데 연구 

방향이 인문학과 무용학, 민속학 부분에 치우쳐 

있었다[2]. 본 연구에서는 ‘사자춤’이 아닌 ‘사자탈’에 

중점을 두고 전통무용 동작인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휴먼데이터 매핑을 시도하였고 사자탈 아바타를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하였다. 

2. 관련 연구

2.1 동작인식

RGB 카메라를 이용한 3D human pose estimation 

분야는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에는 크게 one-stage pose estimation 과 two-stage 

pose estimation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wo-stage pose estimation 의 경우 2D 

pose estimation 모델을 활용하여 2 차원(x, y) 관절을 

먼저 추출하고[3][4], 이를 2D-to-3D Lifting 모델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3 차원(x, y, z) 관절을 얻는 

방식이다[5][6]. 이 방식은 추후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의 

2D 자세 추정 모델의 사용을 통해 3D 자세 추정 역시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영상의 

경우 여러 프레임 정보를 이용해서 3D 자세를 추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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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학습 및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 또한 

동작인식 부분에서 two-stage pose estimation 

방식으로 2 차원 관절을 먼저 추출하고, 이를 2D-to-

3D Lifting 하여 3D 관절 좌표를 얻었다. 

2.2 동물 아바타 동작 매핑 

• 2.2.1 아바타 매핑

 메타버스의 사용자를 투영하며 가상의 자아, 확장된 

자아를 구현해주는 가상 아바타는 메타버스의 유행과 

함께 큰 발전을 하였다. 최근 아바타 매핑 기술은 IVBO 

(Inducing of the Illusion of virtual body ownership) 

[7]이라는 개념으로 연구가 거듭되어 왔다. 시각-촉각의

상관 관계, 시각-운동-수용의 상관 관계 등을 이용해 

가상의 아바타가 느끼는 감각 등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와 연동하여 가상 아바타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2.2.2 휴먼 아바타 동작 매핑

 휴먼 아바타의 사용자 동작 매핑의 경우 센서를 활용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복잡한 모션 캡처 

장비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자가 접근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VR HMD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VR 디바이스의 경우 

주로 헤드셋과 양손 컨트롤러 등, 3 가지의 센서만이 

존재하기에 적은 End Effector 로 유사한 동작을 생성할 

수 있도록 관절 값의 rotation limit 을 human 

operator 와 일치하도록 설정한 IK 를 기반으로 한 

아바타로 생성하여 사람의 동작을 매핑한다.[8][9] 주로 

센서가 존재하지 않는 발의 경우 사용자의 헤드셋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거나 점프할 때를 제외하면 

땅에 고정시켜 사용한다. 

• 2.2.3 동물 아바타 동작 매핑

동물 아바타 매핑의 경우 다양한 형태, 자세, 종류 

등으로 아바타를 제어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4 족 보행하는 동물의 경우 일반적인 전신 연동 

방식인 Full-Body(이후 FB)를 사용하게 되면 HMD 를 

착용하여 시야가 제한된 채 바닥을 기어 다녀야만 

동작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Half-Body(이후 HB)라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사용자의 손을 제외한 다리와 머리만을 

이용하여 하나의 다리가 앞, 뒷다리를 모두 움직이는 

형태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10]. 하지만 HB 방식의 

경우 양손이 연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각-운동-수용 

상관관계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IVBO 수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동물 아바타 동작 매핑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RGB 

카메라를 활용하여 동작인식을 진행하였으며 4 족 보행 

동물의 상반신을 FB 형태로 매핑한 뒤 하반신을 IK 

형태로 연동하여 동물 아바타에서도 시각-운동-수용 

상관관계를 높여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아바타 동작 

매핑 방법을 고안하였다. 

3. 시스템 설계 및 구현

3.1 시스템 설계

그림 1 시스템 설계 

전통문화 기반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도구로는 Unity3D 를 사용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동작인식 기반 3 D 사자춤은 사용자 

3D 동작인식과 3D 사자탈 아바타 매핑, 2 가지의 

과정으로 설계하였다. 사용자 3D 동작인식 과정에서는 

2 개의 ONNX 모델을 활용하여 two-stage pose 

estimat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D key point 

데이터를 추정한다. 3D 사자탈 매핑 과정에서는 먼저 

사자탈모델에 4 개의 발과 머리를 solver 로 두는 IK 

system 을 구축하였다. 이후 추정된 3D keypoint data 를 

사자탈 아바타의 앞발과 머리에 연동한다. 연동된 

앞발과 머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뒷발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형태의 가상 아바타를 설계하였다. 

3.2 사자탈 아바타 모델링 

사자탈 아바타는 기본적 형태를 ‘북청사자놀음’ 

사자탈의 형태와 색상을 기준으로 디자인하였다. 

‘북청사자놀음’이 우리 전통무용에서 대표적인 

‘사자춤’이기 때문이다. 사자탈 중 사자의 얼굴은 

가면이고 몸통과 꼬리는 탈과 연결되어 있으며 네 

다리는 바지 형태로 분리되어 ‘사자탈’은 사자 전체 

모습을 의미하며 2 인(1 인, 3 인의 경우도 있음)이 

연행한다[11].  

본 연구의 구현에서 사자탈 아바타 모델링에 사용된 

다각형 수는 29,013 개이며 사자탈 아바타는 

RGB 카메라를 이용, 사용자의 동작을 실시간 

트래킹하여 사용자 동작과 사자탈 아바타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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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한다. 사용자의 두 팔을 서로 모았을 때 입을 닫고, 

두 팔을 위아래로 벌리면 입을 벌리는 제스쳐를 

구현하였다. ‘북청사자놀음’에서 사자탈의 입은 무엇을 

잡아먹는 시늉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른 사자탈은 입을 

움직이지 않는다. 사자가 입으로 무언가를 잡아먹는 

행위는 잡귀를 쫓고 마을의 안과태평을 비는 벽사진경에 

주 목적이 있다. 우리는 ‘사자탈의 입’이 특이점이라고 

판단하여 입의 활발한 움직임에 포인트를 두고 입을 

벌릴 때 혓바닥이 보이는 해학적 장면을 구성하였다. 

모아진 두 팔이 좌우로 움직이면 사자탈의 움직임 또한 

리드미컬하게 연동된다. 사용자의 다리를 들어올리면 

사자탈 아바타의 다리 움직임에 반영되어 사자탈 

아바타는 사용자 동작대로 춤을 춘다. 사자탈 아바타는 

털옷으로 덮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동작이 

격렬하거나 RGB 카메라 인식 범위를 넘어설 때는 

사자탈 아바타의 움직임이 사용자 동작과 연동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림 2 사자탈 모델링과정 및 완성된 사자탈 아바타 

3.3 사용자 동작인식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 받기 위해서 two-stage pose 

estimation 방식을 사용하였다.  

• 3.3.1 2D Key point

그림 3 2D pose estimator 모델 학습 

사용자의 2D Key points를 얻기 위해서 2D pose 

estimator 모델을 먼저 학습시켰다. 2D pose 

estimator 모델은 RGB 카메라 기반 이미지를 

Input으로 넣고, Output으로 나온 Heatmap과 

Ground Truth Heatmap의 JointsMSELoss를 

사용해 Loss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되었다.  

𝐽𝑜𝑖𝑛𝑡𝑠𝑀𝑆𝐸𝐿𝑜𝑠𝑠 =
1

𝐽 ∗ 𝐻 ∗ 𝑊
∑ ∑ ∑ (�̂�𝑖𝑗𝑘 − 𝑦𝑖𝑗𝑘)

𝑊−1

𝑘=0

𝐻−1

𝑗=0

𝐽−1

𝑖=0

 

이를 ONNX형식으로 변환시키고 Unity에서 

Barracud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2D Key Points를 

추정하였다.  

• 3.3.2 3D Key point

그림 4 2D-to-3D Lifting 모델 학습 

사용자의 3D Key points를 얻기 위해서 2D to 3D 

Lifting 모델을 먼저 학습시켰다. 2D to 3D Lifting 

모델은 일련의 2D Key Points들을 Input으로 넣고, 

Output으로 나온 3D Key Points를 MPJPE Loss를 

사용해 Loss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되었다. 

𝑀𝑃𝐽𝑃𝐸𝐿𝑜𝑠𝑠 =
1

𝐽 ∗ 𝑁
∑ ∑ ||(�̂�𝑖𝑗 − �̂�(𝑟𝑜𝑜𝑡)𝑖𝑗) − (𝑦𝑖𝑗 − 𝑦(𝑟𝑜𝑜𝑡)𝑖𝑗)

𝑁−1

𝑗=0

𝐽−1

𝑖=0

||2 

이를 ONNX형식으로 변환시키고 Unity에서 

Barracuda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3D Key Points를 

Inference 하였다.  

3.4 사자탈 아바타 애니메이션 

• 3.4.1 FABRIK 기반 사자탈 아바타 생성

사자탈 아바타는 Heuristic Algorithm 을 기반으로 IK 

형태로 설계하여 애니메이션 매핑을 진행했다. 

Heuristic Algorithm 으로 크게 The cyclic coordinate 

descent(CCD) 방식과 Forward and backward 

reaching inverse kinematics(FABRIK) 등, 2 개의 

알고리즘[8]이 존재하며 본 논문에서는 FABRIK 을 

사용하여 사자탈 아바타에 적용했다. FABRIK 는 CCD 

방식 대비 1.7 배 반복이 줄고 9 배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가볍고 성능이 우수한 최신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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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orward and Backward Reaching 

FABRIK 는 타겟이 주어졌을 때 <그림 5>와 같이 

Head Position 이 Target Position 으로 이동한다. 이후 

Tail position 은 늘어난 거리 r 을 이전 거리 d 가 

되도록 위치를 이동시켜준다. 이를 관절에 적용하게 

되면 λ = d/r 을 사용하여 Forward Joint 는 (1) 

수식을, Backward Joint 는 (2) 수식을 거친 연산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𝐹𝐽 =  (1 −  𝜆)𝐵𝐽 +  𝜆𝐹𝐽    (1) 

𝐵𝐽 =  (1 −  𝜆)𝐹𝐽 +  𝜆𝐵𝐽    (2) 

• 3.4.2 사용자 동작인식 데이터 매핑

 FABRIK 기반으로 사자탈 모델의 앞발, 뒷발과 머리, 

척추를 End Effector 로 구성하여 아바타를 생성한 뒤 

사용자 동작인식 과정을 통해 추출한 3D 데이터를 

<그림 6>과 같이 매핑하였다. 3D key point 데이터의 양 

발의 Position 값을 사자탈 모델의 앞발에, 양 팔의 

Position 값의 평균을 머리에 연동하였다.  

그림 6 동작 데이터 매핑 

 이후 연동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뒷발의 End Effector 를 

제어하여 사자탈 아바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사자탈 모델의 root position 을 사용자 3D key 

point 데이터의 hip position 과 연동시켜 사용자가 

움직일 경우 사자탈 아바타가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무병장수와 벽사의 상징인 사자탈을 4 족 보행 

아바타로 모델링하여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동작인식 

기반 휴먼 데이터의 4 족 보행 아바타에 매핑 및 활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RGB 단일 카메라를 사용해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고 이를 4 족 보행 아바타에 매핑 하였다. 

이때 2D pose estimator 와 2D-to-3D Lifting 을 통해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 받았고, 아바타 매핑 과정에서 IK 

기술을 통해 아바타 동작 매핑을 했다. 추후 향상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아바타 생성시 FABRIK 기술이 아닌 

모델의 기하 정보를 학습시킨 딥러닝 기반 IK 모델을 

적용하여 Human Pose Data 를 매핑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자탈 아바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지만, 향후 다양한 

4 족 보행 모델로 확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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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0 대와 30 대 연령대에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경험한 환자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취업난이 겹친 것이 그 이유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통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는 2017 년 69 만 

1164 명에서 2022 년 93 만 3481 명으로 35% 

증가하였으며, 불안장애 환자는 2017 년 65 만 

3694 명에서 2022 년 86 만 5108 명으로 32.3% 

증가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21)  

그림 1 연령별 우울 점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본 연구는 현재 심리,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20 대, 

30 대 사용자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그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온라인 

멘탈케어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안한다.  연구 

목적은 사용자에게 인터랙션이 풍부한 가상공간과 

편안한 분위기의 시청각 미디어를 제공하여 심리적 

우울, 불안 수치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는 심리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의 사용자 경험(UX),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기술(AI), 명상 콘텐츠에 

몰입을 돕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VR)이다. 

사용자의 감정을 인지하는 컴퓨터 비전 AI 모델을 

구현하여  AI 의 감정 진단 데이터에 따라 명상 

공간을 생성하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첫째, 사용자 경험 연구는, 타겟을 

정의하기 위해 퍼소나(Target persona)를 

제작하였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및 저니맵을 

통해 painpoin 를 도출하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겟을 파악하기 위해 비대면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둘째, 감정 진단 AI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표정을 통해 감정을 분석하는 Computer 

Vision AI 와 이에 해당하는 AI Model 과 

Dataset 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AI 감정 진단 

결과 값에 따라 가상 공간 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감정변화에 따른 공간의 형태, 색, 사운드의 변화 

요소 구현을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림 2 연구 범위 시각화 

2. 조사 및  분석

2.1 문헌연구

감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다. (국립국어원).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은 여러가지 감정에 따라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 연구해왔다. 캐논 

(Cannon)는 분노와 두려움 같은 극단적 감정은 

폭발적인 몸의 활동을 준비하는 응급반응을 

수반한다고 하였다. (Jung & Na), 2007) 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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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해 느끼는 기분을 생리 반응, 얼굴 표정, 

기호 언어 표현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플루칙(Plutchick, 1980)은 기본 감정을 공포, 분노, 

슬픔, 기쁨, 수용, 혐오, 기대, 놀라움으로 분류한 

‘감정바퀴'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8 가지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은 기본 감정의 혼합에서 파생되며, 

이는 3 원색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기쁨과(joy)와 기대 (anticipation)라는 감정이 

더해져 낙관 (optimism)이라는 감정이 파생되며, 

혐오(disgust)와 슬픔 (sadness)의 감정이 더해져 

회한 (remorse)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플루칙은 유사한 감정을 묶어 같은 계열의 

색으로 표기하였고 감정 어휘의 감정 강도를 컬러로 

표현하였다.   

2.2 경쟁사 분석 

현재 시장에 출시된 심리 안정 목적의 메타버스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제공되는 가상 공간의 

개수가 한정 되었고, 사용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지 못해 사용자 만족도가 

낮았다. 

표 1. 심리, 명상 관련 VR 콘텐츠 비교분석 

 

2.3 사용자 설문 조사  

비대면 설문조사 대상은 VR/XR, APP, 온라인 상담, 

대면상담 등 2 가지 이상의 콘텐츠 사용 경험이 있는 

자로 20~60 대 Main Target 연령대를 중심으로 총 

29 명 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 이용도가 낮으며 자신이 

겪는 심리장애를 모르는 응답자가 많았다. 23 명 

(76.7%). 이동시 대중 교통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심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있으며, 11 명(37.9%)는 일주일에 30 분 

이하의 짧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 응답자들은 

콘텐츠 이용시 사운드 관련 요소와 시각적 형태 

요소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비대면 심층 인터뷰 

결과로는 주로 잠자기 직전에 컨텐츠를 이용을 하며 

폐쇄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특성이 있었고, 

VR 컨텐츠를 활용할 시 시각/사운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패인포인트는 1) 

심리 명상 경험이 있으나 큰 효과를 못 느끼는 것 2) 

VR 콘텐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3) 명상 

숙련자로서 유도 명상은 오히려 불편함 이었고 이에 

따른 니즈는 1) 복잡하지 않고 예측가능한 콘텐츠가 

있는 VR 2) 빈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짧은 콘텐츠 

3) 혼자서 즐기는 서비스가 메인 4) 기존에 많이 

했던 명상을 더 심도 있게 체험 할 수 있는 콘텐츠 

필요 5) 유도명상 보다는 자연이나 어떤 현상을 

안정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였다. 

 

3. 감정 반응형 메타버스 공간 제안 

3.1 퍼소나 및 저니맵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타겟은 학업이나 

직장의 과도한 업무 또는 사회 생활에서 오는 

압박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큰 20,30 대이다. 

메인 퍼소나인 ‘무기력’은 대도시에 사는 20 대 후반 

여성으로 ‘바쁘고 자극이 많은 도시의 삶에서 

혼자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필요로 

한다. 서브 퍼소나인 ‘윤우울’은 20 대 대학생으로 

심리 불안 문제를 자신의 의지 부족으로 치부하거나, 

강도 학업/업무 업무로 인해 자신의 심리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병원에 갈수 

있을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은 출퇴근 

이동 중, 귀가 후 수면 직전 등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퍼소나의 저니맵을 분석해보면, 회사와 학교에 

출근하는 아침(07-09 시)와 잠드는 시간인 밤(20-

02)시에 무기력, 불안함, 불면증과 같이 심리장애와 

연관된 현상을 경험한다.  

표 2. 심리 장애를 겪는 20 대, 30 대 고객여정지도 

 

3.2 콘텐츠 제공 방안 

Computer Vision AI 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을 

정량화 하여 심리 상태를 진단한다. 결과에 따라 

명상 공간을 생성하고 안정적인 음악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HMD (Head Mounted Display)를 통해 

자신의 심리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명상공간에 

입장할 수 있다. App 을 통한 심리 상태 확인 및 

명상 수행 아카이빙과 감정 결정 오브젝트 수집 

요소를 통해 지속적인 콘텐츠 사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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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I 구현 방안 

AI 는 사용자의 감정을 얼굴 표정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 빠르게 분석하며, 이를 Unity Script 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용량 부담이 적고 

처리속도가 빠른 Mobile-Net 모델을 활용하여 안면 

감정인식 머신 러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학습 데이터의 경우는 AI-HUB 의 한국인 

감정인식을 위한 복합 영상 데이터셋과 Kaggle 

FER 2013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다. 데이터셋의 

감정 분류는 7 가지이며 기쁨, 슬픔, 역겨움, 분노, 

놀람, 두려움, 보통 이다. 테스트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비율을 7:3 (342,142 장: 146,632 

장)으로 설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감정 진단 인공지능의 Output Data 는 7 가지 

감정에 대한 정확도 수치를 100 분위로 측정한 정수 

데이터이다. 해당 Output Data 를 Unity 비주얼 

스크립팅에 리얼타임으로 Input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사용자의 감정을 AI 가 측정할 때마다 

가상 공간이 생성, 변화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3 AI 감정 진단에 따른 공간 생성 기술 

3.3 공간 구현 방안 

공간 구현 방법으로는 플루칙의 ‘감정 바퀴’모델을 

기준으로 감정을 8 가지로 분류하고 색, 형태, 

움직임을 결합하여 각각의 감정을 공간화하여 심리 

명상 공간을 구현한다.  

 

그림 4 감정에 따른 색 

공간은 Unity 를 기반으로 생성되며, 빛과 하늘의 색, 

수면의 높낮이, 벽체 폼팩터의 형태와 움직임, 빛의 

밝기, 그림자의 각도와 같은 요소가 결 AI 분석 

결과값에 따라 생성된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의 공간은 뾰족하고 작게 튀어난 

형태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두운 붉은 색의 빛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공간을 이동하며, 날카로운 

그림자를 공간 내부에 생성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인 평온(수용)은 큰 곡선의 형태로 만들어진 

벽을 갖고 있고, 연두색의 빛이 천천히 움직이며 

물결과 같은 곡선 그림자를 공간 내부에 프로젝션 

한다.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각각의 감정에 따른 

사운드가 적용되는데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템포가 

빠르고 피치가 높은 불규칙한 소리, 긍정적인 

감정에서는 템포가 느리고 피치가 낮은 예측 가능한 

리듬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사운드가 나온다.  

 

그림 5 감정별 가상 공간 구현 예시.  

 

4. 결론  

팬데믹과 바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20, 

30 대가 심리장애를 앓고 있지만,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등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해당 연구가 제안하는 명상공간 메타버스 

서비스는 바쁜 일상 속 출퇴근 이동 시, 귀가 후 

집에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심리 관리에 소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뿐 

만아니라, 기존 명상 VR 콘텐츠가 정형화된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면, ‘감정 

감응 명상 메타버스’는 감정 인식 AI 모델이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하여 색상, 형태, 움직임, 

그리고 사운드의 결함을 통해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을 가상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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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몰입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미래의 완전자율주행 

퍼스널모빌리티의 콘텐츠로써 제공하게 된다면, 

이동과 명상 콘텐츠에 몰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 ESG 측면에서는, 국가 

복지 서비스로써 일정한 루트를 이동하는 특수목적 

차량을 국가 전반적인 정신건강 개선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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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gle-source domain generalization (SDG) in 

medical segmentation is a challenging yet 

essential task due to the ubiquitous domain 

shifts across clinical image datasets. In this 

paper, we present a novel illumination enhan-

cement-based domain generalization framework 

to improve the generalization capability of the 

model on unseen test datasets. Specifically, we 

first develop an image decomposition network 

(IDN) to decompose polyp images into reflecta-

nce, local illumination, and global illumination 

components, respectively. To derive images 

with various global illuminations, we further 

propose an illumination transform network 

(ITN) to generate target-like global illumination 

maps. We extensively evaluate the proposed 

model in polyp segmentation performance on 

four colonoscopy datasets: CVC-ClinicDB, 

CVC-ColonDB, ETIS-Larib, and Kvasir-SEG. 

Our proposed method obtains satisfying 

segmentation results on unseen datasets and 

outperforms other image enhancement and 

domain generalization methods.   

Keyword 

Polyp segmentation, deep neural network, 

domain generalization 

1. Introduction

Colorectal cancer (CRC) is a prevalent malign-

ancy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and also the 

second most common cause of cancer-related 

eaths in the nite  tates. An accurate 

an  automatic polyp segmentation is attracting 

more an  more attention. 

Althoug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have achieved remarkable success in 

medical image segmentation, a key issue is that 

there exists distribution shift between the test 

dataset and the training dataset caused by many 

factors including imaging protocols. Domain 

generalization (DG) has thus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model generalizability on arbitrary 

unseen target domains by learning a universal 

model using only the datasets from source 

domains [1].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worst-case scenario of DG, single-domain 

generalization (SDG), which is more feasible 

without aggregating multi-domain data from 

different institutions considering the difficulty in 

data sharing due to privacy concerns [2].  we 

present a novel global illumination-based data 

augmentation approach to solve the SDG 

problem of polyp segmentation by generating 

diverse illumination-augmented samples. Speci-

fically, we design an image decomposition 

network (IDN), which learns to decompose 

polyp images into reflectance, local illumination, 

and global illumination components, respecti-

vely. To derive images with various global 

illuminations, we propose an illumination 

transform network (ITN) to generate target-like 

global illumination maps. 

2. etho ology

Fig. 1 illustrates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proposed approach, which consists of an image 

decomposition subnetwork, a global illumination 

enhancement subnetwork, and a segmentation 

subnetwork. We devise novel residual block-

based networks to decompose a polyp image 

into a reflectance map, a local illumination map, 

and a global illumination map, respectively. Our 

proposed illumination decomposition networks 

are composed of a shared encoder and three 

decoders. Our approach adopts the residual 

block architecture for image decomposition, as 

it is capable of effectively separating low-

frequency and high-frequency information. 

Specifically, for a paired input polyp images 

and , albedo feature , local illumination 

feature , and global illumination feature  are 

extracted by the shared encoder. Then 

reflectance map , local illumination ,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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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ion are obtained by feeding the

extracted features to the corresponding decod-

ers. To synthesize a global illumination map 

with target-like global illumination distribution 

, we feed both the source global illumination 

 and the target global illumination  to the 

proposed illumination transformation network. 

The global illumination augmented polyp images 

are rendered by the synthesized global 

illumination map , the local illumination map 

, and the reflectance map . Finally, the 

synthetic polyp images  with various 

illumination distributions are added to the 

original polyp image dataset to help train the 

segmentation network for better model 

generalization ability. 

Figure 1 Overall framework of global illumination enhancement-based domain generalization 

network for generalizable polyp segmentation 

3. Experimental Results

3.1 Experimental Setup

We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on four 

widely-used public datasets for polyp 

segmentation including CVC-ClinicDB [3], CVC-

ColonDB [4], ETIS [5], Kvasir [6]. All these 

datasets are captured from different institutions 

with different imaging conditions. The images 

from each domain are split into training and 

testing sets based on a ratio of 4:1. In our 

experiment setting, we take turns to choose 

each dataset as the source domain to evaluate 

the method performance and use each of the 

remaining three datasets as the target domain. 

For image pre-processing, all the input images 

are resized to a resolution of 256 256.  

3.2 Comparison Results 

As shown in Table 1, we conduct four 

experiments to test the model's generalizability 

by comparing our method with seven state-of-

the-art methods of data enhancement and 

domain generalization. In all four tasks using 

different source domain, our proposed method 

achieves the best performance with consider-

able improvements. Especially, our proposed 

method achieves 60.82% mean Dice and 53.19% 

mean IoU, which is 2.06% and 2.31% higher 

than Randaugment, the best comparison method. 

Unlike BigAug, Randaugment randomly selects 

several augmentation techniques applied on the 

polyp images, which benefits the improvement 

over model generalizability due to the diverse 

augmentation operations and also alleviates the 

structure loss caused by inappropriately select-

ed augmentation. Our proposed method still 

outperforms the best comparison method, Ran-

daugment, demonstrating its effectiveness in 

improving model generalizability for polyp 

segmentation.    

In Fig. 2, we also provide the visualization 

results of polyp segmentation of previous state-

of-the-art methods and our method. On the 

first two rows, since the shape of polyp areas is 

simple, all methods are able to segment the 

polyp tissues precisely, but the results obtained 

by our proposed method are the most similar to 

the ground truth. In the last four rows, the 

complex shapes and various illumination 

orientations of the polyp areas make it 

challenging for accurate segmentation.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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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we can observe that the segmentation 

results on the last four rows obtained from 

comparison methods are cluttered and 

incomplete compared with the ground truth. 

While our proposed method is still able to 

detect the polyp and segment it accurately even 

if the shape of the polyp is complex and the 

illumination is various.  

Table 1. Comparison to the previous SOTA methods 

using different dataset as source domain (Dice %). 

Bold faces denote the best results per column. 

Method D1 D2 D3 D4 Avg. 

w/o DG 57.70 44.40 53.21 63.98 54.82 

BigAug 56.79 42.10 60.26 69.56 57.18 

Randau 

gment[7] 

59.11 50.41 58.78 66.73 58.76 

ADA [8] 57.92 42.98 49.33 61.35 53.04 

Ours 64.64 47.74 61.73 69.17 60.82 

Figure 2 Qualitative comparison with state-of-the-

art domain generalization methods using the CVC-

ClinicDB dataset as the source domain while each of 

the remaining datasets is employed as the target 

domain, respectively.  

4. Disscusion and Future Work

As the detailed structural information of a polyp 

image mainly carries in the reflectance 

component and the local illumination component, 

global illumination changes have little impact on 

the loss of structure information of a polyp 

image. Therefore, the proposed global illum- 

ination-based augmentation can accurately 

segment the polyp areas using augmented polyp 

images.  Furthermore, the position or shape of 

the highlight may affect the recognition of the 

polyp areas and different materials caused by 

disease severity (the degree of unevenness) 

may also affect the difficulty of the polyp image 

decomposition. Thus, we will investigate the 

impact of highlights and materials on the 

generalized segmentation performance in future 

work. 

5. Conclus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illumination 

enhancement-based domain generalization 

framework for polyp segmentation. It largely 

alleviates the issue of the domain gaps caused 

by various illuminations. An IDN module is first 

proposed to decompose polyp images into 

reflectance, local illumination, and global 

illumination components, respectively. To 

derive various global illuminations, an ITN 

module is proposed to transform the source 

global illumination to generate target-like global 

illumination in an adversarial manner. Compre-

hensive experiments are conducted on four 

colonoscopy datasets from different institutions 

or devices and the proposed approach outper-

forms all SOTA methods with considerable 

improvement,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in the improvement of 

model generalization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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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를 이용
해 온라인 음원 플랫폼에서 발현된 스트리밍 어
뷰징 사례를 분석한다. 구체적인 최근 사례들을 통해 
기술 기반의 행위자가 또 다른 행위자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디지털 음원 
플랫폼의 정산방식 구조를 통해 생성된 현상들
은 어떻게 파생되고 또 어떻게 파급(번역)되는가
를 알아본다. 또한 어떤 행위능력이 무엇을 
더욱 견고한 네트워크로 새롭게 만들어가는지 
ANT 의 틀 안에서 그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생산자는 수익 창출을 위해 비인간 행위자
의 네트워크 안에서 수용자들을 차별성 있는 번
역 과정에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은 생산자들이 만들어 놓은 블
랙박스를 통해 동맹을 맺거나 혹은 중단하기도 하
지만, 동맹 후에 생산자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올
리는 수용자는 또 다른 블랙박스를 생성하는 사
례를 볼 수 있다.

주제어 

Spotify, 온라인 음원 플랫폼, 음원 사재기, 행위

자 네트워크 이론 

1. 서 론

음악이 디지털 음원으로 플랫폼을 통해 생산과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 - 특
히 10 대에서 30 대의 젊은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음
악은 생활필수품처럼 자리를 잡았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며 음악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계
기는 음악 비즈니스 산업에도 엄청난 자산 확장
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위한 재투자 기회의 장이 
열렸다. 그러나 디지털 음악 산업이 꼭 좋은 기회
만 제공한 것은 아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
에서 소비과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현실에 적응
해야 하고, 기획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운영을 재구성해야 하는 투자 
측면에서 위험도 큰 편이다. 음악을 만드는 생산자 
입장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역시 마케팅 
홍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지배적이며, 또 
법적 보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저작권이나 
재산분배에도 열악한 상황이다. 더욱이 음원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행태는 설상가상 음악을 
프로모션 해준다는 설정으로 월 요금제에 따라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재생수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클릭 사기(click fraud) 방지 프로그램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사이트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 라디오 시장에서 벌어진 뇌물수수(Payola)와 
유사하다. 불법은 아니지만, 조작된 차트로 소비자의 
전반적인 청취 패턴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에 
기반하지 않고 조작된 차트에 의해 소비자가 평소에 
듣지 않을 음악을 듣도록 강요하고 실제 인기를 
기반으로 차트(재생목록)가 구성되는 것을 
방해한다[1]. 음원 플랫폼 시장에 대해 정부의 강제적 
개입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며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공론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2]. 비인간 
행위자인 디지털 음원이 또 다른 비인간 행위자인 
음원 플랫폼을 만나면서 국내외 스밍총공의 문제는 
대중음악의 소비생산에서 법적제재가 불가능한 
기이한 현상들을 발현시켰다. 이러한 현상들은 
귀여울 정도로 가벼운 호소로 시작한 아티스트의 
행위뿐 아니라, 팬덤의 군단을 움직이기까지 
계획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법체계를 빠져나가는 
방식을 강행한 예도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최근 사례들을 통해 기술 기반의 
행위자가 또 다른 행위자와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디지털 음원 플랫폼의 음원정산방식 
구조를 통해 생성된 현상들은 어떻게 파생되고 또 
어떻게 파급(번역)되는가를 알아본다. 또한 어떤 
행위능력이 무엇을 더욱 견고한 네트워크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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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가는지 ANT 의 틀 안에서 그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티스트, 소비자, 
음원정산방식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필수통과점(OPP)인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결과의 
블랙박스로 발현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장의 
각 사례에서 보이는 네트워크의 형성과 번역과정을 
미셸 칼롱(Michel Callon)의 번역의 4 가지 단계[3]를 
대입하여 그 궤적을  기술(description)한다. 이때 
아티스트의 생산구조와 팬들의 수요방식에서 
일어나는 번역과정과 막강한 권력(Power)을 어떻

게 구축하고 블랙박스화해 가는지에 관해 기술한다.

2. 선행연구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를 이용한 국내 문화예술 
분야의 논문은 해외 논문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ANT 를 이용한 국내 논문 

가운데 김진택(2012)의 대중문화콘텐츠, 박양우, 
이유리(2012), 정명철, 오준호(2016), Tse, Shin & 
Tsang(2020)의 대중음악산업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였으며, ANT 를 이용한 Prior(2018) 해외 

논문연구에서 가상 아이돌의 목소리가 비인간 
행위자인 마이크와 같은 장비를 통해 어떤 번역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유사 주제를 살펴본다. 또 
ANT 의 관점은 아니지만, 음원 플랫폼에서의 

정산방식을 통해 디지털 불법 복제가 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Kim(2018)의 해외 논문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유사 주제로서 관점 비교를 위해 분석이 
필요하였다. 

 정명철·오준호(2017)의 연구에서는 에이펙스 
트윈이라는 음악가 온라인 음원 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음악을 생산하고 그 생산한 

음원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이 음악을 재생산해 내는 
번역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다. 
새로운 번역은 에이펙스 트윈이 사운드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부터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특성에 의한 

세 가지 기능에서 또 다른 번역 양상을 지적했다[4]. 

또 다른 정명철, 오준호(2016)의 논문에서는 ANT를 

통해 대중음악 연구자들의 악기, 장비, 온라인 플랫폼, 
법, 카메라,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을 
인간의 도구적 수준으로 격하시키지 않고,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고유한 물적 특성과 행위능력을 
분석하였다. ANT를 비가시적인 영역을 가시화하여 
그 행위 동선을 파악하였으나 일부 매체에 국한되어 

있으며, 음악 실천 양식들의 맥락적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문헌고찰 연구이다[5]. 

Prior(2018)의 연구는 주제의 유사점도 있지만 
ANT 의 분석이 매우 흥미로웠다. 그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기까지 소리가 공진화하는 비인간 
행위자의 연결구조를 ANT의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목소리를 재개념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불순하게 하거나 인공적, 기계적인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확장하여 공진화하는 
행위능력의 열린 체계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 

관계성을 기술하였다[6]. 

Kim(2018)의 연구는 ANT 적 관점의 연구는 
아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같은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징 기술의 도래로 
해외 K-Pop 팬들에 의한 불법 복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다루고 있는데, 시청자가 디지털 시대의 

특정 집단의 시각을 통해 세계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방식의 사례를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로 통제와 
감시가 강화하고, 독재적이지만 해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을 재정렬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권한 부여의 새로운 기술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도 

충분히 ANT로 재조명해 볼 수 있다[7]. 

김진택(2012)은 문화콘텐츠의 이해와 적용을 공간의 
복원 및 재생의 영역에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으로 
해석하였다. 문화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주와 이해, 전환 작업은 ANT가 칭하는 
번역이며, 또한 ANT 중 번역의 개념의 이해와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번역과정의 추적과 

서술 작업은 스토리텔링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전략임을 시사하였다[8]. 

박양우, 이유리(2012)는 ANT 로 한국 대중음악 

이해당사자를 주요 행위자(actors)로 보고, 행위자들 
간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 및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이 11 개의 주요 행위자 중 가장 영향력을 큰

행위자를 관리 측면의 기획사를 뽑았으며 그다음으로
방송국을 뽑았다. 그러나 10 년이 지난 지금의 주요
행위자는 팬덤 소비자인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9].

Tse, Shin & Tsang(2020)의 연구는 문화 생산에서 
시장 행위자의 대리인, 협상 및 논쟁적인 관행을 

전면에 내세우는 '문화 매개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일명 ‘매력적’이고 ‘유행을 따른’ '패션성'의 사회적 
구성을 조사한다. 문화 매개의 이해에 대한 문화-

경제적 접근을 발전시키고, 매트릭스 개념을 통해 

ANT의 환원주의적 관점을 정리하였다[10]. 

위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대중음악 유통 혹은 
정산방식을 주제로 하는 논문은 꽤 많이 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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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 ANT 로 접근한 연구는 자료가 많지 않다. 
3장에서는 음원 플랫폼의 정산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두 가지 사례를 ANT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마다 첫 문단은 사례에 대한 사실을 기술하였고, 
그 후에 ANT 의 번역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사례 1 과 2 는 윤리적 관점에서는 누가 봐도 
불법이지만 현재의 법망을 피해 저지르고 있는 
수익구조에 대한 사례이며, 사례 3 는 공감을 

유발하는 홍보에 의한 수익 방식과 어뷰징에 대한 

수용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3.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번역 과정

대표적인 온라인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많은 음원 
유통 업체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제공해 현재 6,000만 

곡 이상의 곡을 보유하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음원이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과정 중 
필수통과지점으로서 무제한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 음원 

정산, 플레이리스트 등의 행위능력을 갖게 된다. 무제한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는 스포티파이와 소비자가 월정액 
요금지불과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호 간의 행위능력이다. 이 행위능력을 통해 
스포티파이는 수익이 발생하여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먼저, 스포티파이를 통해 음원을 유통한 

아티스트에 대한 정산이 가능해진다. 스포티파이가 음원 
정산에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비례 분배 정산 방식‘으로 
기존에 음원 유통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산법이다. 이 행위능력으로 아티스트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며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음악과 
유통에 대해 투자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스포티파이는 

아티스트에게 필수통과지점으로 작용하며, 매출과 
성과로 반영된 음원 차트 및 플레이리스트는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스포티파이는 사용자에게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며 이는 스포티파이의 강력한 
행위능력으로 아티스트에 대한 권력구조를 갖게 된다. 
스포티파이의 ‘플레이리스트 ’는  다양한 장르 분류가 

있으며 음악을 인기 순위별로 자동으로 음악을 선정해 
만들어지는 스포티파이의 핵심 기능이다.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며 아티스트는 플레이리스트 

알고리즘에 노출되기 위해 음악에 대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시도하며 그것이 음악에 대한 수익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 

그림 1 은 스포티파이의 행위능력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네트워크 안에 하나의 거대한 
필수통과지점을 구축하게 된다. 스포티파이의 

행위능력은 전반적으로 소비자와 아티스트 간에 
네트워크를 선순환적으로 잘 구축하고 그것은 
블랙박스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양측 행위자들의 

예기치 못한 네트워크의 동맹으로 기이한 번역을 
창출한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상호 행위자들의 

번역을 살펴보고, 스포티파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능력의 모순점이 발견할 수 있다.  

그림 1스포티파이와 아티스트, 사용자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 

3.1 불가리아 ISRC의 스포티파이 스캠 

2017년 5월 3일 스포티파이에는 ‘Soulful Music’, 
‘Music From The Heart’라는 두 개의 재생목록이 
만들어졌다. 불가리아의 ISRC(국제 표준 녹음코드)에 

첨부된 총 467 개의 음원은 모두 허위(pseudo)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또 음원은 
일반적인 대중음악이 아닌 기침 소리나 뱉어내는 

소리, 재채기 등의 효과음(Foley sound)으로 구성된 
30 초 정도 길이의 소리 그 자체였다. 이 허위 
아티스트들은 약 1,200개를 유료계정 이용하였는데, 

스포티파이는 이들이 월평균 약 1 억 300 만 회 
스트리밍할 수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비정상적인 
스트리밍 방법으로 해당 재생목록은 인기 순위 

차트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첫 진입 후 
편승효과(Bandwagon Effect)로 인해 ‘Music From 
The Heart’는 글로벌 차트 84 위, 미국 차트 

22 위까지 진입하였으며, ‘Soulful Music’은 글로벌 
차트 35 위, 미국 11 위까지 진입하게 되었다. 해당 
재생목록은 같은 해 9월 말, 주요 레이블 임원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스포티파이는 서비스 콘텐츠 
정책위반의 사유로 그들의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스포티파이는 그들이 월평균 약 

$1,000,000(13 억원)에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스포티파이가 불가리아 
ISRC 로 구성된 모든 계정에 대한 저작료를 온전히 

지급했다는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몇 달간 주요 
레이블과 저작권 보유자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조사하였지만, 이 행위자들의 모든 계정이 

검증할 수 있는 소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스포티파이는 뒤늦게 스트리밍 활동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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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 2 허위소비자(아티스트)가 어뷰징을 통해 사용자를 

유입시킨 칼롱의 번역과정 

그림 2 는 사례 1 을 칼롱의 번역 과정 4 단계로 
구성하였다. 최초의 허위 행위자는 467개의 음원을 
제작한 행위자로서 두 개의 재생목록을 스포티파이에 

생산하고 발매한다. 소음으로 구성된 이 두 개의 
재생목록은 네트워크 교란을 주도하는 1,200 명의 
집단 허위 사용자를 끌어들여 동맹을 맺는다. 최초의 

허위 행위자는 자신의 의지를 매개자인 허위 
사용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시키는 일의 목록을 
기입함으로써 번역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동맹을 

맺은 1,200 명의 허위 사용자와 467 명의 음원을 
제작한 아티스트는 별개의 행위자가 아닌 하나의 
동일 행위자였다. 여기까지를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이 1,200 명의 허위 사용자들은 차트 진입을 
위해 5 개월간 밤낮없이 스트리밍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차트에 진입한다. 재생 목록의 차트 입성은 

스포티파이의 블랙박스인 차트를 교란하면서, 
지속해서 순위에 올랐고 번역의 중심에 서게 된다. 
차트 상위권 진입에 성공한 비인간 행위자인 재생 

목록은 스포티파이 실재 가입자인 소비행위자들의 
‘관심끌기’에 성공하였고, 이 소비 행위자들은 차트에 
진입한 재생 목록들을 자신의 목록에 ‘등록하여’ 

네트워크에 동참한다. 스포티파이의 블랙박스인 
차트에 영향을 받는 실재 소비행위자들에게 인기라는 
불변의 가동물을 이용해 실재 소비행위자들의 

동맹(스트리밍)을 유도하여 재생목록은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실재 소비행위자들의 등록은 
허위행위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였고 

‘동원하기’에 성공한다. 칼롱의 번역의 4 단계는 
여기까지 하나의 세트로 묶인 번역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외부의 제 3 행위자가 개입하기 전까지 단합된 
동맹군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성공한 번역 과정이었다. 
제 3 행위자의 등장은 번역에서의 반역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점철된 재생목록의 권력은 
순식간에 결절된다. 스포티파이의 서비스 중단이라는 

법적인 행위능력으로 허위 행위자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소멸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권력 
행위자인 스포티파이의 모순을 볼 수 있다. 

스포티파이가 허위 행위자의 서비스 중단과 동시에 
이 불가리아 ISRC 로 구성된 모든 계정에 대한
저작료를 온전히 지급했다는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허위 행위자의 세부 데이터를 조사하였지만, 그들의
모든 계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계정이었기
때문이다. 번역의 과정에서 허위 행위자를 척결하고

스포티파이에 직접적인 손실은 없었다. 하지만 실재
소비행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므로 동맹 맺었던
네트워크는 손실을 줘왔고, 블랙박스화되었던 차트는

그 신뢰를 의심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스포티파이는 자신들의 음원 정산 방식이라는

행위능력에 대한 사각지대를 직면하게 된 것이다.

3.2 버프펙(Vulfpeck)의 ‘Sleepify’ 

2014 년 3 월, 미국 펑크 밴드 버프펙(Vulfpeck)은 
앨범 ‘Sleepify’를 온라인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를 

통해 발매하였다. 10 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Sleepify’는 약 30 초 길이의 무성(無聲)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트랙의 제목은 ‘z’, ‘zz’, ‘zzz’, 

‘zzzz’ 등으로 영어권 사람들에게 수면을 뜻한다. 
버프펙은 해당 음반의 발매 목적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는데, ‘Sleepify’ 스트리밍으로 

발생한 저작료를 밴드의 무료 콘서트 투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팬들이 자는 동안 스포티파이를 통해 앨범을 

재생하길 요청하였는데, 이는 스포티파이의 행위능력 
중 하나인 무제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무한 반복하는 행위로 일반적인 음악감상을 벗어난 

사용법이었다. 이렇게 번역된 스포티파이의 
행위능력이 약 두 달간 발화된 결과, 약 US 
$20,000(2 천만원)의 저작료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감지한 스포티파이는 2014년 4월 26일 
버프펙의 ‘Sleepify’를 스포티파이의 서비스 콘텐츠 
정책위반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같은 해 7월 

빌보드는 버프펙이 총 $19,655 의 저작료를 받았고 
추가로 1,100 달러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버프펙은 크라우드 펀딩의 목적을 

달성하며 8 월, 9 월에 샌프란시스코, 샌루이스 
오비스포,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앤하버, 뉴욕에 

예정된 Free Sleepify Tour 를 열 수 있었다. 이 
사실로 밴드의 설립자 잭 스트래튼(Jack Stratton)은 
2018 년 CNBC 와의 인터뷰에서 스포티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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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를 비판하고 비례 배분 
정산 방식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정산 방식을 

제안하며 사용자의 커밍아웃을 유도하였다. 

그림 3 아티스트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사용자를 
유입시킨 칼롱의 번역과정 

사례 3 을 칼롱의 번역 과정 4 단계로 구성해보면, 
버프펙이 ‘Sleepify’를 발매하여 유튜브를 통해 

팬들에게 새벽시간 어뷰징을 이용한 크라우드 펀딩을 
제시한 것을 ‘문제제기’로 본다. 유튜브를 통한 
버프펙의 절실하고도 정직한 호소는 사용자들을 

공감이라는 동맹의 기초를 마련했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중단하고 우회할 만큼 정산을 후원이라는 
개념으로 ‘관심끌기’에 성공한다. 영상을 본 팬들은 

그들의 크라우드 펀딩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였고 이를 
‘등록하기’로 본다. 버프펙이 CNBC 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포티파이의 행위능력인 무제한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와 비례 배분 정산 방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음원 정산에서는 비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모순, 즉 반역을 알리게 된다. 이는 기존의 비례 

배분 정산 방식의 허점을 보여주며 팬덤이 아닌 
사용자들에게까지 ‘관심끌기’를 성공한다. 
팬덤(사용자)은 지지의 뜻으로 ‘Sleepify’를 

재생하였고 버프펙의 CNBC 인터뷰로 그들의 목적이 
비례 배분 정산 방식에 허점임을 밝히며 그들의 
네트워크에 ‘동원하기’ 되었다. 이는 필수통과지점인 

스포티파이를 통해 인간 행위자 아티스트와 또 다른 
인간 행위자 팬덤(사용자) 간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번역이었다. 반역에 대한 결과로 필수통과지점인 

스포티파이의 강력한 권력 중 하나인 음원 
정산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붉어졌고 개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아티스트가 소비자와 동맹을 이루고 

필수통과지점인 스포티파이가 갖는 음원 정산이라는 

행위능력에 대한 모순을 증명해냈다. 

3.3 결과 

2 가지 사례를 ANT 의 틀 안에서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2 가지 사례 모두 현재 음악산업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필수통과지점인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행위능력으로 인해 생기는 

권력구조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새로운 번역들이 발생하였다. 

먼저 불가리아 ISRC 의 스캠의 번역은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행위능력을 행위자가 악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음원 플랫폼이 아티스트에 갖는 
강력한 권력을 역이용하여 번역을 일으켰다. 불특정 

소비행위자로 인한 차트는 편승효과를 일으켜 실제 
소비자들의 유입을 성공하였고 이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아티스트가 짊어지게 되었다. 불가리아 

ISRC 의 스캠은 아티스트로 위장한 소비자가 
스트리밍 판매량 증가에 필요한 음악의 최소 길이의 
음원을 이용해 스스로 어뷰징을 했다. 번역의 결과로 

스스로가 소비행위가 되어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행위능력을 악용했다. 하지만 번역의 결과로 법적 
문제가 있거나 실제 온라인 음원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음원 
플랫폼이 사실상 그동안 방관에 가까운 운영 태도가 
드러났다. 이에 정당한 아티스트들과 일반적인 

소비행위자들의 신뢰가 약해지고 그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손실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정적 측면이 

들어났다. 

버프펙의 ‘Sleepify’는 위와 같은 번역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었다. 버프펙은 팬덤을 이용한 위와 
동일한 번역을 일으켰지만,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들은 
금전적 이익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정산을 후원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일으켰다. CNBC 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행보가 현재 유통시장의 허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들의 네트워크에 구성된 소비행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들의 네트워크가 강한 권력을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버프펙은 온라인 음원 플랫폼과의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정산 방식을 개선점으로 

제시하여 기존 네트워크의 행위자들 간에 결속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아티스트의 거대한 
수익창출만이 목적이었던 불가리아 ISRC 의 

스캠과는 다른 행위자의 긍정적 수용 태도를 

보여주었다. 

현재 음악산업에 위 사례들의 번역이 몰고 온 

결과들이 있다. 불가리아 ISRC 의 스캠 같은 
번역들로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행위능력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괴물이 탄생했다. 이들은 일명 
스트리미파이(Streamify)라고 불리며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마치 여행패키지 상품을 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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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듯 어뷰징에 대한 구체적 금액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스트리미파이는 현행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6 조, 일명 음원 
사재기 방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간다. 사실상 현재 
국내 음악유통시장에 상륙해서 보급된다면 짧은 

시간에 시장은 마비가 될 것이다. 버프펙은 반역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점을 내놓았다. 
버프펙이 제안한 사용자 중심의 정산 방식은 현재 

국내 IT 기업 네이버의 온라인 음원 플랫폼에서 
VPS(Vibe Payment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6 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사운드 클라우드 

역시 2021 년 4 월부터 팬 파워드 로얄티(Fan-
Powered Royalties)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중심의 
정산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소비행위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지만 아직 다른 온라인 
음원 플랫폼과 같은 다른 행위자들에게 아직 그 

필요성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음악생산자가 수익 창출을 위해 

비인간 행위자의 네트워크 안에서 온라인 음원 
플랫폼 사용자들을 차별성 있는 번역 과정에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음악생산자들이 만들어 놓은 블랙박스를 통해 동맹을 
맺거나 혹은 중단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음악생산자와 사용자의 핑퐁으로 이어가는 일련의 

재생산 과정은 긍정적인 번역이 끊임없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의 발전에도 인간 
행위자들이 동맹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상생(相生) 

구조의 통찰을 제공한다. 필수통과점인 온라인 음원 
플랫폼에는 여전히 모순점들의 개선이 요구되지만, 
수용자의 역치(閾値) 행위가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번역의 새로운 결과를 차별성 있게 창출한다는 점도 
의미 있다. 하지만 사례의 숨겨진 사실 확인에 대한 
한계와 반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시행됨에도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우리는 온라인 음악 플랫폼과 행위능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하고 음악산업 발전에 

ANT 를 활용한 더 많은 연구와 또 다른 창의적인 

연구방법론이 동원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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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uting to and from work is an unavoidable 

daily obligation for most working adults that 

can often be a long and unpleasant experience.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current perception 

workers have of commuting being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get from A to B, which 

leads many to think of this daily travel 

experience as nothing more than a boring 

waste of time. This explorative study aims to 

increase the perceived intrinsic value of 

traveling to and from work by shifting 

commuters’ current destination-centered 

travel perception into a journey-centered 

adventure. This is to be achieved by 

converting the function-focused mobility apps 

and services of today into experience-focused 

adventures. By incorporating various design 

approaches including gamification, Location-

Based Services (LBS) and haptic technology, 

the undefined, repetitive ‘in-between’ that is 

commuting can be transformed into a new and 

exciting means of adventure, connection, and 

rejuvenation. 

Keyword 

Mobility as a Service (MaaS), Service Design, 

User Experience (UX), Commute Satisfaction, 

Travel Perception, Subjective Well-Being 

(SWB). 

1. Introduction

Populations in urban metropolis areas have 

been at an all-time high and are predicted to 

increase to a staggering 70% of the world’s 

population by 2050 (GlobalData, 2019). 

Naturally, there is an ever-increasing demand 

for travel solutions that are not only 

sustainable but convenient (Vij et al., 2020). 

Mobility as a Service (MaaS) is one such 

solution that is expected to greatly disrupt and 

go on to redefine the mobility ecosystem as 

we know it (Polydoropoulou et al., 2020). This 

new and exciting travel solution is not only 

expected to improve traffic congestion, air 

quality, and many other environmental related 

issues (Giesecke et al., 2016), but it has the 

potential to completely alter the way we 

perceive and experience travel. 

When it comes to commuting, travel i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than it is for tourists or 

one-off visitors for example, who are 

unfamiliar with the locations they travel to. 

Commuters know their travel routes like the 

back of their hand. Thus, commuters primarily 

use MaaS platforms to check information such 

as when to transfer and/or their 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Nonetheless, MaaS 

platforms do not yet offer personalized travel 

experiences that cater to travel type-specific 

user needs. While it is by no means possible 

to cater to every imaginable travel situation, 

MaaS platforms have the potential to evolve 

into services that provide considerably more 

tailored travel experiences, making obligatory 

traveling such as commuting all the more 

worthwhile. 

It is crucial that along with the many feature-

focused MaaS platforms that have arisen in 

this transition to multi-modal transportation, 

new avenues of type-specific travel 

experiences are also explored. This 

explorative study aims to delve into 

commuters’ unmet hidden travel needs and 

explore design solutions by which to shift 

commute travel perception from a destination-

centered, uneventful means to get from point 

A to B, into a journey-centered adventure. 

This is expected to ultimately increase the 

perceived value in commuting. 

2. Commuting Today: A Destination-

Centered Travel Experience

The commuters of today are obligated to 

spend their personal time traveling to and 

from work every day of the working year, 

typically with no incentive of any kind from 

the companies they work for. This oftentimes 

long and unpleasant experience resul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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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ters not only thinking of commuting as 

an unfair waste of time, but its inherent 

undefined and repetitive nature urges one to 

search for ways to ‘kill the time’. While killing 

the time may seem like a good idea in the 

moment, many people later come to regret 

spending their commute time not doing 

anything of perceived value. 

Unlike traveling for pleasure - which often 

involves traveling to new and exciting 

locations - commuting is an extremely 

predictable, repetitive, and uneventful travel 

type. As such, commuters soon become 

arguably too familiar with the routes taken 

daily to and from their place of work, that they 

often become numb to the journey itself. This 

results in commuters tending to use MaaS 

platforms solely for the purpose of checking 

live transfer and/or arrival times. 

2.1 Commuting Related Travel Perception 

There are many research surveys seen to 

reveal that most commuters would prefer to 

teleport or snap their fingers to get to work 

rather than take the time to travel there (refer 

to Table 1). One such survey conducted in 

New Zealand back in 2012 surveyed 512 

commuters, asking them if they would prefer 

to ‘teleport’ to work/study, to which 79% of 

participants stated that they would indeed 

rather teleport (O’Fallon and Wallis, 2012). 

Another survey conducted in New Zealand 

back in 2015 asked 1,039 transit passengers a 

very similar question, to which 66% stated 

that they would rather teleport if given the 

option (Russel and Mokhtarian, 2015). A more 

recent survey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surveyed 648 commuters (Singleton, 2017). 

This survey, too, asked commuters a teleport 

question, to which 62% stated they would 

prefer to teleport than spend the time 

commuting. An interesting point to note here 

is that upon closer inspection, the primary 

mode of transportation was shown to influence 

the way commuters responded. Of the 

commuters who took public transport, only 

34% preferred to commute as opposed to 72% 

and 65% for those whose primary means of 

transport to work was to walk or cycle 

respectively (Singleton, 2017; Humagain and 

Singleton, 2020). The abovementioned 

surveys encouraged commuters to 

contemplate the intrinsic value of time as well 

as the utility of traveling to and from work. 

Results showed that commuters generally 

could not see the value in spending their time 

commuting if presented with other, more 

‘appealing’ options. Ultimately,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in all three 

surveys stated that they would prefer to 

teleport, which is a highly hypothetical and 

fictitious concept, emphasizes just how little 

many commuters value commute time. 

Table 1. Summary of research surveys providing 

insight into current commute travel perceptions 

(Green – Commute, Red – Teleport, Grey – 
Undecided) 

Proposed Question Survey Results / 

Citation 

‘‘If you could use a Star 
Trek-like teleporter to 
instantly travel from home 
to work/study (and back
again), what would you 
want to do?” Would you 
‘‘teleport” or ‘‘want to 
spend some time travelling
between home and 
work/study”? 

O’Fallon & Wallis, 

(2012) 

‘‘If you could snap your
fingers or blink your eyes 
and instantaneously teleport
yourself to the desired
destination, would you do 
so?” 

Russel (2012); 

Russel & 

Mokhtarian 

(2015) 

“Now, suppose you could 
snap your fingers or blink
your eyes and be instantly 
transported or ‘teleported’ 
between home and work.
Further, suppose that the 
cost of teleporting is not an 
issue, and that teleporting is
100% safe. Would you 
teleport, or would you 
prefer to spend some time 
commuting?” 

Singleton (2017) 

2.1 MaaS Platforms Today 

There are many MaaS related apps and 

platforms on the market today, with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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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raked up over 100 million downloads as 

of December 2022. While there have indeed 

been many developments in seamless multi-

modal transportation since the early 2010s, 

there is a significant lack in both customizable 

and user specific travel experiences when it 

comes to MaaS platforms. Such platforms are 

oftentimes strictly feature-focused. In other 

words, they focus primarily on the 

transportation aspect of travel, on connecting 

mobility service providers through a single 

interface, thus enabling travelers to consider 

the fastest, cheapest, and most convenient 

travel options (Kamargianni and Matyas, 2017). 

3. Future Commuting: Toward A Journey-

Centered Travel Experience

It is evident that many commuters think of 

commuting as a boring waste of time that is 

essentially nothing more than a means to get 

from A to B. This way of thinking has proven 

to be detrimental to overall commuter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SWB) 

(Koslowsky et al., 1995, Clark et al., 2020), 

which in turn significantly impacts overall job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Evans et al., 

2002, Ma and Ye, 2019). For the utility of 

commuting to be recognized, a shift in travel 

perception must take place wherein a 

complete transformation in commuters’ 

current destination-centered travel perception 

evolves into an actively enjoyable journey-

centered adventure (as shown in Figure 1). 

 Figure 1  Visualization of the desired shift in travel 

perception, from a destination-centered to 

journey-centered commuting experience. 

The following sub-sections explore various 

journey-focused commuting experiences that 

incorporate the abovementioned shift in travel 

perception in order to encourage commuters 

to perceive commuting as something one does 

because it is enjoyable and valuable, instead 

of simply a daily obligation. The following user 

experience (UX) conceptual explorations 

stress the importance of connecting not onl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hile 

traveling to work, but also with others and 

oneself. All concepts were conceptualized with 

urbanized environments in mind, as such areas 

are where MaaS is most prevalent. 

3.1 Adventure: Connecting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first of three UX journey-centered 

conceptual explorations is ‘Adventure’. This 

concept incorporates a gamified design 

approach.  Gamification, or “the application of 
gaming metaphors to real life tasks to 
influence behavior, improve motivation and 
enhance engagement” (Marczewski, 2013), is 

typically used to improve users’ perceptions 

of activities thought of as a hassle by making 

them more appealing. Taking this approach 

and encouraging a journey-centered mindset 

of the commuting experience is expected to 

improve overall commuter satisfaction and 

SWB.  

As arriving at one’s destination is a given, this 

‘open world’ concept encourages commuters 

to explore and expand their world. Even if it 

takes a little longer to get to work, this game 

of a travel experience instills previously 

unrecognized value in the journey to and from 

work, perhaps even encouraging commuters to 

leave home a little earlier just to experience a 

more fulfilling journey. This concept is drawn 

from the idea of making the city one’s 

playground, where commuters have the 

freedom of choosing their route of the day like 

a roll of the dice. This is to be achieved by 

designing an interface that not only 

recommends the fastest or most convenient 

routes to and from work, but instead 

prioritizes the commute journey experience by 

catering to the user’s preferences. A 

commuter could, for example, thoroughly 

enjoy walking through nature, or seeing 

breathtaking views of the city skyline. This 

service would take such preferences into 

consideration when recommending all the 

possible routes to and from work, providing 

various journey options while remaining in-

line with preferred means of transportation 

an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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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deation of a route recommending feature 

in the ‘adventure’ concept that recommends routes 

with locations yet to be explored.  

As an extension to this, various ‘easter eggs’ 

of sorts are to be scattered throughout the 

city. When a commuter selects their chosen 

route of the day, they are alerted to all 

possible easter eggs they can find along the 

way. If a commuter comes across one of these 

easter eggs (which are essentially 2D 

scannable QR codes) and scans it, it 

transforms into a collectable digital item that 

is specific to said location and is only 

collectable once.  

Figure 3  Visualization of scannable ‘easter egg’ 

scannable collectables(yellow) that commuters are 

able to add to their collection when taking a 

previously unexplored route to or from work. 

While the majority of easter eggs are to be 

accessible via various modes of transportation, 

a few larger or more valuable ones are to be 

accessible only on foot, creating the 

motivation some commuters may need to have 

a more active commute. The aim of this 

feature is to encourage commuters to expand 

and explore their ‘world’ as much as possible 

within one working year. It also opens up 

countless possibilities for companies to get in 

on the fun and provide coupons and other such 

prizes for commuters with the most items 

collected in one year.  

Figure 4  Interface wireframes showing how ‘easter 

eggs’ could be collected. These collectables are 

told apart by their appearance (different for each 

collectable location) and the location coordinates 

they were collected as opposed to a name/title. 

The easter egg hunt is to reset each year with 

new item collecting locations. Although the 

easter egg hunt resets every year, the 

commuter’s open world map remains on the 

interface and continues to expand in size and 

density with each new commute journey taken. 

Figure 5  Ideation of a puzzle-like feature in the 

‘adventure’ concept that replaces locked blocks 

with parts of a bigger image every time a new 

‘easter egg’ is collected. Rewards are collectable 

for those who are able to complete the image within 

one working year. 

By providing not only the option but incentive 

to choose to explore new and exciting 

locations on the way to and from work, this 

concept is expected to increase comm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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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value of commute time through a 

gamified user interface that encourages 

commuters to connect with and pay closer 

attention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3.2 Connection: Interacting with Others 

Commuters can often feel a want to be 

accepted and acknowledged by others, be it 

people they know or strangers. Such 

commuters often like to upload pictures and 

various other content to social media 

(LinkedIn is one prevalent example), be it a 

photo of their morning coffee on the way to 

work or a message to share how they are 

feeling that day. The ‘connection’ concept is a 

location-based service (LBS) that allows 

commuters within a chosen proximity to one 

another appear on each other’s ‘radar.’ This 

location-based social media concept imagines 

a world where commuters are encouraged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and share what’s on 

their mind. ‘Connection’ is location-specific in 

the truest sense of the term, as once an image 

or message is uploaded, the post remains, 

floating as it were, only accessible at the area 

it was posted, and is therefore only visible to 

commuters who cross paths, even if it may not 

be at the same time. Posts do not have to be 

made public, however, and if commuters so 

wish, they can make a personal logbook or 

diary of sorts, posting various messages and 

photos to themselves on their commute. For 

the posts that are made public, other 

commuters can be given permission to 

comment on and interact with said posts while 

within a certain proximity to the location they 

were uploaded (the proximity parameters 

change depending on the means of transport 

used). Posts appear on the interface as 

bubbles that become more prominent the 

closer one gets to their location (refer to 

Figure 6). Friends and colleagues can also be 

permanently added to your radar, and when 

you get close to a post uploaded by someone 

you know, the color of their bubble appears 

different to the rest, making them easier to 

spot. This socially interactive concept has the 

potential to help workers feel less alone in 

their unique commute journeys, having a fun 

means of connection wherein users can 

interact with and cheer each other up before 

and or after a long day at work. 

Figure 6  Ideation sketch of the ‘connection’ 

concept, depicting posts that have been uploaded 

by other commuters at the current location. 

3.3 Rejuvenation: Connecting with Oneself – 

An Inner Journey 

Some commuters prefer to spend commute 

time to focus inward. Whether this be listening 

to music for stress release or closing one’s 

eyes to zone out and take a quick power nap 

while commuting, there are many workers who 

need an uplifting reset before and after work. 

However, for those who commute via multi-

modal transportation, it is especially difficult 

to get that much needed time of undisturbed 

rest, as they are constantly worried that they 

will miss their stop/station. If the commute 

journey was able to be seen as an undisturbed 

space for inner healing, meditative thought 

and energizing oneself for the day ahead, this 

could prove highly beneficial to commuters’ 

job performance and overall SWB. The 

‘rejuvenation’ concept allows commuters to 

experience an uninterrupted space of calm 

that energizes users for the day ahead by 

releasing stress and tension. This is to be 

achieved via a service that connects to 

preexisting MaaS platforms. Its purpose is to 

calm and relax commuters, reminding them 

through haptic signals when they have almost 

arrived at a given destination. There are two 

parts to this concept. Firstly, an interface 

displaying slow moving repetitive graphics 

that helps carry commuters to a state of calm. 

Inspiration for the interface was taken from 

the moving computer screensavers of the 

early 2000s that had a calming and somewhat 

hypnotic effect when looked at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Secondly, a Bluetooth 

connected clip-on grip holder for the back of 

one’s mobile phone communicates through the 

use of haptic signals when it is tim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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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ter to move, whether it be getting off a 

vehicle or transferring. This concept is 

expected to allow commuters to rest 

comfortably knowing good and well that they 

will be alerted when it comes time to move. 

Figure 6  Sketch depicting motion graphics that 

carry commuters to a state of calm (left), and phone 

grip with haptic signal transmitters that alert 

commuters when it is time for them to move (right). 

4. Conclusion

In summary, this study battles the current 

destination-centered travel perception of 

commuting by exploring various journey-

centered commute experience concepts that 

aim to encourage commuters to recognize the 

possible value in time spent traveling to and 

from work. Although in the beginning stages of 

design and development, these design 

concepts are expected to have the potential to 

not only improve overall commuter 

satisfaction, but improve the SWB of working 

adults, resulting in a higher quality of life in 

the workplace and personal contexts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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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중음악의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번역과정을 적

용하여 인간과 기술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인공지

능 작곡 시스템 개발과정과 유통되어 이용되는 과정

을 기준으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번역과정으로 살

펴보았다.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중심 인간 행위자

는 음악 창작의 쉬운 접근성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진다. 행위자들은 네트워크 속에서 끊

임없이 역할을 이동하며, 새로운 역할을 부여 받고, 

그 역할 속에서 새로운 관계 속 존재들로 생성하고 

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에 따른 인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비인간 행위자를 향한 인간 행위

자의 독창적인 방식에 따라, 인공지능의 자생적인 

진화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 인공지능, 행위자네트워크이

론, 생성음악 

1. 서 론

빠른 속도의 기술 발달은 사회 각 곳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최근 등장한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은 대중음악 산업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케이팝 대형 기획사들의 적극적인 

메타버스 투자와 제작, 블록체인 기반의 NFT 상품 

거래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음성 

복원과 개인의 선호 음악 추천이 이뤄진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작곡 시스템은 인간과 

유사하게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음악을 만들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전 음악 창작과 향유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소비자인 대중에게 

현실과 가상을 뛰어넘어 음악을 경험하고 소비하며, 

높은 창작의 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에 대한 인간의 적응과 개방된 

사고방식을 요구한다. 더욱이 대중음악 산업 

환경에서 기술변화를 이해하고 바르게 수용하여,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중요하기에 더 요구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기술기반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고 있는가? 이에 첨단 기술의 

등장이 대중음악 산업에서 음악 창작과 수용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여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학자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인간에게만 행위와 존엄성을 부여하던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계나 물질과 같은 비인간도 

행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기술과 기계의 

적극적인 행위성을 나타내는 지금,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통해 

기술이 초래한 변화를 탐색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작곡 시스템이 

대중음악 산업의 창작 방식과 수용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만큼,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의 시스템 설계 

과정과 유통, 수용 과정을 ANT 이론의 번역 4 단계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음악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과 기술의 변화에 대한 관계 

논의와 방향성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 

이하 ANT)은 인간과 기술의 복잡한 관계를 폭넓고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이론이다. 라투르를 통해 

전해진 이 이론은 본래 ANT 는 1980 년대 과학과 

기술, 인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과

학기술의 사회학적 이해를 위한 틀로 제시되었

다.[1]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 인식되던 과학과 기

술이 사실은 하나로 얽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중

심으로 한다.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의 다양한 결

합을 통해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거나 발전하는 사건과 기술을 폭넓게 관

찰하고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ANT 는 사회는 여전히 인간과 비인간은 서로 영향

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과 비인간, 사회와 과학, 주

체와 객체 등의 근대적 이분법을 벗어나 각각 동등

한 대칭성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각각 수동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3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3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와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닌 동

등한 행위자로 보는 것이다. 즉, 인간과 기술, 사물을 

각 행위자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생한 결과나 현상

을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관계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벌어진 결과 안에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정확하게 판별하고, 이들이 서로에

게 어떤 행위를 해왔는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끌어들여 수

많은 이질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번역이라

고 한다. 행위자 중에는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를 형

성하는 중심 행위자가 있다. 이 행위자는 이해나 의

도에 따라 다른 행위자를 받아들여 하나의 네트워크

를 구축한다. 중심 행위자는 각기 다른 관심과 이해

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을 서로 이해시켜 조율해야 한

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아서 기존의 목

표는 조정되며, 수정되고, 우회하여 새롭게 구성된

다. 또한 행위자의 역할과 요소를 재규정하고 변형

시키기도 한다. [3]. 즉, ANT 는 서로 다른 이해관

계를 가진 행위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네트워크 

안으로 출현하여 훨씬 더 확장된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과정을 번역하는 것이다[4].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칼롱

(Callon)의 번역의 4 단계 과정을 이용한다. 이 과정

은 문제 제기 - 관심 끌기 – 등록하기 - 동원하기 4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꼭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의 과정 절차를 

보는 관점에서 유용하여 ANT 와 관련하여 가장 많

이 인용되고 있다.

칼롱은 한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다

른 행위자의 기존 네트워크를 교란하여 새로운 네트

워크에 연결하려는 ‘문제제기(problematization)’, 

다른 행위자들을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기 위

해, 관심을 끌면서 효과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관심

끌기(interessement)’, 관심끌기를 통해 다른 행위

자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등록하기

(enrollment)’,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면서 자신의 네

트워크로 포함하는 ‘동원하기(mobilization)’의 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다[5]. 즉, 행위자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네트워크 안으로 출현하여 훨씬 더 확장된 네트워크

를 갖는다. 

그림 1 칼롱의 ANT 번역 4 단계 

단단하고 견고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확장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효과적인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심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속에서 꼭 지나쳐야 하는 

‘의무 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을 

설정한다. 의무 통과점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핵

심 요소가 된다. 물론 번역 과정은 단계별로 지켜져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

정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ANT 는 네트워크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

과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발현되는 

행위성이 관찰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따라서 ANT

는 인간과 비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기

술 결과물과 그 현상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

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다.   

3. 대중음악과 인공지능

3.1 대중음악에서 인공지능 활용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을 변화하고, 새로

운 성장과 혁신을 요구하는 디지털 전환이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산업시장에서도 이뤄지

고 있다. 대중음악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 세 가지로 꼽을 수 있

다.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술 

창작은 기능적 확대가 이루어져 대중과 새로운 방식

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알고리

즘 모델에 따라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기능

으로 나눌 수 있다.[6] 각 기능을 활용하여 다음 표

와 같은 음악적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1 인공지능의 5 대 기능과 음악적 기능 

인공지능 

기능 
음악적 기능 

인식 
음성 인식을 통해 노래와 멜로디 인식 

악보 표기를 통해 멜로디를 인식 

예측 
사용자의 패턴에 따라 음악 선호도를 예측 

기존 데이터를 통해 음악 결과 예측 

자동화 
음악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결과물 완성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탐색 

소통 인공지능과 함께 연주하며 소통 

생성 새로운 음악을 생성 

인공지능 기능에 음악적 요소를 접목하여 음악적 기

능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 인식 기능은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만든 음악교육 사이트 크롬 뮤직 랩

(chrom music lab)에서 활용된다. 다양한 체험 활동

을 제공하는데 참여자가 그리는 대로 색과 모양을 

인식하여 다양한 음색과 소리를 나타낸다. 또한 기

존 음성이나 악보를 인식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다. 

예측 서비스는 사용자의 취향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을 예측하여 추천하는 스

트리밍 서비스에 이용된다. 사용자가 듣는 음악의 

장르, 사용자의 즐겨찾기 목록, 비슷한 취향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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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재생 목록 등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사용자

에게 제공된다.  

자동화 서비스는 인공지능 스스로 작동하여 인간이 

필요한 음악 데이터의 결과물을 제시한다. 작곡이나 

연주 등이 자동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빠른 처리 속도와 인간에게 단순한 작동 방식을 제

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예술의 진입 장벽 역시 낮추

고 있다. 또한 소통 서비스를 통해 인공지능 악기를 

연주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생성 서비스는 새로운 음악을 생성하여 개인의 필요

와 취향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결

과를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생성하여 누구나 

창작하고 공유, 유통하며 경제활동까지 이어진다. 작

곡뿐만 아니라 음악 창작 과정마다 인공지능 생성 

서비스가 이용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한 기술 측면의 발전과 확대는 

기존의 대중음악 산업 구조 방식을 변화시켰다. 개

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창작의 접근성을 낮추고, 다

양한 데이터를 인식하여 융합할 수 있으며, 자동화

를 통해 빠른 처리를 이룰 수 있다. 복합적으로 인공

지능을 통한 음악 기능은 대중에게 폭넓고 다양한 

음악적 향유 방식을 제시한다. 

3.2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곡 시스템 사례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은 음악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작하는 데 이용된다. 최근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

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여 기계가 스

스로 음악을 창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창

작 방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예술적 패러다임이 필요

한 상황이 되었다.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은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

다. 먼저, 기존 작곡가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음악 

스타일을 바탕으로 스스로 새로운 곡을 작곡한다. 

이야무스(Iamus), 쿨리타(Kullita), 에밀리 하웰

(Emily Howell) 등이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기존 작곡가의 음악 스타일을 바탕으로 모방

하거나 진화시켜 곡을 만든다. 반대로 엠퍼 뮤직

(Amper music), 플로우머신즈(FlowMachines), 주

크덱(Jukedeck), 뮤지아(Musia) 등은 자동 작곡 소

프트웨어를 프로그램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으로 상용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

가 원하는 장르와 분위기 등에 따라 자동으로 음악

이 작곡되면 사용자가 재편곡할 수 있고, 플랫폼에

공유하여 사용자 간 상호작용도 가능하다.

음악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던 창작

이 인공지능 자동 서비스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을 통해

만든 음악에 보컬을 입혀 음원으로 출시하거나, 다

양한 콘텐츠의 활용하여 각양각색의 협업이 이뤄지

고 있다. 특히 가사가 없고, 영상이나 사진 콘텐츠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배경음악의 생성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여전히 인간의 

창의성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 기

술은 인간과 소통하며 일정 성과를 내고 있고 그 관

심은 높아지고 있다. 

개발자마다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학습 모델 방식이 

다르지만, 본 연구는 최근 많이 이용하는 딥러닝 방

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딥러닝 방식은 기계학습 

방식의 하나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

습하여 규칙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입력된 기존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기존 데

이터처럼 출력하는 것이 딥러닝 방식의 개발 목적이

다. 딥러닝 학습 모델의 입출력 데이터 값이 오차 범

위로 수용 가능하다면, 그 학습 모델은 학습 중지되

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구축된다. 보통 플랫폼

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

털 매체를 통해 사용자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동 

작곡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사용자의 창작활동을 도와주는 목적의 인공지능 작

곡 시스템을 현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발전하

고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이바

(AIVA), 엠퍼뮤직(Amper music), 비오.디오

(Vio.Dio), 뮤지아(Musia)는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

을 통해 창작된 음악을 단순 제공이 아닌 그 안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수용이 가능하다.  

아이바는 장르별로 만든 음악을 제공하기도 하며, 

사용자 선택에 의해 음악을 창작할 수 있다. 장르와 

조성, 박자, 길이 등을 입력하면 입력 조건에 따라 음

악이 만들어진다. 멜로디와 코드, 악기 구성을 수정

할 수 있다.  

엠퍼 뮤직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영상을 입력

하면 그 길이에 맞는 음악을 만들고, 상세하게 음악

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장르와 장르별 분위기를 

선택하고, 조성과 악기 구성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은 이전 아이바와 같다.  

국내에서 개발한 뮤지아는 8 마디까지 만들 수 있어

서 길이의 제한이 있지만,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사용자가 코드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멜로디를 만들거나 반대로 멜로디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역시 국내기업에서 제공하는 비오디오는 앞서 언급

한 3 가지 사례와 다른 기능을 갖는다. 자체 인공지

능 작곡 시스템을 통해 만든 음악 자체를 제공한다. 

분위기나 테마, 장르를 기준으로 완성된 음악을 사

용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다. 멜로디나 코

드 등의 수정은 할 수 없지만, 여러 악기로 구성된 

곡의 특정 악기를 빼고 솔로 악기 곡으로 만들 수 있

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은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자

신이 선호하는 음악 스타일과 분위기, 조성과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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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구성의 선택과 변화를 통해 사용자마다 다양한 

음악을 창작할 수 있다. 프로그램마다 사용자가 관

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장르와 

분위기, 박자, 빠르기, 조성, 악기, 코드, 멜로디 등이 

있다. 더 나아가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수정과 보완

으로 개개인의 숨어있는 예술적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작곡 과정에서 일정부분 도움을 받아 보다 

독창적인 음악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아직 표현할 

수 있는 악기나 길이와 창작 범위 등에 대해 제한이 

있지만 개인의 음악적 전문성과 상관없이 프로그램

을 이용한 누구나 자신의 예술적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다. 

4.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의 번역 과정

기존의 인간 작곡자에 의한 작곡 방식은 오로지 개

인의 창의성을 통해 작곡이 이루어진다. 음악 지식

과 경험, 감정이 음악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규칙이

자 언어가 되는 것이다. 작곡된 음악은 인간 연주자

나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 음원으로 구현되며, 완

성된 음원 자체가 대중에게 전달된다. 하지만 인공

지능 작곡 시스템은 인간 행위자의 행위를 통해 작

곡되는 것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칼롱의

문제 제기와 관심 끌기, 동원하기와 등록하기 4 단계

번역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번역과정은 로 이루어졌

다. 이에 음악 산업 구조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수용

과정까지 살펴본다.

기계학습 방식은 기존 음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

학습 방식의 알고리즘 모델을 거쳐 입력한 기존 음

악 데이터와 비슷하거나 똑같이 생성하면 1 차 개발

이 성공한다.

4.1.1 문제제기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 인간 두뇌 신경망을 컴퓨터로 

구현한 기계학습방식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개발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이에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창작 작업

까지 인공지능으로 가능해졌다. 개발자는 음악 창작

의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공지능 자동 작

곡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자동 작곡 

시스템 개발이 의무 통과점이 되어 진행된다. 먼저 

기존 데이터의 정확한 분류와 규칙 생성이 가능한 

딥러닝 방식 기술을 비인간 행위자로 끌어들인다. 

또한 이전 클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은 상업성을 기반으로 팝이나 재즈, 영

화음악이나 게임음악과 같은 배경음악의 미디 파일

을 중심으로 행위자를 구축한다. 

4.1.2 관심끌기 

관심끌기는 문제제기 과정에서 불러들인 행위자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끌고 오기 위한 과정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 구

축을 의무 통과점으로 딥러닝 방식은 컴퓨터 알고리

즘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실체를 만들 수 있는 

행위자가 된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클래식 

이외 다양한 음악의 창작 가능성을 제시하며, 미디

파일은 디지털 파일로 기존 음악 데이터 학습이 컴

퓨터 알고리즘 안에서 중요한 학습 데이터가 된다. 

4.1.3 동원하기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면 

행위자는 개발자의 네트워크 속 행위자로 동원된다. 

개발자는 딥러닝 방식의 알고리즘 중 CNN 과 RNN, 

GAN 등의 신경망과 팝, 재즈, 배경음악의 미디파일

을 행위자를 하여 자신의 네트워크로 동원하여 인공

지능 작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 역

할을 부여하여 동원하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딥러

닝 방식이 아닌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 방식을 추

구하며 개발하거나, 여전히 상업성이 낮은 클래식 

음악을 주축으로 하는 개발자도 등장한다. 다른 개

발자를 통해 이 네트워크의 배반하기가 이루어지며, 

언제든지 결과에 따라 행위자의 등록변경이 이루어

지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4.1.4 등록하기 

개발자가 구축한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이 자신의 역

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동원하기에 성공하여 인공지

능 작곡 시스템 구축의 의무 통과점을 달성한다. 이 

네트워크는 아직 견고한 블랙박스화가 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개발자의 이 네트워크는 

기존에 인간에 의해서만 작곡하는 방식 네트워크의 

블랙박스를 조용히 교란시킨다. 

4.2 시스템 유통과 사용자 이용 과정에서의 번역 과

정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면 해당 시스템은 학습 중지가 이루어지고 프로

그램화되어 플랫폼에 공개된다. 사용자는 공개된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하는 음악을 창작할 수 있다. 

과거 레이블 또는 유통사를 통해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하였다면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유통과 수용방식을 변화를 넘어 플랫폼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 상품의 형태와 구조, 자본 구조 등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4.2.1 문제제기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개발자는 대중

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문

제제기가 이루어진다. 개발자마다 경제적 이익, 자기 

성취감 등의 목적은 다르지만, 대중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문제제기에 따라 플랫폼을 비인간 행위자로 끌

어들인다. 플랫폼은 해당 관계자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플랫폼 관계자 역시 행위자로 끌어들인다. 

또한 음악이 필요한 소비층이 기존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을 지불하던 기존 네트워크를 흔들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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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작곡 시스템 상용화 네트워크의 행위자로 불

러들인다.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개발자의 새로

운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4.2.2 관심끌기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의 상용화를 의무통과점으로 

하여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효과적

인 디지털 유통 공간이 된다. 플랫폼 관계자는 그 안

에서 시스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공지

능 작곡 프로그램이 기존 플랫폼의 아이템이나 프로

그램보다 더 큰 이익을 발생시켜야 기존 네트워크를 

끊고 새로운 네트워크에 동맹을 맺는 적극적인 행위

자가 될 것이다. 또한 플랫폼에 공개된 인공지능 작

곡 시스템은 음악이 필요한 사용자의 관심을 유발한

다. 콘텐츠 제작자나 비디오 편집자, 영상 디자이너 

등 완성도 있는 음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4.2.3 동원하기 

네트워크 속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면 

개발자의 네트워크 속 행위자로 동원된다.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 상용화라는 목적에 맞게 동원된 플랫폼

과 플랫폼 관계자, 음악이 필요한 사용자는 프로그

램을 통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 역할을 

이전과 달리 조정한다. 음악이 필요한 사용자는 인

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에 상관없이 필

요한 음악을 사용하여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서 네트워크 구축에 효과적으로 동원된다.  

4.2.4 등록하기 

플랫폼에 공개된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이를 개인 콘텐츠에 활용한다. 사용

자와 플랫폼, 플랫폼 관계자는 공통의 의무 통과점

을 기준으로 네트워크에 확실하게 등록된다. 하지만 

플랫폼에 공개된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은 음악이 필

요한 인간 행위자의 필요에 맞는 음악을 만들지 못

한다면 네트워크 행위자로 계속 동원될 수 없다. 인

간 행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만 인공지능 작곡 시

스템은 플랫폼에서 역할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다

면 플랫폼 관계자인 인간 행위자와의 네트워크도 단

절시키게 만든다. 다시 말해 플랫폼 관계자는 자신

이 등록시킨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이 다른 플랫폼 

시스템보다 더 완성도 있고, 다양한 음악을 창작해

야 한다. 프로그램으로 구축된 인공지능 작곡 시스

템은 더 높은 완성도를 목적으로 하여 설계 과정으

로 돌아가 다시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 

과정을 순환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ANT 를 적용하여 그 속의 인간과 기계를 

동등한 위치로 바라보고,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역할 변화를 통해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다양한 층위에서 바라보았다. 기술의 발

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서 기술과 

기계 등 비인간 행위자가 등장하고 인간 행위자와 

함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다. 세계는 인간과 기술

이 서로 얽혀 관계를 맺고 새로운 생산물과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공지능 작곡 시스템의 기술을 이용하여 개

발자에 의해 설계되고, 이로써 기계를 통한 창작은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다는 우리의 고정적 인식을 

깨뜨렸다. 또한 기존 작곡가들에 의해 창작되던 방

식이 허물어지고, 음악가와 기술가, 전문가와 비전문

가의 경계 허물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경계 맺기가 

이루어졌다.  

둘째, 인간의 창작 과정에 기술을 도구적 관점으로 

사용했던 인간과 기술의 상하 지배적 관계는 더이상 

비인간 행위자의 자생적 도움 없이 어떤 결과도 얻

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 작곡 프로

그램은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아직 견고하

고 안정화된 블랙박스는 되지 못했다. 여전히 새로

운 창작 방식과 기계가 만든 쏟아지는 음악에 대해 

거부감으로 배반하기가 이루어지지만, 네트워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음

악시장, 그로 인해 달라진 인간의 역할을 통해 인간 

행위자는 비인간 행위자인 인공지능의 자생력을 어

떻게 인간 행위자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발전

시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생산물과 존재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서 인간 행위자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므로 인간 행위자 

자신만의 목적에 맞는 동원하기가 구축되고 확장되

도록 연속적인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기술의 발

전으로 인해 아직 견고하고 안정화된 블랙박스는 되

지 못했다. 여전히 새로운 창작 방식과 기계가 만든 

쏟아지는 음악에 대해 거부감으로 배반하기가 이루

어지지만,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네트워크가 완전

히 소멸하지 않는다. 크고 작은 인공지능 작곡 시스

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과 기술이 서로 얽혀 관계를 맺고 새로운 생산

물과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간 행위자는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한다. 기

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은 달라진

다. 비인간 행위자를 향한 인간 행위자의 독창적인 

프로포즈 방식에 따라, 인공지능의 자생적인 진화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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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상품소비에 있어서 브랜드 파워는 중요하다. 
기업들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고, 

충성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플래그십 매장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국내기업의 플래그십 매장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오프라인 플래그십 

매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롭고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공간지능화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플래그쉽 
스토어의 미래전략을 기획하였다. 그 중 실재적인 

촉감과 공간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니즈에 맞추어 공간의 형태가 변화하는 공간 

맵핑(Mapping) 기술을 실감나게 연출하였다. 

프로젝터로 빛을 투사하고 UWB(Ultra-

wideband)센서를 활용하여 공간안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목적에 맞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 내에서 
착시를 불러일으켜, 가상의 공간이 실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부분적으로 실제 작동하는 워킹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검증하였으며, 위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해당 프로젝트가 실제 산업에 적용되었을 때, 

플래그십 스토어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위한 
BX 관점에서의 전략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단 초점 빔 프로젝터, 공간지능화, 플래그십 매장, 

사용자경험, UWB 

1. 서 론 

1.1.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식변화 

오늘날 고도화된 기술과 마케팅전략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소비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더이상 

단순하고 획일화된 대기업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근래의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뿐만 아니라, 브랜드 유산, 지향하는 가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브랜드를 찾아 제품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의 충성고객이 되어 

지속적인 소비를 이끌어내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들이 모여 하나의 소비자 부족(Consumer 

Tribes)이 형성되면, 이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브랜드가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대기업 제조사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변화에 맞춰 브랜드의 가치와 유산을 적극 

홍보하고, 마케팅하기위해 각종 광고를 비롯한 

체험형 플래그십 매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제조사별 플래그십 매장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 국내 플래그십 매장 현황 및 유형 

온라인 마케팅과 구매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규모와 가치는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떨어졌다.  

표 1. 상반기 기준 온오프라인 유통업 매출 증감률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온라인 13.3% 16.3% 15.3% 17.5% 16.1% 

오프라인 2.9% 2.7% -0.2% -5.6% 8.6% 

자료 : 산업통상 자원부 

이에 따라 각 제조사는 색다른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MZ 세대 소비자를 타겟으로 사용자 경험과 

공간 체험을 통한 브랜드 가치창출 및 향상을 통한 

BX 및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수단으로 오프라인 

경험중심 쇼룸 매장을 국내 곳곳에 런칭하고 있다. 

플래그십 매장의 유형은 총 5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안하고자 하는 플래그십 매장의 유형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유형과 차별화를 주기에 가장 적합한 마켓 

스케이프 유형의 장단점이 결합된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될 공간 지능 서비스가 적용된 플래그십 

매장은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경험과 

브랜드 경험, 공간 경험 등을 통하여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제조사에는 

기업의 확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빌딩 및 브랜드 

가치향상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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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플래그십 스토어의 유형 

유형 특징 

경건한 

분위기 

경건하고 엄숙한 건축물과 웅장한 실내공간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전달 

라이프 

스타일 

집처럼 느껴지는 편안한 분위기. 브랜드 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매장을 체험하게 함 

마인드 

스케이프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게 브랜드를 재해석 

마켓 

스케이프 

각각의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차별화된 매장을 연출 

 자료:한국디자인학회/ 이정교(54) 홍익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의 ‘패션 플래그쉽 스토어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1] 

 

2. 이론적 고찰 
2.1. 공간지능 서비스를 통한 체험공간의 구성 

MZ 세대가 제조사 브랜드의 플래그십 매장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를 도출하기 위해 각기 

다른 인물이 3곳의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에 방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도출한 결과, 낮은 체험 

자유도와, 낯선 직원의 응대, 일방적인 정보전달 

방식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낮은 체험 자유도의 원인으로 뽑혔던 내용 

중 주요한 세가지 원인으로 “직원이 있어야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체험의 공간이 제한되는 것”, “빠른 

회전율 유지로 인해 천천히 구경하기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매장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험으로 

방문자에게 답답함을 주었다. 또한 낯선 직원과 

직원의 일방적인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 일방향적 

정보전달방식은 방문자에게 심리적 거리감과 구매를 

강요하는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하여 이 때문에 

심리적인 거부감이 발생하여 재방문 의사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플래그십 매장에 대한 MZ 세대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는 체험요소의 부족, 직원에 대한 

부담, 자율적인 체험의 어려움으로 정의하였다. 

제안하고자 하는 플래그십 매장의 유형이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마켓 스케이프 유형의 결합된 

형태를 띄기 때문에,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문객의 자율적 체험과 새로운 브랜드 

스토어 경험이 가능한 가상의 공간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으로 구현하여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상의 공간을 통한 

사전 인테리어 경험은 가구제조사 및 가전제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플래그십 매장기획에 알맞다고 

판단하였다. 제안하고자 하는 매장의 컨셉은 

Bespoke 와 UWB 기술이 접목된 동기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화 공간의 명칭은 큐브 룸으로, 

큐브 룸은 수많은 큐브로 구성된 공간과 큐봇으로 

명칭하는 서비스 로봇으로 구성되어 내부에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공간이 물리적으로 

동기화된다. 구성되는 새로운 개념의 체험형 공간은 

사용자의 행동시나리오에 따라 평면에서 입체로, 

입체에서 공간으로 이어지는 인식의 확장단계를 

거치며 고도화된다. 

표 3. 큐브룸 시나리오 

확장단계 1 2 3 4 

고객 

시나리오 

예약  큐봇 프로젝션 체험 

인식의 

확장단계 

 평면 입체 공간 

경험대상  UX/UI Cube 

Room 

Cube 

Room 

with UWB 

이러한 양방향적 특성을 지닌 고도화된 공간지능 

서비스는 카테고리별로 전시된 기존의 제품 전시방식 

또는 별도로 전시된 쇼룸 이상의 유연성을 가지고 

개인맞춤형 공간을 제안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3.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사용성 검증 

3.1. 공간지능 서비스를 위한 큐브 모델의 최적 
사이즈 도출 

큐브룸을 구성하기 위한 큐브의 사이즈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모델을 제작하고, 사용자 피드백과 

일반적인 가전제품들의 평균사이즈를 도출하고 해당 

값의 공배수를 산정하여 만족도와 최소 큐브 개수를 

통해 최종적인 큐브의 사이즈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1 가전제품의 평균적인 사이즈 데이터를 모아  

10 의 배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정리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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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양한 사이즈별 큐브 프로토타이핑.  

데이터 산출과 실제 모형 제작을 통해 검증한 결과 한 

변의 길이가 100mm 인 큐브가 가장 적합하여 해당 

사이즈로 선정하게 되었다. 

3.2. 선정된 큐브 사이즈를 통한 프로토타이핑 
검증 

선정된 큐브를 여러 개 제작하여 1:1 스케일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였다. 초기 기획은 4 면으로 

구성된 방의 형태였으나, 큐브 사이즈의 초기 검증을 

위한 프로토타이핑이므로 큐브와 빔 프로젝터를 통한 

체험공간의 가설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고자, 

벽의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림 3 초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타이핑 

그림 4 일정한 사이즈의 큐브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구현한 와인 냉장고 모델. 

 

그림 5 제품의 규모만큼 큐브가 돌출되고, 그 위에 빔 

프로젝터로 맵핑한 모습. 

 

그림 6 일정한 사이즈의 큐브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구현한 세탁기 모델. 

1 차 프로토 타이핑 결과 100mm 의 큐브와 빔 

프로젝터를 통한 가상공간에 대한 실감에 대한 

가설이 검증되어, 고정되지 않고, 실제와 같이 빔 

프로젝터에 반응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큐브 룸 

프로토타이핑을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보다 심도 깊게 

기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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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제 구동을 위해 모터와 레일을 활용하여 

구동부를 제작하는 모습. 

 

그림 8 완성된 최종적 형태의 프로토타이핑 결과물. 

2 차 프로토 타이핑을 검증하기 위해 코딩과 구동 축 

및 센서를 장치하고, 영상을 기획하는 과정을 거쳐 

실감나는 검증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그림 9 완성된 최종적 형태의 프로토타이핑 위에  

맵핑을 하고, 사용자가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림 10 디지털 프로토 타이핑 모습 

 

3.3. UWB 센서와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공간의 
착시 

제한된 공간 내 보다 확장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한 

시각적 착시 효과를 구성하기 위해 UWB 센서를 

활용, 사용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적하여,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빔 프로젝터의 컨텐츠의 착시를 

위한 왜곡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실제 이동거리와 사용자가 느끼는 공간의 

크기를 도식화. 

예를 들어, 큐브 룸 공간내 너비가 약 33m2(약 10 평) 

이고, 표현하고자 하는 너비가 약 100m2,(약 30 평) 

일 때, 사용자의 한 걸음당 (남성기준 78cm, 

여성기준 70cm 의 보폭) 세 걸음 정도의 공간 이동을 

통해 실제와 가상의 공간을 동기화 시켜 착시를 

유발하였다. 이는 검증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기술은 10cm 이내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UWB 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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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하고 프로그램과 

동기화 된 결과로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림 12 이동거리별 공간 착시가설을 검증하는 모습. 

 

그림 13 이동거리별 공간 착시가설을 검증하는 모습. 

 

3.4. 큐브 룸 공간을 제어하기 위한 서비스 로봇 

 

그림 14 큐봇의 기본 형태. 

큐브 룸과 함께 제안하고자 하는 서비스 로봇은 전에 

없던 사용자 인터렉션 공간지능 체험형 플래그십 

매장이기 때문에 체험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사용자의 인식의 확장단계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맡게 

된다. 큐봇이라고 명칭 되는 해당 서비스 로봇은 큐브 

룸이라는 컨셉에 맞게 정사각형이라는 디자인 언어를 

공유하고, 큐브가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사용성을 

제안한다. 큐봇의 사용성 검증은 큐브룸을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조작성과, 그 외에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편리성 측면에서 검증하였고, 

실물과 같은 사이즈의 프로토타이핑을 제작하며, 

부가적인 기능과, 가설상의 기능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큐봇의 사이즈는 700x510x510mm 으로, 

키오스크와 같은 역할을 할 큐봇이 휠체어나 

어린이와 같은 사용자에게도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조작 디스플레이는 약 32 인치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높낮이를 피봇과 틸트 구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림 15 큐봇의 디스플레이를 사용자 신장별로 

어떻게 제안해야 할지 폼(Form) 스터디를 진행하는 

모습. 

 

그림 16 큐봇의 전반적인 사용성 및 큐브룸 내에서의 

위치등을 고려하며 스터디를 진행한 모습. 

 

4. 결론 
해당 연구는 제조사 중심의 고정된 전시방식과 

일방향적 서비스를 사용자들의 변화에 맞춰 유연한 

양방향적 상호작용의 성격을 띈 새로운 개념의 

방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나 가설의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Low- Fidelity 

Prototyping 의 단계를 통해 가설과 아이디어를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초점 빔 프로젝터와 

UWB 기술등을 접목하여 가상의 2D 혹은 3D 공간을 

단순한 시각적 체험에 머물지 않고 만질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감각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전통적인 DP 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구,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공간을 

대중에게 제안하여 브랜드 가치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지능형 체험공간 발전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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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가구에서 보이는 일률적인 

형태와 움직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형과 새로운 

움직임을 사물에 부여하고자 하였다. 조형성과 

가변성을 사물에 부여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 사물은 사무 공간 내부에서 

사용이 가능한 테이블로, 기존의 사물에 적절한 

조형성과 가변성을 가진 기계 구조를 부여하여 

진행하였다. 조형 양식에 대한 문헌조사와 기계 

구조에 대한 원리 및 사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으며, 적절한 조형 양식과 기계 구조를 

선정하여 제품에 적용하여 최종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결과로 제안된 디자인에서는 18-19C 조형 양식인 

아르누보 양식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를 사물의 

부분적인 영역에 해당 양식을 적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또한, 테오 얀센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기계 구조의 

원리를 테이블의 다리에 적용하였다.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적절히 차용함으로써 연구에서는 조형적 

측면과 함께 가변적 측면도 갖추고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사물, 키네틱 아트, 가변성, 조형성, 기계 구조 

 

1. 연구 배경 및 목표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 도구는 개발되었고, 발전되어 

왔다. 고대 문물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기술까지 탑재되어 새로운 사물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인간이 사용하는 가구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사물의 

형태적인 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황과 현상에 따라 움직임을 갖춘 

사물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물들은 사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크기 조절이 가능하지만 형태 및 

구조들이 매우 일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일률적인 형태와 구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인간의 행태에 대응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변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사물에 움직임을 부여하였다. 사물은 매우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 적용되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사용자에게 가변적인 

사물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신체 혹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변적이고 조형성을 갖춘 테이블은 기존 

테이블의 형태 혹은 구조의 일률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무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한 

테이블을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테이블의 종류로는 2인 이상의 인원이 사용가능한 

형태의 테이블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하고자 하는 디자인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의 

디자인 과정보다 기존의 디자인에 조형성과 가변성을 

가진 기계 구조를 부여하여 제품의 창작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조형 양식의 사물에 조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진행하였다. 실시된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형성에 대한 역사적 양식에 대한 이론과 사례들을 

탐색할 수 있었다. 선정 기준으로 유기적 형태, 자연 

모티브 등을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테이블 디자인에 

적절한 양식을 선정하였다. 

또한, 공공 공간에 설치된 작품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필요한 가변성이 부여된 작품을 탐색하였다. 

가변성을 부여한 작품들은 기계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키네틱 아트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분야의 작품들 중 테오 얀센의 기계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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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기계 구조 파악을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기계 움직임과 

그에 따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HENRY T. 

BROWN 의 단행본 FIVE HUNDRED AND SEVEN 

Mechanical Principles 을 참고하였다. 또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탐구하고자 몇 가지의 기계 

구조를 선정하여 3D 프로그램 모델링 및 프로토 타입 

제작을 진행했다. 이후 선행된 연구들을 기반으로 

컨셉 이미지를 도출하였고, 선정된 조형 양식을 

부여하여 최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3. 조형 양식에 대한 고찰 

문헌조사를 통하여 디자인 역사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형 양식의 변천 과정에 관하여 파악하고, 

적합한 양식을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1. 조형 양식 

시기 형식 내용 

17-18C 신고전주의 

기능성이 우선인, 

근대에 근접한 

스타일의 양식 

17-18C 빅토리안 양식 
장식과 조각을 활용한 

화려한 스타일의 양식 

18-19C 아르누보 양식 

자연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는 

스타일의 양식 

19-20C 아르데코 양식 

아르누보를 계승, 

절제된 자연적 형태를 

표현하는 스타일 

19-20C 모더니즘 양식 
현대 대중화 되어있는 

스타일의 양식 

 

표1의 내용과 같이 시대가 흐르며 조형의 양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1의 조형 양식 중 선정 조건에 부합하고 18-19C 

기간 동안 대중화되었던 아르누보 양식을 선정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해당 양식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조형 양식의 변환점으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진행된 양식이지만 대중에게 

미친 영향력은 상당했다. 또한, 아르누보 양식은 

자연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유기적 곡선과 소용돌이 

형상을 장식적 요소로 표현하였다[1]. 이러한 

아르누보의 양식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을 이후 진행될 

기계적 요소에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 가변성에 대한 고찰 

창의성과 자유도를 최대한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조형물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형태나 크기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에 적합한 조형을 

선정하였다. 사례들은 문헌조사와 영상 자료를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사례들은 조각된 형태의 조형물, 

부피감이 느껴지는 조형물, 선형의 소재를 사용한 

조형물, 반복적 소재의 사용을 통한 조형물, 매달린 

조명(chandelier) 형태의 조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과정은 디자인 모티프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써 가능한 많은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표 2 

참고). 이들의 작품을 통해 조형감각의 획득과 함께 

기계 구조의 원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가변성 작품 사례 

작가 작품 명 작품 연도 

테오 얀센 Aurum 

 

2013- 

2015 

타나카 

히사시게 

Young 

Archer 
 

1799- 

1881 

앤토니 

하우 
Lucea II 

 

2017 

최우람 
태양의 

노래 
 

2021 

 

4.1 테오 얀센 

물리학을 기반으로 키네틱 아트 작품을 만들어내는 

테오 얀센은 ‘Aurum’을 비롯하여 여러 시리즈의 ‘해변 

동물’을 제작하였다. 그는 링크 구조로 구성된 큰 

크기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주 사용 소재는 PVC 

파이프로, 생물이 단백질이라는 하나의 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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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음에 착안하였고[2], 그가 개발한 독특한 

링크 기계 구조는 ‘Jansen Linkage’ 개념으로 

불린다[3]. 

 

Figure 1 Jansen Linkage Image 

4.2 타나카 히사시게 

「Young Archer」는 타나카 히사시게가 제작한 

인형의 대표작으로, 상단의 인형이 전면에서 활을 

뽑아 좌측의 과녁에 화살을 저격하고 발사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작품이다. 인간을 닮은 형상과 움직임으로 

시청자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일부 기계 구조를 

노출시킴으로써 놀라움을 자아낸다.  

4.3 앤토니 하우 

앤토니 하우의 작품은 시각적 착시와 회전체의 

움직임이 돋보인다.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회전체의 

아름다운 곡선의 반복과 회전을 통하여 매력적인 

형상을 만들어낸다. 앤토니 하우 작품의 주 재료는 

알루미늄으로, 수제작으로 만들어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4.4 최우람 

1990 년대부터 지금까지 최우람 작가는 움직임을 

가진 키네틱 아트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오고 있다. 

움직임의 디테일한 표현과 금속 재료의 융합으로 

키네틱 아트의 가변성을 만들어낸다. 예술 작품 같은 

그의 작업물은 다양한 재료, 색채, 구조를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관람자에게 주기도 한다. 

사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테오 얀센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얀센 기계 구조’의 움직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얀센 기계 구조에서 볼 수 있는 주된 원리는 링크 

구조로, 오랜 시간 인간의 곁에 있으면서 익숙해진 

구조이지만 기계 구조의 가시화로 사람에게 놀라움을 

자아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5. 컨셉 이미지 도출 

테이블은 사무공간 내부의 인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사물에 가변의 원리가 적용되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되, 

제안된 가변형 테이블 초기 컨셉 이미지에서는 개인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5.1 가변형 테이블 초기 컨셉 이미지 

 

Figure 2 가변형 테이블 초기 컨셉 이미지 

가변형 테이블 컨셉 이미지는 6 가지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ure 2 에서 제안하는 디자인은 

기계의 원리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링크 구조, 

슬라이드 구조를 사용하였다. 컨셉 이미지에서 나타난 

디자인은 테이블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디자인으로, 테오 얀센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링크 

구조를 차용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Figure 2 에서 

제안된 컨셉 이미지에서는 단순한 기계 구조를 

사용했다는 한계점이 있어 기계 구조 원리의 폭을 

넓힐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키네틱 아트에 

적용된 기계 구조를 추가적으로 탐구하여 디자인을 

발전시켰다.  

 

5.2 기계 구조 컨셉 이미지와 프로토타입  

 

Figure 3 기계 구조 컨셉 이미지「Fusion 360」 

테오 얀센의 기계 구조와 함께 활용될 수 있는 기계 

구조 탐색을 진행하였다. 기계 구조의 원리는 

Autodesk 사의 3D 프로그램 ‘Fusion 360’을 통해 

움직임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Figure 3 은 

기계 구조 컨셉 이미지의 일부이다. 3D 프로그램을 

통하여 움직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와 함께 

HENRY T. BROWN 의 FIVE HUNDR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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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Mechanical principles 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참고하여 컨셉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표 2. 기계 구조 프로토타입 

No. 모델 이미지 

1 

 

2 

 

3 

  

4 
 

5 

 

6 

 

7 

 

 

기계 구조 컨셉 이미지(Figure 3) 중 가변형 

테이블에 적용할 수 있는 기계 원리들을 선별하여 

제작을 통해 실제 구조의 원리를 파악하였다. 제작된 

프로토타입은 나무 막대, 노끈, 그리고 스티로폼 

패널로 이루어져 있다. 

 

5.3 최종 컨셉 이미지 

 

Figure 4 Art Nouveau Leg Ⅰ, Ⅱ 

기계 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테이블의 

하부 구조에 적용될 수 있는 기계 구조에 아르누보 

양식을 접목시켜 Figure 4 을 도출하였다. Figure 

4 에서 나타난 형상은 아르누보 양식의 유기적인 

곡선과 소용돌이 요소를 투영하였으며, 기계 구조는 

테오 얀센의 링크 구조가 사용되었다. 

 

Figure 5 최종 컨셉 이미지 

최종 컨셉 이미지에서는 Figure 4 의 ANL(Art 

Nouveau Leg)Ⅰ모델이 적용되었다. 테이블의 

균형과 움직임의 유연성을 위하여 2 개를 한 쌍으로 

하였고 총 8 개의 모델이 사용되었다. 최종 컨셉의 

치수로는 상판은 1200*2400mm 다리는 

800*800*1800 으로 구성되었다. 

 

6.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인간 행태와 상황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인 사물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르누보의 조형성을 부여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구조와 형태의 모습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테오 얀센을 비롯한 사례에서는 다양한 기계 

구조의 움직임을 통해 미적인 측면과 함께 사용자에게 

유희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조형 

양식으로는 아르누보 양식을 선정하였으며, 기계 

구조는 사례연구를 분석한 결과 테오 얀센의 기계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무공간 테이블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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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 이미지(Figure 5)에서는 기존의 고정되고 

일률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나 테이블에 새로운 

움직임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움직임의 새로운 방식을 

사물에 적용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이면서 유희적인 

구조를 표현하였다. 이는 미적인 감각과 함께 

사용자에게 색다른 기계 구조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기계 구조에 

대한 원리에 대한 연구와 인간의 행태에 적합한 높이, 

넓이, 영역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가변성에 대한 기계 구조의 범위를 넓혀 

디자인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LEGO 사의 ‘Mind Storm’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의 

프로토타입 제작 후, 1:1 스케일 모델을 제작하고, 

인간의 사용성에 편리한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조형성 탐구를 위해 아르누보 시기의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무공간 테이블이라는 사물의 한계를 

넘어서 조명, 의자 등의 사물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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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연구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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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OOBE 선행연구기반 ‘주요수명주기단계’

이론

단계

OOBE

기반이론
OOBE 단계제안이론

제품수명주기

(CMoya, 2011)

OOBE 단계1

(IBM, 2004)

OOBE 단계2

(K Pekka.,2005)

Identify

needs

Identify

needs
- -

Research

product Research

product

- -

Alternative

Evaluation
- -

Purchase

Acquire

- -

Acquire - -

Unpack Unpack Unpack Unpack

Setup

Setup /

Configure

Set up Set up

Power-on Power-on Power-on

Configure Configure Configure

First use First use First use First use

Doing work Ongoing use Doing work Doing work

Further

assistant
-

Further

assistant

Further

assistant

Product

change

Dis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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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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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extens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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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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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기존일반제품중심’ OOBE 공통정의단계

ㅙ⯉ ញឩゕ ㋅㼱 ㎺ⶕ㈁ 00#&␥ ṭ㡅䀁ᣙ ㆭ䀝

ㆭ㈁ ᢡ⑥ � ラ ᛂ㈝ ᣙ㌝ ㈥⛁ ㋅㼱 ㎺ⶕ 00#&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ᶑべ⯅ 䀅 ᶑ⌅ ⠭␁ềぱḁ ᠕⒍ラ ⵞᾆ ᶑべ
ęᶩᣙ ᶑĚ␥ 㠽ᚩ䀁ォᶍ� ęᶩᣙ ᶑĚᴽ 㛑≲ 〦

㈝䅭 ㈥㊾ ᶩᣙ ᣙᚭ㈝ 㑩ᭅ 䅭 ㈡ⳁ 䀁ᭁ 㑺 〦
䅭 ㈮㎥ ㊭ ᶩᣙ ᣙᚭ ᾚべ⯅ ⛅ềᴽ ᝦ䂁 㱉ᶩ⌅

䀅ᶍ� ㈝ᴽ ញឩゕ ㋅㼱 ញᛆ ᝦ䂁 ᶑ㈁ 㵢㑾㈡
㉕㈡ⶆឥ 㝝㊪㈡ ⯚ឥ ឩ㈁ 㿭ㄽ⯚<�>

⛁オ䀑ឥ Ẃⶅべ ⯉䀲 ゙᠕␥ 㱞䀝 ṭ㡅ễ ᠕⒍ ㊭
᠕⒍ ញ⋍ ᣙᚭ㈡ 㿭ㄽ ㈡ⶆឥ ㋅㼱 㭹⭲ ᶑ␥

ញ⋍䀅 ឥ㈝ᶍ� ㈝べ Ῑ∥ ញឩゕ ㋅㼱 ㎺ⶕ㈁
00#& ⳁ┮ ㎥ᣙ ᶑ␥ ㋅㼱 㭹⭲� ᠕⒍ � ᶩᣙ �

ⵞᾆ � 㝔⭕ㅒ ᶑ⌅ ㉕㊾㈁䀁ォ┙ ㈝␥ 㛑≲べ
㊪ㅒ䀁ゕ ᠕⒍ ញ⋍ ᣙᚭ � ᠕⒍ 〦 ᶢ㈥ � ᶩᣙ

ᣙᚭ � 㛑≲ ㈡ⳁ ᶢ㈥ � 㞱ᣙ ⭕ㅒ ᣙᚭ⌅
㊾䀁ォᶍ� ㈝  ᠕⒍ ញ⋍ ᣙᚭ ᠕⒍ 〦㈝

㈝⎑そ㑩ᣙ ㊭ ᠕⒍ 䈕⒆ 㛑≲べ ᶩ䀅 ㊾➝␥
㭹⭲䀁ᴽ ᣙᚭ ᠕⒍ 〦 ᶢ㈥ ᠕⒍ 〦⯅ ㈺⯚

⚸ ᠕⒍ ロ⍵ ᶢ㈥ ᶩᣙ ᣙᚭ ᠕⒍ 〦 ㈝䅭
㛑≲㈝ 㡅ញỉ ᣵ㑩 ᶩᣙ䀁ᴽ ᶩᣙ ᣙᚭ 㛑≲ ㈡ⳁ

ᶢ㈥ 㛑≲ 㡅ញ 䅭 ㈡ⳁ ᶢ㈥ 㞱ᣙ ⭕ㅒ ᣙᚭ
㛑≲ ㈡ⳁ 㑪䅭⠩㯙 �ᛅㅽ ㈁⚡䀅ᶍ�

그림4. ‘기존’ OOBE 단계와 ‘차량용’ OOBE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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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설문조사 구성

설문조사구성

참여자

기본정보

시기별

경험관련

인포테인먼트

기능관련

•인구통계학적조사

1. 성별

2. 연령대

3. 실제운전경력

•최근구매차량

조사

1. 대기기간 (개월)

•시기별안내경험

여부

•선호하는소통방식

- 시기별, 매체별

•안내받은매체

비율및만족도

•안내정보 항목에

대한경험여부및

만족도

•만족 /불만족

경험에 대한의견과

니즈

•인포테인먼트 기능

안내최적시기

•대기기간동안의

인포테인먼트기능

안내시 선호정보

채널및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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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차량인포테인먼트기능 안내관련 ‘선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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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차량인포테인먼트기능 안내관련 ‘선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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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FGI 조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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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FGI 조사구성

FGI 조사구성

사전미션

1. 인포테인먼트기능첫학습시경험했던콘텐츠

만족도 평가

2. 대기기간동안확인했던콘텐츠및니즈파악

인터뷰 당일

1. 연구소개

2. 라포형성을 위한Intro 질문

3. 사전설문데이터공유및관련질문

4. 정보안내 ‘시점’ 관련질문

5. 정보안내 ‘방식및매체’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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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차량인포테인먼트기능안내 ‘시점’ 관련 FGI 응답

기능안내시점관련 FGI 응답

질문사항 선호도 대기기간 짧은 대기기간 긴

1. 차량인수전

정보안내

긍정적 ●

부정적 ●

2. 차량인수전

기능선학습

긍정적 ●

부정적 ●

3. 구매단계별

정보안내

긍정적 ● ●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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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안내선호 ‘매체’ 및 선호 ‘방식’ 관련 FGI 응답

FGI 조사관련응답

1.정보안내선호‘방식’

기업차원표준화메뉴얼

방식과 1:1 쌍방향

소통방식

기업차원방식조금더선호하나, 둘다필요함

•메뉴얼방식선호이유: 신뢰도및책임소재명확

•1:1 쌍방향소통방식 선호이유: 실시간 답변

2.정보안내선호‘매체’

모바일 앱,

카카오톡, 문자

선호도 모바일앱 > 카카오톡> 문자순

•일방적인정보제공매체인 ‘카카오톡’과 ‘문자’와

달리직접적인궁금점 해소가가능한모바일 앱을

선호 - 인터랙션이이루어지는매체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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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구매단계별차량 인포테인먼트디자인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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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본 연구는 지속가능 HCI 측면에서 한국 HCI 학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분석한다.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모두 

충족하는 개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United 

Nations (UN)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만들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N 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7 개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기계학습 분류기를 만들어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정도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한국 HCI 학회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고르게 기여하고 있는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국 HCI 학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 결과, 한국 HCI 학회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었지만, UN 

SDGs 측면에서 고르지 못한 기여를 하고 있었다. 

㎧㋇た 

지속가능 HCI, 지속가능발전, 한국 HCI 학회,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LSTM 

1. ⯇⌋ 

1.1 ゛᠗ ⛛ᝨ ⚺ 㿯ㄿ⯜ 

지속가능 HCI (SHCI) 연구는 기술을 매개로 하는 

인간과 물체의 관계와 그 사이의 상호작용이 

실생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1,2]. 이 상호작용의 결과는 우리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 상호작용의 디자인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짓는 일이다. 다른 말로, 이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동안 기술을 포함한 자원이 활용되고, 그 

활용의 결과는 환경, 사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이 상호작용의 디자인에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3].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성질인 지속가능성은 환경, 

공중 보건, 사회적 평등과 정의뿐만 아니라 인류와 

생태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4]. 

하지만, SHCI 연구에 대한 실효성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5].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노력보다 지속가능 HCI 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HCI 연구자들은 스스로 실천 지향적인 

지속가능 HCI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6]. 이는 

SHCI 연구가 HCI 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HCI 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은 명확한 방향성이 없고,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부재하며,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SHCI 연구가 실질적으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 뒤집어 

생각해보면, 실행가능한 목표와 목표 성취도 측정은 

HCI 연구자들이 SHCI 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incentive)을 만들 수 있다 [7]. HCI 연구자들은 

모든 HCI 연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다만, 이것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혹은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SHCI 이 

구체화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 때문에 Hansson et al. [8]는 HCI 연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밝히기 위해, 지난 

10 여년 간의 SHCI 문헌고찰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그들은 대표적인 지속가능발전 

프레임워크인 UN SDGs 를 기준으로 현존 SHCI 

연구에 UN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대응시키는 일을 

하였다. 그 결과, SHCI 연구가 지속가능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으며, UN SDGs 의 SHCI 평가 

지표로써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는 

Hansson 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작업으로는 

다량의 HCI 연구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딥러닝을 활용한 UN SDGs 기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정도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HCI 연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 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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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᠗ ᶫ⭬ 

특별히, 본 연구는 국내 HCI 학계를 대상으로 국내 

HCI 연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확인하고 

국내 SHCI 연구를 확산하고 촉진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한국 HCI 학술대회로 

한정한다. 한국 HCI 학술대회는 1990 년부터 매년 

개최하며 국내 HCI 학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9]. 

무엇보다, 학술대회 논문은 일반적으로 최신 연구를 

공표하므로 국내 선도 HCI 연구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1.3 ゛᠗ ╔㊬ ⚺ ゛᠗ 㑳◣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HCI 학술대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는 Hanssen et al. 

[8]과 유사하게 UN SDGs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여부로 파악한다 (그림 1). 

여기서 UN SDGs 는 총 17 가지의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자 한다. 

• 연구질문 1. 한국 HCI 학술대회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균형 

있게 기여하였는가? 

• 연구질문 2.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 한국 

HCI 학술대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본 연구는 한국 HCI 학술대회가 이미 

지속가능발전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이는 HCI 연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연구질문 

1 에서는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의 UN SDGs 

분류에 따라 17 개에 대해 고르게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연구질문 2 에서는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의 기여가 증감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파악한다. 또한,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 

주제들 중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가 

증감하는 주제를 파악한다. 

 

그림 1 연구 개요  

2. ⯋䀴゛᠗ ⚺ ㅔた ⯏┰ 

2.1 㑫ⰸᚫᵐ HCI (Sustainable HCI, SCHI) 

SCHI 연구는 지속가능한 상호작용 디자인 

(Sustainable Interaction Design, SID)으로부터 

유래한다 [3]. 이는 기존 HCI 의 관점을 인간과 

물체의 상호작용에서 확장하여 이 상호작용을 

아우르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SCHI 의 중요성으로 인해 SIGCHI 에서는 

2019 년부터 Sustainability 를 프로그램 내에 두었다 

(그림 2). 국내에서도 이러한 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일례로, 제품을 통한 자원 소모 방식으로부터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용자의 친환경 

상호작용을 위한 디자인 방식을 고안하였다 [19]. 

다만, 해외에서의 이러한 SHCI 에 대한 이론과 사례 

연구 증가에 비해 국내에서의 SHCI 연구는 아직 

부족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SHCI 자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하고, Hanssen et al. (2021)과 같이 특정 

프레임워크 (예: UN SDGs 프레임워크)로 국내 HCI 

연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는 부재하였다. 

Hansson et al. (2021) 는 실질적인 지속가능 HCI 

연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하고, 

나아가 현존 71 개의 지속가능 HCI 연구들을 UN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대응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8]. 

이 노력은 제 1 저자가 손수 분류한 결과를 그 외 

저자들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두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사람의 지식의 

불완전성과 주관성으로 인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논문의 수가 많으면 분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분류하는 사람의 

집중력이 저하되어 분류를 정확히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편향성을 극복하고 다량의 문서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방법을 국내 연구에 적용하여 국내 HCI 연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2 SIGHCI for Sustainabilit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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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UN 㑫ⰸᚫᵐ⛇㊯ ╔㼇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1987 년 브룬틀란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세대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다. 

이를 2030 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2015 년 제 70 차 

UN 총회에서 결의한 인류 공동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이다. 이 목표들은 총 

17 개이며 하위 목표들 169개로 구성된다. 그림 3 은 

17 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나타내며, 이들은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강화,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보장,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와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16) 평화, 정의, 포용, (17) 지구촌 

협력 강화이다. 

 

그림 3 UN SDGs [10,11] 

2.3 ⠯␃ル ᣛ 㣌㋀ 

분류 작업이란, 관찰 대상을 종류에 따라 정리하는 

일이다. 종류는 분류 작업 전에 정의되는 기준이며, 

이 기준은 대상의 성질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따라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UN SDGs 가 분류 체계로 

활용되며, 17 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이 분류 

작업에서 사용되는 기준이 된다.  

분류 기계 혹은 분류기는 위에 분류 작업을 하는 

기계를 일컫는다. 분류기는 기준 학습 여부에 따라 

사전 기반 분류기와 기계학습 분류기로 나뉜다. 

기계학습 분류기는 알고리즘에 따라 딥러닝을 

기계학습으로 사용한 분류기와 그 외의 기계학습 

방법(예: 지지벡터기기, 의사결정나무 등)을 이용한 

분류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글과 같은 순서가 있는 단어의 배열은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s) 기반 딥러닝 

분류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분류기는 종류별 

확률을 예측하고, 이 확률은 기여 정도로 볼 수 있다. 

확률은 일종의 멤버십 함수이기 때문이다. 

3. ゛᠗⛔❀ 

3.1 ḛ㯛 ⳃ㑼 

본 연구에서는 UN 통계분과로부터 17 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들 및 하위 세부 목표들과 

지표들을 훈련 및 검증 데이터로 수집하였다 [12]. 

훈련 및 검증 데이터는 총 1,465 문단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HCI 학술논문의 기여도 예측을 

위해 한국 HCI 학술논문 6,146 개의 서지 정보를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로부터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수집하였다. 그 중 초록이 

존재하는 2,591 개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기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3.2 ᣛᝯ䀄ⵠ ╓䃀 

본 연구에서 분류기로 사용한 모형은 Long short-

term memory (LSTM) 모형으로 순환 신경망의 

일종이다. 순환신경망은 여러 신경망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이전 신경망의 정보를 그 다음 신경망이 

넘겨 받는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 [13]. 이 때문에 

RNN 의 역전파 학습 시 전파되는 정보가 소실되는 

Vanishing Gradient Problem 을 필연적으로 갖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를 기억하고 잊을 수 

있는 기억 기능을 더하였고 이것이 LSTM 이다 (그림 

4). 본 연구의 모형은 임베딩 층, 6 개의 LSTM 모듈 

층, Fully-connected 층으로 구성된다. 이모형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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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I 학술대회 논문 중 초록이 있는 논문들에 

적용하여 UN SDG 17 개로 분류하였다.  

 

그림 4 LSTM in RNN [14] 

4. ゛᠗ឧ 

4.1 㑫ⰸᚫᵐ⛇㊯ ╔㼇 ᶗ⯜ ᣛ㈃ ⠳ᢋ䃀⯜ 

표 1 과 같이 t 검정 결과,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확실히 평균을 상회하거나 

하회하였다. 다른 말로, 이들 목표에 대해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은 확실히 기여를 하고 있거나 확실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t-test 결과 

SDG t-statistic p-value 

1 316.3931 0.0*** 

2 -1.2115 0.2258 

3 -1.0708 0.2843 

4 -2.1629 0.0306* 

5 2.4358 0.0149* 

6 7.511 0.0*** 

7 19.7304 0.0*** 

8 2.4344 0.015* 

9 6.8821 0.0*** 

10 5.3501 0.0*** 

11 -2.0478 0.0407* 

12 9.298 0.0*** 

13 3.6818 0.0002** 

14 1.4263 0.1539 

15 0.1316 0.8953 

16 1.9483 0.0515 

17 -1.2726 0.2033 

추가로, (13) 기후변화와 대응이 위 목표들보다는 

불확실하지만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은 확실히 

기여를 하고 있거나 확실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보장,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의 목표들은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은 기여를 하고 있거나 확실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의 측면에서 볼 

때, (2) 기아해소와 지속한 가능 농업, (3) 건강과 

웰빙, (14) 해양 생태계, (15) 육상 생태계, (16) 

평화와 정의 제도, (17) 파트너십을 제외한 대부분이 

UN SDGs 에 대한 한국 HCI 학술대회 평균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별 기여에는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㑫ⰸᚫᵐ⛇㊯ ╔㼇 ᶗ⯜ ᣛ㈃ 㵤㒀 

그림 5 와 같이, 시간에 따라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 

보면, 지속가능발전 목표 10 인 ╓ᾋ ㌰␃㈃ ⠳㹴ᾜ 
䀟ⰷ에 대한 기여가 가장 눈에 띈다. 일례로, 

공동주의 가상교실이 ADHD 아동군과 정상군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15]. 

그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17 인 㑫᠗㞷 䂼⋐ 
ᛀ䃿가 눈에 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의미하지만,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따를 수 있는 프로세스, 

방법 [16]이나 가이드라인 [17]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기여 연구로 드러났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16 인 㹴䃿, ㋀㈃, 㺗ㅔ이 주목할 

만하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새로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그룹 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는 연구가 있다 [18]. 그림 5 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10 에 대한 기여는 조금씩 

줄어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17 에 대한 기여는 

서서히 늘어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16 에 대한 

기여는 시간의 변화에 둔감하다.  

그림 6 는 시간에 따른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0 인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상자 그림 (Box plot)이다. 각 

논문은 17 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를 

0 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모든 논문의 

각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기여 값은 논문의 

수만큼 있다. 이 때문에, 최소, 최대, 평균 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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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중 목표 10 에 대한 기여를 

상자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6 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이 목표 10 에 평균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는 변하지만, 그 범위가 비교적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은 시간에 따른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7 인 지구촌 협력 강화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상자 그림이다. 그림 6 과는 다르게 

매년 이 목표에 대한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의 

기여는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평균적인 기여가 매우 

낮다.  

그림 8 은 시간에 따른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6 인 평화, 정의, 포용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상자 그림이다. 그림 6 과 유사하게 

기여의 범위가 비교적 일정하고 매해 평균 기여의 

변동성이 크지만, 그림 7 과 같이 불확실성이 크다.  

4.3 ᣛᚫ ㊬ 㑫ⰸᚫᵐ⛇㊯ ╔㼇 

기여가 거의 없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1 인 ⣳ត㣠 ᚻⰷル ⭗䄷⿳㊯⒈ 
ᛀ䃿, 지속가능발전 목표 5 인 ⯜㹴ᾜ ➟㉐, 

지속가능발전 목표 11 인 㑫ⰸᚫᵐ䀇 ṯⶇル ㎧㑫 
㌛⯜, 지속가능발전 목표 13 인 ᣛ䅯❫䃿ル ᶫㇼ이 

있다.  

기여가 적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2 인 ⶈ≴⿳➟ ⚺ 㑫ⰸᚫᵐ䀇 ばᛀ䃿, 

지속가능발전 목표 3 인 ᛀ䀃ឋ 䀴➠䀇 ⭡ ➟㉐, 

지속가능발전 목표 4 인 ╓ỻ ㆯ䀇 〼㑳㈃ ㇌, 

지속가능발전 목표 6 인 ᛀ䀃ឋ ⿳㊯䀇 ◧ ឫ, 

지속가능발전 목표 7 인 ほ᮳㑫㈃ 㤇䄃ᝨ㊬ ⮈⭛ឧ 
ⰷ⣯, 지속가능발전 목표 15 인 ㇌⭬⮈㮇ᝯ ➟㊯이 

있다.  

 

 

그림 5 SDGs over years 

 

 

그림 6 SDG 10: Reduced inequalities 

 

그림 7 SDG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그림 8 SDG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5. ⌋ ⚺ ㋇っ 

5.1 ゛᠗㈃ ⶇ⭗㊻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들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들의 17 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에 대한 기여는 불균형적이다. 특히, 한국 HCI 

학술대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 6, 7, 9, 10, 12 에 

대한 기여가 그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까지 한국 HCI 학술대회는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기여가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번영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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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다는 불확실하지만, (17) 지구촌 협력 강화 

(16) 평화, 정의, 포용에 대한 기여가 적지 않다. 이는 

주로 평화,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이다. 즉, 일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가 있다.  

한편으로,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다. 이는 주로 

인간과 지구에 대한 부분이다. 즉,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하지만,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보장, (13) 

기후변화와 대응, (15) 육상생태계 보전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 이는 인간과 지구에 대한 부분이다. 

즉,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리하면, UN SDGs 에 따라 한국 HCI 학술대회는 

번영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평화, 파트너십에 대한 

기여가 있어 보인다. 반면, 인간과 지구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다 삶의 질과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기여는 있지만, 육상생태계 

보전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5.2 ゛᠗㈃ 䀇ᝯ ⚺ 䁐䅯 ゛᠗ 

본 연구는 한국 HCI 학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들을 대상으로 UN SDGs 에 따른 

기계학습 분류기를 이용한다. 그 결과, 한국 HCI 

학회는 번영에 해당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에 

기여를 하는 한편, 인간과 환경에 해당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에 기여하는 정도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계학습을 활용하기에 훈련 데이터에 

의존적이다. 또한, 기계학습 모형이 순환 연결망의 

일종으로 순차적인 정보 전달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이 획득가능한 초록이 있는 

한국 HCI 학술대회 논문으로 한정된다. 보다 나은 

훈련 데이터와 기계학습 모형으로 한국 HCI 학회를 

대표하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ICONS)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또한,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o.2021R1F1A106417012). 지속가능발전 

석학회원 (Sustainable Development Fellow)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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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회공헌원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and Empowerment)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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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19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구매 경험이 보편화되고, 

오프라인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던 가장 대표적인 

제품군인 자동차조차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고관여 제품인 자동차의 경우,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 경험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경험과 온라인 경험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 연구를 통해 이론으로 제시된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오프라인 경험의 필요성과 실제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 및 니즈를 확인하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심리스한 경험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 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오프라인 매장, 자동차, 옴니채널, 디지털 매체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 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구매 

경험이 보편화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대표적인 상품인 자동차조차도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해진 한편, 고관여 제품인 자동차 제품군의 

특성상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딜로이트에서 실시한 2021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차량 구매 

과정에서의 승차 경험 등 디지털 수단으로 보완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정보탐색과 구매를 병행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최근의 소비성향을 

고려했을 때, 오프라인 경험과 온라인 경험이 함께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비자가 실제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하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경험 

제공을 통해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 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프로세스 

본 연구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고관여 제품 및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자동차 제품군의 특성과 구매 채널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VOC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과정 내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그룹핑하여 기회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위해 미스터리 쇼퍼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품 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2. 문헌 연구 

2.1 고관여 제품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을 의미하고, 제품은 

이러한 관여도에 따라 고관여 제품(High-

involvement product)과 저관여 제품(Low-

involvement product)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주택, 

자동차, 보험 등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황이나 제품이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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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여라고 하고, 식품류와 생필품 등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를 저관여라고 

한다. 관여도가 높은 경우, 대체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높고 잘못된 구매 선택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 탐색의 동기가 더 

높다[3]. 

 

그림 2. FCB 그리드 모델에 따른 제품 유형 분류 

FCB 그리드 모델에 따라 제품 유형을 분류할 때 

자동차는 고관여-이성적 영역에 해당한다. 고관여-

이성적 영역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제품의 성능과 효율성 등을 중요시하여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고 브랜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동차 구매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시승 및 탑승감, 

인포테인먼트 기능 등 사용성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경험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2.2 구매 채널의 변화 

온‧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유통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중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상품을 매매하는 단일채널(Single Channel)에서 

다수의 채널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는 멀티채널(Multi Channel)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후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오프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탐색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쇼루밍(Showrooming)과 온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탐색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역쇼루밍(Reverse-Showrooming) 구매 행태가 

발생하고 크로스채널(Cross Channel) 환경이 

조성되었다[4]. 이러한 소비 환경은 각각 운영되는 

채널들 간의 연계성 및 연동성이 부족하여 

소비자들에게 일관된 소비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등장한 옴니채널(Omni 

Channel)은 멀티채널이 변주된 형태로,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한다[5]. 

 

그림 3. 유통환경에 따른 구매 채널 변화 

이러한 옴니채널 전략은 자동차 업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차종과 색상, 옵션, 구매 방법 

등을 선택하여 실시간으로 견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중고 부품 

쇼핑몰 ‘지파츠’에서는 온라인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지정 장착 지점을 방문해 설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Mercedes me’,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와 ‘마이 제네시스’, 

기아자동차의 ‘마이기아’는 모바일 기반의 차량 원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브랜드가 

온라인 채널을 통합하고 연결하여 고객 중심의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3. 사용자 연구 

3.1 VOC 데이터 분석 

실제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니즈 및 페인 

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 VOC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보배드림, 디시인사이드 외 13개의 국내 커뮤니티 내 

차량 관련 게시판에서 2021 년 11 월 1 일부터 

2022 년 11 월 1 일까지 1 년간의 VOC 데이터를 

크롤링하였고, 본 연구와 관련 없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5,986 개의 VOC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를 

정리하였을 때 상위 8개의 키워드는 [그림4]와 같다. 

 

그림 4. 언급량이 많은 상위 8 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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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더 상세하고 정성적인 분석을 위해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다시 그룹핑하여 [그림 5]와 같은 

기회 요인을 도출하였다. 차량 대기 기간과 같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소들은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5.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한 기회 요인 분석 

 

3.2 미스터리 쇼퍼 

앞선 VOC 데이터 분석 결과, 온라인 경험을 통한 

정보 안내와 더불어 오프라인 경험을 통한 정보 

안내에 대한 니즈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구매 경험에 

대한 더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사용자의 오프라인 경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구매 계약 전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는 경우’, ‘시승 체험을 

신청한 경우’, 그리고 ‘차량 인수 당일 출고장 등의 

지정 업체를 통해 차량을 인수받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차량을 접하는 첫 순간이자 

가장 정보 탐색에 친화적인 경향을 보이는 ‘구매 계약 

전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미스터리 쇼퍼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2022년 10월 15일, 16일 이틀에 걸쳐 세 

번 진행되었고, 장소는 3 차 조사 모두 H 사의 

직영점을 선정하였다. 조사자는 다양한 구매 니즈를 

파악하고자 자동차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3 명의 관찰자를 선정하였다. 가장 보편적인 

구매 과정을 확인하고자 방문 예약 신청 후 전시장에 

방문하여 전시 차량을 탐색하고 딜러의 안내를 받아 

구매 계약을 완료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그림 6. 미스터리 쇼퍼 진행 모습 

 

3.3 사용자 연구 결과 

3 차에 걸친 미스터리 쇼퍼에서 발견한 페인 포인트 

및 니즈를 앞서 진행한 VOC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1. 미스터리 쇼퍼 분석 결과 

기회 요인 상세 내용 

딜러 중심의 

구매 경험 

딜러 입장에서의 차량 정보 및 기능 

안내 체계 필요 

구매자가 시승할 차량의 기능 안내에 

대한 준비 필요 

정보 안내 

방식 및 

콘텐츠 

자유로운 탐색 과정에서도 정보 

습득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안내 매뉴얼 필요 

전시 차량 내에서의 핵심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안내 및 

체험 방법 체계화 

외관/내관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기능 

등 차량 간의 비교 콘텐츠 제공 

시나리오 및 예시를 통한 기능 설명 

온보딩 
차량 연결 앱 관련 부가 설명 및 안내 

방식 체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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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딜러 재량이 큰 자동차 구매 과정의 특성상 

딜러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구매 경험은 

딜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차량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딜러와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같은 브랜드라도 지점 및 

딜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이하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가 일관된 소비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딜러 입장에서의 차량 정보 및 

기능 안내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일괄적으로 배포되는 매뉴얼의 경우, 그 적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새로운 매뉴얼이 보편화된다 

하더라도 그 실행은 딜러 개인의 몫이기에 여전히 

딜러 중심의 구매 경험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정보 안내 및 설명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니즈를 발견하였다. 전시 차량 탑승 체험 시 정보 

탐색이 자유롭지만, 오히려 탐색이 너무 자유로워 

차량에 대한 관심도나 지식이 없는 초심자의 경우 

어떤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지조차 감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시 차량 내에서의 핵심 

인포테인먼트 기능 안내와 같이 자유로운 탐색 

과정에서도 정보 습득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안내 매뉴얼을 제공하여 구매자가 몰입도 

있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관/내관 디자인을 포함한 차량의 사양 

및 인포테인먼트 기능 간의 비교나 시나리오와 같은 

예시를 통해 기능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매 계약 전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는 

경우, 차량의 구매 후 학습 과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인 차량 자체의 온보딩 과정과 

관련된 니즈는 발견할 수 없었고, 차량 관리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차량 연결 앱 설치 및 가입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결과 분석 

4.1 연구 결과 종합 

VOC 데이터 분석과 미스터리 쇼퍼 조사 진행 결과, 

소비자는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 모두에서 정보 안내에 대한 니즈가 있고, 

이러한 니즈는 자동차 구매 경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받은 

정보는 소비자가 따로 기록하지 않는 이상 

산발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들은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 혼란과 피로를 야기하고 전체적인 구매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채널에서 제공받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매체 활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2 효율적인 제품 학습 방안 제안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매체 활용을 통해 

사용자의 구매 결정을 돕고 전반적인 구매 과정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기회 요인으로 도출한 세 가지 인사이트 중 

딜러 중심의 구매 경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림 7. 레거시 매뉴얼과 함께 QR 코드 제공 

핵심 인포테인먼트 기능에 대한 안내 매뉴얼을 

카드형으로 제작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각자 관심 있는 기능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끔 하고, 카드 뒷면에는 

기능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모바일 플랫폼 혹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매장을 벗어난 이후에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NFC 스티커를 통한 기능 안내 

오프라인 매장의 전시 차량 내에서는 영상 및 웹 

매뉴얼의 기능 안내 콘텐츠로 연결되는 NFC 

스티커를 각 기능과 관련된 부분과 가까이 부착하여 

소비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바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태그 행위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피지컬한 제품 자체와 모바일의 심리스한 

연결 경험을 가능하게 하여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QR 코드와 NFC 를 사용한 정보 안내 방안의 

경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구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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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행태그를 통한 모바일 채널 연결 

전시 차량 내에서는 기능 안내의 역할을 하는 NFC 와 

더불어 브랜드 및 차량의 총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채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눈에 잘 띄는 

전방 시야에 행태그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브랜드와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총괄하는 모바일 플랫폼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구매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유기적인 경험이 

제공되어야 함을 검증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사용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기회 요인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효율적인 제품 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3번의 사용자 조사 모두 같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 

직영점에서 진행되었고, 조사의 횟수가 적어 문제 

요소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제안한 학습 방안을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추후 자동차 브랜드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경험과 오프라인 경험 간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한 

옴니채널 디자인 전개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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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novel workflow of 3D 

printing various finish patterns of an object 

without CAD modelling an actual surface 

texture but computationally generating a g-

code for 3D printing with an embedded texture. 

It allows designers to easily convert a simple 

3D surface to a textured surface they desire. 

In this paper, we describe how our slicer 

generates texture patterns from a given 

geometry and 3D print 40 samples of textured 

surfaces to explore the texture design 

spectrum of our slicer. We also present three 

applications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our texture slicer.  

Keyword 

3D-printing, computational design, digital 

fabrication 

1. Introduction 

3D Printers, particularly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machines, are widely used by 

designers, researchers and engineers to 

rapidly prototype their ideas and products. 

The typical workflow of 3D printing goes from 

modelling in CAD and exporting to 3D slicers 

such as Cura, Simplyfy3d, or PrusaSlicer. 

These slicers allow users to customize 

parameters such as nozzle temperature, 

printing speed, layer width, and height. 

However, to 3D print textured surfaces, users 

have to re-open the 3D model, modify the 

model's surface geometry, and re-export to 

the slicer. Designers have to go through this 

iterative and trivial but necessary process to 

obtain the textured surface they desire. 

Designers use numerous finishing textures, 

such as smooth, glossy, matt, bumpy, and 

rough, to render a distinct look of a product. 

Additionally, the surface of a product can 

transform its properties to have additional 

features like anti-skid, hook-and-loop, and 

even varying taste percep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custom slicer 

for Rhino Grasshopper that generates various 

textures on a surface without requiring 

modifications of the actual geometry. This is 

achieved by injecting the g-code during the 

slicing process before printing. It allows users 

to generate different texture features, such as 

tactile feedback based on a single geometry, 

without remodeling for every texture pattern.  

2. Related Works 

Our work closely intersects prior works in 3D 

printing with custom g-code and fabricating 

textures on a printed object.  

2.1 G-code modification for 3D Printing 

Custom g-code modification has been 

extensively used by HCI researchers and in 

the digital fabrication domain. Programmable 

filaments introduce multi-color 3D printing 

techniques with a single nozzle 3D printer [1]. 

WirePrint 3D prints directly in a 3D space, not 

layer-by-layer, to maximize the printing 

speed for rapid prototyping [2]. Extruder-

Turtle introduces a set of 3D printed textures 

by LOGO inspired turtle coding method [3]. 

Moreover, O’Leary et al., introduces a 

scripting interface with visual interpreter for 

generating custom g-code for 3D printers [4]. 

In a similar manner, we propose TextureSlicer, 
which generates a printing path that enables 

surface textures from a given 3D geometry 

without modifying the geometry itself. 

2.2 3D printed objects with texture 

Multiple works have explored the importance 

of surface texture with 3D-printed objects. 

Cillia 3D prints microns scale hair like 

structures for passive actuators, mechanical 

adhesion, and touch sensors [5]. 4Dtexture 

uses multiple materials to generate various 

textures on 3D printed objects [6]. On the 

other hand, [7,8,9] have explored the impact 

of different surface textures on human 

perception of taste when drinking beverages. 

Despite the importance of how texture 

influences a product's design and features, 

users have to re-3D model and export it to 

the slicer repetitively until the fi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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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licer with computational texture generator 

3. TextureSlicer 
TextureSlicer is a computational slicer for 

FDM printers. It converts a geometry to a 

customizable g-code, generating multiple 

textures from a single geometry source. Once 

the geometry is introduced to our slicer, which 

is scripted in Grasshopper Rhino, it generates 

3D printing paths. To create textured surface, 

geometry cross-sections are converted into 

curvature paths oscillating around them. 

TextureSlicer takes three parameters to 

generate multiple texture patterns: a) wave-

interval, b) amplitude, and c) vertical spacing. 

a) Wave Interval is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consecutive waves (Figure 1.A) The 

shorter gap between the waves increases the 

frequency, resulting in steep waves given the 

same amplitude. A larger interval results in 

fewer waves, creating smoother surface 

finishing.   

b) Amplitude is the distance between a 

geometry's outer edge and the oscillation 

pattern's furthest point (Figure 1.B). It 

controls the steepness of concave curvature, 

creating evident surface texture on a 3D-

printed object.  

c) Vertical Spacing is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consecutive texture layers (Figure 

1.C). The non-texture layer follows the 

original geometry printing path. Having these 

non-texture layers in between the texture 

layers, the print path of the texture layer ends 

up printing in midair, resulting in the materials 

falling downward due to its gravity and 

absence of support underneath. 

4. Texture Exploration 

In this section, we 3D printed 20 

texture samples of all possible combinations 

of four intervals (1 mm to 4mm with 1mm 

increment) and five amplitudes (1mm to 5mm 

with 1mm increment) without any vertical 

spacings. Additionally, we printed 20 identical 

texture samples with 1mm vertical spacing to 

explore their characteristics. 

The texture pattern and g-code were 

generated in Rhino Grasshopper with our 

custom C# script and printed using an e3D 

tool changer (only with a single nozzle) with 

PLA filament under 200 degree Celsius. A g-

code of this geometry can be computed in up 

to 61 milliseconds, while parameter injection 

can take up to 22 milliseconds. 

In Figure 2.A, printed samples show 

that the more considerable interval distance 

(4mm interval) creates a more vivid texture 

pattern than the ones with a shorter interval 

(1mm). On the other hand, amplitude also 

plays a significant parameter to augment the 

texture effect regardless of the interval 

distances. While the amplitude magnifies the 

textured effect on all interval samples, it 

increases the overall size of the geometry, 

which designers might not desire.  

Figure 2.B shows all 20 samples with 

every possible interval and amplitude 

combination with 1mm vertical spacing. While 

the printing parameters (wave intervals and 

amplitude) are identical to those in Figure 2.A, 

the samples with vertical spacing create 

distinct textures and patterns compared to the 

previous samples (Figure 2.A). This is due to 

the lack of support underneath the printed 

texture-path, and materials are sagging of its 

weight and gravity, therefore creating a 

weaving effect. Another notable feature from 

Figure 2.B samples is that their amplitude 

does not increase the overall size of the 

geometry compared to the one without the 

vertical spacing (Figure 2.A), as the texture 

patterns are falling downwards.  

In total we printed 40 texture samples 

to understand how the three parameters 

generate various textur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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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20 samples with all combinations of interval distances and amplitudes without vertical spacings,  

B) 20 identical samples with vertical spacing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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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3D printed cup holder with three different texture patterns: smooth, scratchy and rough. They are 

all generated through TextuerSlicer from a single geometry., B) A cloth hanger with a rough texture on its 

shoulders to prevent the cloth from slipping. Users can change the frequency of the texture pattern to control 

the friction, C) A tactile rotary knob for tangible user interface, various tactile feedback from different textures 

allows users to distinguish multiple tangible interfaces from each other. 
  

5. Applications 

Previous works [7,8,9] have generated 

different textures for a cup holder by re-

modelling the entire geometry for each 

texture pattern. However, TextureSlicer can 

obtain different surface finishing and features 

that can be computed on g-code without re-

modelling the original geometry.  

TextureSlicer will eventually allow 

researchers as in [7,8,9] to quickly explore 

different texture patterns that affect taste 

perceptions when drinking beverages. Figure 

3.A shows three cup holders that are 3D 

printed from a single geometry source, having 

different texture parameters. For instance, the 

smooth pattern has zero interval and zero 

amplitude distance, while the scratchy texture 

is formed through 3mm interval, 3mm aptitude 

and 1 mm vertical spacing. The cup holder 

with a rough finish is created through a 3mm 

interval distance, 3mm amplitude and no 

vertical spacing.  

Figure 3.B shows a hanger with resistive 

texture on its shoulders. TextureSlicer allows 

users to modify the texture of a surface 

selectively. Our system will enable users to 

quickly generate various resistive patterns 

such as in type 1 and type 2, for different 

cloth weights without changing the hanger 

geometry. 

Figure 3.C demonstrates a tangible rotary 

knob with tactile feedback generated through 

TextureSlicer. Our system allows users to 

design tangible interfaces with multiple tactile 

feedback that differ from each other. Users 

can obtain this process without repetitively 3D 

modelling geometries for each tactile feedback, 

but from a single knob model to numerous 3D 

printed interfaces with distinct tactile 

feedback. 

6. Conclusion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ovel approach 

on 3D printing various textured-object without   

geometrically modelling the g-code itself but 

computationally modifying the g-code of a 3D 

printer. Our system allows users to rapidly 

generate print-ready files with different 

textures by adjusting three key parameters 

that render distinct features from each other.      

Since the current system enables printing a 

textured surface on the object sides only, we 

plan to continue the research by developing 

textured surfaces on top of a geometry with 

extrusion rate and printing speed. We also 

plan to conduct a study to explore how people 

perceive those te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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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 되어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색조화장품의 수요는 줄어들고 

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 향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향수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향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향에 대한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통해 긍부정 

분석 진행하였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향기에 

대한 감성어를 언어 이미지 스케일 기반으로 각 향기 

별로 소비자 인식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향수를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향기 별 이미지 

특성을 유추하는 데 정확도를 높이고, 개인의 가치관과 

향기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た 

향수(perfume), 향수 이미지, 향기의 바퀴(fragrance 

wheel), 빅데이터(big data),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1. ⯇ ⌋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어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색조화장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2020 년 한국 화장품 시장은 눈 화장용을 제외한 

페이셜 메이크업, 립 제품 등의 색조화장품 제품 수요가 

감소했다[1]. 화장 대신 향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려는 

MZ 세대들이 크게 늘었고, 이러한 국내시장을 

겨냥하여 해외 니치향수 브랜드들이 취향에 맞는 

세분화된 향수 제품을 유통하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2]. 국내 향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국내 향수 

시장이 2019 년 6000 억원을 넘었고, 2022 년에는 약 

8000 억원으로 30% 넘게 성장하여, 2025 년에는 약 

1 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향수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향수의 패키지 디자인이나 

사용 목적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4], 소비자들의 

향기 별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향기 별 특성을 

관련 키워드를 통해 도출하고자,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의 인식 및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시 향기의 바퀴(the fragrance wheel) 

체계에서 상위항목의 향기를 기준으로 분석 키워드를 

선정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향기에 대한 

감성어를 언어 이미지 스케일에 매칭시켜 각 향기 별로 

소비자 인식 특성을 파악하였다. 추후 향기의 바퀴에서 

더 세분화된 단위인 하위항목 향기 별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향수를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 ⯋䀴゛᠗

향수는 단순한 향기 제품의 일종이 아닌 좋지 않은 

체취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적 필요 이상을 

충족시키는 감성제품이면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제품, ‘감성적 만족의 수단’, ‘취향을 드러내는 센스’로 

표현되고 있다[5]. 

향은 조합에 따라 만들어지는 종류가 무수히 많기에 

존재하는 모든 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향수 업계에서는 수많은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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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기 위해 ‘향기의 바퀴(the fragrance wheel)’라는 

체계를 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영국의 향수 

분류학자 마이클 에드워즈가 1983 년에 개발한 이 

기준은 이후 몇 번의 수정을 거쳐 2010년 플로럴(floral), 

오리엔탈(oriental) 우디(woody), 프레시(fresh) 4 개의 

상위항목과 14 계열의 하위항목으로 나누고 있다[6]. 

향기의 바퀴는 플로럴 – 우디, 오리엔탈 – 프레시의 

두 가지 대조되는 성격의 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인접한 계열의 향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7]. 

그림 1 The fragrance wheel 

표 1. The fragrance wheel 

상위항목 하위항목 예시 

플로럴(Floral) 플로럴 장미, 백합 

소프트 플로럴 자스민 

플로럴 오리엔탈 오렌지 블라썸 

오리엔탈(Oriental) 소프트 오리엔탈 아니스 

오리엔탈 몰약 

우디 오리엔탈 계피, 바닐라, 사향 

우디(Woody) 숲 시더우드, 베티버 

이끼 낀 숲 오크모스, 엠버 

마른 숲 

아로마틱 푸제르 세이지, 라벤더 

프레시(fresh) 시트러스 만다린, 베르가못 

프루티 베리(감귤류 제외) 

그린 잔디, 오이 

물 

3. ゛᠗⛔❀ ⚺ ✿ㆯ

본 연구는 향기에 대한 인식 분석을 위해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데이터 수집은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검색엔진 플랫폼의 문서를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언급량 분석, 연관어 분석, 

긍부정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VAIV Company 의 

Sometrend 를 활용하였다. VAIV Company 에 따르면 

Sometrend 는 278 억 건 이상의 비정형 데이터를 

확보한 플랫폼으로[8], 본 연구에서는 긍부정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기법을 활용한다[9].  

그림 2 VAIV Company Sometrend 긍부정 분석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기의 바퀴 체계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를 설정하였다. 상위항목 중 플로럴, 우디, 

오리엔탈의 하위 항목은 계열별 향의 유사성이 있으나 

프레쉬의 하위 항목은 유사성의 부재로 별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프레시의 하위 항목 중 물(water)의 경우 

마린(marine)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시 향기의 바퀴 하위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상위 

항목으로 분류된 향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둘째, 긍부정 분석을 진행하여 키워드 빈도와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은 인스타, 블로그, 뉴스,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향에 대한 최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기간은 2020 년, 2021 년, 2022 

년(1 월~10 월)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검색 키워

드로는 플로럴, 우디, 오리엔탈, 아로마틱, 시트러스 

프루티, 그린, 마린으로 선정하였으며, 향수, perfume 

단어가 포함되도록 하였다(표 2). 이는 플랫폼 데

이터에서 향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향수 관련 내용으로 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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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키워드 분석을 통해 수집된 감성어 키워드에서 

향과 관련이 없는 키워드는 제외하였고, 의미가 동일한 

경우 통합하였다. 이는 각 키워드가 나온 내용(원문 

데이터)을 확인하여 키워드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언급 빈도수가 많은 긍정/중립 감성어 

순으로 상위 10 위 키워드까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2. 빅데이터 분석 내용 

구분 내용 

분석방법 긍부정 분석 

검색 

키워드 

플로럴, 우디, 오리엔탈, 아로마틱, 

시트러스, 프루티, 그린, 마린 

포함어 향기, perfume 

기간 2020 년 01 월 01 일~2022 년 10 월 31 일 

넷째, 빅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긍정/중립 상위 10 위 

감성어를 언어 이미지 스케일에 매칭시켜 각 향기 별로 

소비자 인식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각 향기별로 

어떤 이미지 특성을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향을 맡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미지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영상이라서 이미지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느낌을 언어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대상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면서 감정, 느낌과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쓰이는 용어인 형용사 어휘가 

효율적으로 활용된다[10]. 일본 NCD 컬러연구소에서 

색채시스템으로 개발한 ‘언어 이미지 스케일’은 인간의 

감성 척도이다.  X 축은 따뜻함과 차가운 이미지로 

분류하고, Y 축은 부드러움과 딱딱함 이미지로 

분류하고 있다. ‘언어 이미지 스케일’에 정리된 

169 개의 형용사들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색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상품 및 사람의 기호 등을 

서로 연관시켜 분야를 초월한 이미지를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11]. 

그림 3 언어 이미지 스케일 

4. ⣰ḛ㯛 ⠯⯈ ឧ

향기의 바퀴 상위항목 향과 관련된 키워드들의 감성어 

및 언급 수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우디’는 8 개의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언급 빈도수를 보였고, 다음 항목으론 

‘시트러스’, ‘프루티’가 뒤를 이었다(그림 4).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 상위항목 향 언급 빈도수 비율 

키워드 중 ‘스파이시’는 오리엔탈, 우디, 시트러스 

항목에서만 볼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언급 수를 보였다. 

스파이시 향은 유니섹스(unisex) 향의 일종으로 남녀 

모두가 사용하는 향이다. 해당 키워드의 언급 수로 

미루어볼 때 향수 사용에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없어져 

가는 최근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시트러스, 프루티 항목을 제외한 6 개 향에서 

‘포근하다’, ‘부드럽다’라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모든 항목에서 ‘은은하다’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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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독한 향보다는 향수를 뿌린 듯, 안 뿌린 듯한 

느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향기 별 인식으로는 ‘플로럴: 포근하다, 은은하다, 

부드럽다’, ‘오리엔탈: 스모키하다, 달콤하다, 신비롭다’, 

‘우디: 포근하다, 스파이시, 은은하다’, ‘아로마틱: 

상쾌하다, 부드럽다, 잔향이 좋다’, ‘시트러스: 시원하다, 

상큼하다, 달달하다’, ‘프루티: 달달하다, 부드럽다, 

신선하다’, ‘그린: 고급스럽다, 싱그럽다, 신비롭다’, 

‘마린: 시원하다, 은은하다, 달콤하다’의 키워드들이 

상위 3 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소비자들의 향기에 대해 인식하는 이미지 

특성을 알 수 있다(표 3). 

표 3. 빅데이터 분석 내용 

5. った ⚣㑫 ⵏ㦫㈧ ᣛ⛃ 䁐ᣛ ❯ 㵤⯜ ⠯⯈

언어 이미지 스케일에 따른 각 향기 별 특성 분석은 

다음과 같다. 플로럴 계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포근하다”였고, 뒤를 이어 “은은하다”, 

“부드럽다” 키워드가 언급되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스케일과 매칭되는 키워드가 2 사분면에 다수 

포진되어 있어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리엔탈, 우디, 아로마틱의 키워드들 또한 

2 사분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 프레쉬 계열의 향을 

제외한 나머지 향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레쉬 계열의 향, 

시트러스, 프루티, 그린, 마린은 “상쾌하다”, 

“신선하다”의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 

1 사분면의 시원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언어 이미지 스케일과 겹치지 않은 단어로는 

“스모키하다”, “스파이시”, “잔향이 좋다”가 있었다. 

상기 3 개 키워드는 향기 별 빅데이터 분석시 언급 

빈도수가 높은 상위 항목이지만 언어 이미지 스케일과 

대칭되지 않아 분석에 적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림 5 언어 이미지 스케일 기반 빅데이터 감성어 분포도 

6. ⌋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성장하는 향수 시장에서 향기에 

대한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향기의 바퀴 

상위항목 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앞으로 국내 향수 

시장에서 향에 대한 대중 인식을 기반으로 보다 더 

소비자에 맞춤인 향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우디’, ‘시트러스’, ‘프루티’ 

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고, ‘스파이시’ 키워드를 

통해 남성용, 여성용 향수의 경계가 사라진 트렌드를 알 

수 있었다.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은은하다’ 키워드를 통해 독한 향보단 잔잔한 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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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스케일 기반으로 향기 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플로럴 계열, 오리엔탈 계열, 우디 계열, 아로마틱 계열 

향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프레쉬 

계열의 향인 시트러스, 프루티, 그린, 마린은 시원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CI 분야에서 사용자 경험과 제품 및 서비스 간 

관계성과 사용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향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트렌드를 분석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4 차산업 혁명 시대에서 

후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발전되는 

현 상황에서, 연구 대상으로 후각에 대한 감성 경험 

평가 측면을 고려하여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향기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향기의 바퀴 하위항목의 향을 추가로 

분석하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향기 별 이미지를 

유추하는 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감성 관련 형용사를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향수 

구매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 및 분류하여 향수 선택의 기준을 확인하고, 샬롬 

슈와츠의 보편적 가치 이론을 활용하여 개인의 

가치관과 향기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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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내 증권거래앱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증권사들 또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을 
개편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MTS 앱의 홈 화면을 
이용할 때 선호하는 정보 구조화 방식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홈 화면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UX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사용자 테스트 결과 새롭게 
제시한 탭 방식의 디자인이 기존 리스트 구조 방식에 

비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용자들이 원하는 

종목을 더 빠르게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정보 구조화, 인지기반 UX, 

사용성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4]. 더불어 모바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MTS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게 됐다. 실제로 MTS를 이용한 거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편의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MTS 

개편으로 확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9].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MTS 앱의 홈 화면 내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애초에 홈 

화면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자주 사용되는 MTS 앱들의 홈 화면에서는 주로 탭 

형식과 리스트 형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탭의 구조 

기반의 MTS 앱의 홈 화면이 대부분이다. 

홈 화면은 첫 온보딩을 돕는 화면으로, 최초 서비스 

접촉 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성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서비스 지속 사용을 결정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온보딩 디자인에 대한 이해나 연구가 아직 부족하여 

콘텐츠 실행 시 렌딩 페이지에서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8]. 

본 연구는 MTS 앱의 홈 화면의 정보 구조 방식을 

사용자 세그먼트 별로 어떤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량적 검증을 통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홈 화면 구성 방식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프로세스 

본 연구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MTS 

앱의 홈 화면 구조 방식 유형에 대한 현황 조사 후 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각 유형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MTS 앱의 홈 

화면의 정보 구조화 방식을 도출 및 분석을 하였다. 
셋째, 사례 분석과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홈 화면의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MTS 앱의 홈 화면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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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프로세스 

 

2.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 현황 

2.1. 국내 MTS 홈 화면 구조 현황 분석 

현재 국내 MTS 앱의 홈 화면 구조는 크게 2가지의 
방식으로, 탭 방식과 리스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례 분석을 위해 국내에서 사용자 수가 상위에 속하는 

MTS 앱 중 (KB증권의 M-able, 키움증권의 영웅문S#, 
NH투자증권의 나무증권, 미래에셋증권의 M-Stock, 
한국투자증권의 한국투자, 삼성증권 mPOP, ) 6가지 

브랜드를 선정하였고, 각각 리스트 방식과 탭 방식의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스트 
(인피니티 다이얼 스크롤) 방식의 경우, 스크롤 행위를 

통해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사용자가 
스크롤을 통해 하단 부분에 도달했을 때,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플로팅 버튼 혹은 홈 

버튼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탭 방식의 경우, 한 
번에 보여주는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적으며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글로벌 네비게이션을 

사용해야한다. 탭 방식은 탭에 의해서 다른 정보들을 
구조화, 그룹핑 해주는 반면 리스트 방식은 한 번에 
리스트업을 하지만 정보 간의 이동을 최소화해주는 

장점이 있다. 삼성증권 mPOP만이 현재 리스트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 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MTS 앱 홈 화면의 대표적 두 가지 정보 구조화 방식 

 

2.2. MTS 앱 홈 화면 구조의 인지적 특성 

정보 디스플레이 이론에 따르면 사용자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는 정보는 언어적, 공간적 코드의 정보로 
구분되며 시각적 또는 청각적 모달리티를 통해 인간의 

작업 기억에 전달된다[1]. 단기 기억에 공간적 
포맷으로 비언어적인 모든 정보를 일컬으며, 이렇게 두 
가지의 코드와 두 가지의 모달리티를 통해 제공되는 총 

네 가지 형태의 정보는 언어적 또는 공간적 정보로 
구분되어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 

전달된다[3].  

 

그림 3. 정보 디스플레이 이론과 인간의 정보 처리 

해당 그림2와 같이 현 국내 증권사 대표 MTS 앱의 홈 
화면을 분석해 본 결과, 작업기억에 전달되는 시각적 
언어적 정보(텍스트)의 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언어적 정보와 공간적 
정보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아서 사용자는 화면의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인지 부하가 일어난다. 이는 

MTS 앱의 정보 디스플레이 문제 중 언어적 시각 
요소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큰 문제이며, 
사용자의 인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언어적 정보와 

공간적 정보(이미지, 그래프, 아이콘 등)의 비율을 

적절히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3. 현 MTS 앱 구조의 선호도 파악을 위한 인터뷰 

  3.1 인터뷰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인터뷰 목적은 MTS 서비스에 홈 화면에서 
어떤 정보 구조화 방식이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성을 
향상시켰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구조가 MTS 앱의 홈 

화면 콘텐츠의 이해도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인터뷰 
참가자는 총 8명으로 참가자 중 4명은 남성, 4명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7.5세였다. 인터뷰 
계획은 표2와 같으며, 인터뷰 대상자 인구통계학 
자료는 표3과 같다. 인터뷰는 2022년 11월 9일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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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총 8일의 기간 동안 심층 인터뷰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각 인터뷰에서는 참가자의 MTS 앱 

서비스 거래 경험 여부를 파악한 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용자를 모집해 탭 구조의 MTS 앱과 리스트 
구조의 MTS 앱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질문 항목에는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MTS 앱의 
홈 화면 구조, 제공방식 등 선호도와 이용 만족도 관련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 

표 2와 같다. 

그림 4. 심층 인터뷰 이미지 

인터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안내서와 
동의서를 확인한 후 참가자들의 동의 하에 인터뷰를 

녹취하였다.   

표 2. 인터뷰 계획 

인터뷰 대상 신규 투자자 (4명) / 거래 숙련자 (4명) 

인터뷰 기간 2022년 11월9일 ~ 11월 17일 

소요시간 1회당 약 30분 소요 

인터뷰 질문 

구성 

1.이용 만족도가 높은 정보 구조 방식

관련 질의

2. 선호하는 MTS 앱 홈 화면의 성격

관련 질의

3. 평소 MTS 앱 사용 시, 홈 화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 관련 질의

인터뷰 계획은 신규 투자자 4명과 거래 숙련자 

4명으로 총 8명의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3가지 유형으로 이용 만독도가 높은 정보 구조 방식 
관련 질의, 선호하는 MTS 앱 홈 화면의 성격 관련 질의, 

평소 MTS 앱 사용 시, 홈 화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 

관련 질의를 하였다. 

표 3. 인터뷰 대상자 인구통계학 자료 

대상자 연령 성별 직업 투자 경력 

P1 20대 여성 대학원생 6개월 이상 

P2 20대 여성 대학원생 6개월 이상 

P3 20대 여성 대학생 6개월 이상 

P4 30대 여성 대학원생 6개월 이상 

P5 20대 남성 직장인 3년 이상 5년 

미만 

P6 30대 남성 직장인 3년 이상 5년 

미만 

P7 30대 남성 직장인 3년 이상 5년 

미만 

P8 50대 남성 직장인 10년 이상 

인터뷰 참가자 중 신규 투자자는 평균 6개월 이상의 
투자 경험이 있으며, 거래 숙련자는 평균 4.8년 이상의 

투자 경험이 있었다. 

그림 5. 인터뷰 진행 시 사용했던 MTS 앱 

  3.2  인터뷰 결과 

인터뷰 결과 홈 화면 정보 구조 방식에 대한 응답으로 
신규 투자자 전원 탭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신규 투자자의 경우 핵심 기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한 눈에 정보를 보기에 편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거래 숙련자 또한 전반적으로 탭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리스트 방식을 선호한 응답자의 경우 리스트 방식이 탭 

방식보다 익숙하고, 스크롤하며 전반적인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홈 화면의 성격에 대한 응답으로 신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받길 
원했으며,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편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거래 숙련자는 이와 상반된 

원하는 기능으로 신속하게 빠른 이동을 돕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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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탭 방식을 제공했을 때 리스트 방식을 
제공했을 때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소 홈 화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 관련 응답에서 신규 투자자는 관심종목, 시장지수, 
나의 자산을 확인하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거래 숙련자의 경우 4명 모두 관심종목 
위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MTS 앱의 
홈 화면의 사용성 향상을 위해 홈 화면 구성을 탭 

방식으로 구성하며 개인 맞춤형의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이용 만족도가 높은 구조 방식 관련 인터뷰 결과 

MTS 앱의 홈 화면 구조 방식 중 이용 만족도가 높은 
구조 방식으로 거래 숙련자, 신규 투자자 모두 탭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선호하는 MTS 앱의 홈 화면의 성격 관련 인터뷰 
결과 

선호하는 MTS 앱의 홈 화면의 성격으로 신규 
투자자는 모두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길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숙련자의 경우 2명은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나머지 2명은 원하는 정보로 빠른 

이동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8. 평소 MTS 앱 사용 시, 홈 화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 관련 인터뷰 결과 

평소 MTS 앱 사용 시, 신규 투자자는 홈 화면에서 

관심종목, 시장지수, 나의자산을 주로 사용했으며 

거래 숙련자의 경우 4명 모두 관심종목 위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았다. 

표 5. 심층 인터뷰 주요 응답 내용 

응답자 선호하는 

방식 

연령, 

성별 
인터뷰 일부 내용 

P1. 

신규 

투자자 

탭 방식 26세, 여 “탭 방식은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나의 

관심 종목과 
연관된 정보를 
추천, 제공해주는 

것이 좋아요” 

P2. 

신규 

투자자 

탭 방식 26세, 여 “탭 방식에 나의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받길 

원해요” 

P5. 

거래 

숙련자 

리스트 방식 27세, 남 “리스트 방식이 

익숙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설정하기 

귀찮아요” 

P6. 

거래 

숙련자 

탭 방식 33세, 남 “ 탭 방식은 
스크롤이 적어 
부담이 없고, 

MTS의 목적은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심층 인터뷰 응답을 통해 인터뷰 참여자들이 탭 방식을 
선호한 이유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볼 수 
있어서 선택하였다. 리스트 방식의 경우 사용하는데 

익숙하지만, 긴 스크롤을 유발하여 사용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사용성 향상을 위한 홈 화면 설계

4.1. 디자인 고려사항 및 홈 화면 제안 

앞서 인지 모델 기반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사용자는 긴 스크롤에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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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둘째, 탭 
방식으로 제공할 시, 사용자로 하여금 얻는 정보가 

끊길 수 있음으로 필히 하단에 이동하기 쉬운 
네비게이션 바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용자가 인지하기 쉽고 홈 화면에 눈길이 갈 수 있게 

이미지, 아이콘 등 공간적 언어의 비율을 높인다. 
스크롤링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하단에는 
네비게이션 바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사용자 경험 요소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MTS 앱의 홈 화면에 쉽게 
접근하고 최적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홈화면을 

리디자인 하였다.  

그림 9. 홈 화면 정보 구조 디자인 

4.2. 사용자 테스트 검증 

분석 내용 기반으로 새롭게 도출한 홈 화면 디자인이 
신규 투자자와 거래 숙련자 모두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기존 리스트 방식의 
프로토타입과 탭 방식의 프로토타입 안을 제작하여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신규 투자자에 해당하는 

3명과 거래 숙련자에 해당하는 2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는 약 30분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에게 과업을 제시하고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과업을 제시하였고 기능조작의 용이성과 기능의 

전체 만족도에 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그림 10. 사용자 테스트 리커트 척도 결과 

이와 함께 각 단계별로 이해도와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해도와 만족도의 경우,  기존 리스트 방식과 새롭게 
제시한 탭 방식을 비교하여 각 과정을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7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A안의 

경우 평균 3.5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B안의 경우 평균 
6.5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해도 측면에서도 
A안(기존 스크롤 방식)보다 B안(제안한 탭 방식)을 

통해 기본적으로 원하는 종목을 빠르게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도출한 구조 형태 특징을 고려해 탭 
방식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검증 

단계까지 거쳤다. 하지만 다소 작은 사용자 집단과 
사용자 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존재하여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렉티브 
프로토타입을 통해 사용자 검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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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팬데믹 사태로 비대면 사회활동이 활성화 되며 

가상현실 메타버스(Metaverse)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의 
격변 속에서 메타버스를 통한 디자인 사고와 

방법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마주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메타버스, ESG, 디자인씽킹, 반려동물, 사회적 

문제해결, 가상현실  

1. 서 론

2019년, 전 세계는 유래없는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며 

각 국가는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국면을 맞이했다.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었고 
이는 예상치 못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생기자, 2000 년대 
초반부터 존재는 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가상세계, 메타버스(Metaverse)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실리콘 밸리를 
필두로 하여 관련 분야의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국내외의 빅테크(Big-Tech) 기업들 또한 

재택근무를 일상화한지 오래되었으며, 대규모의 
인원이 모여야하는 사원 연수, 신입생 환영식, 학교 
설명회 등 또한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되고있다. 이는 

메타버스가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편화된 매개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격변 속 생겨난 사회적 필요와,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경험을 메타버스의 순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본 연구의 목적은 본연적 디자인 사고와 

방법론을 적용한 메타버스 디자인을 통해 실제 
ESG문제와 연결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ESG 적 문제점 중 반려동물 가구 급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들로부터 발생된 문제들을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정치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로,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장, 단점을 도출해내어 구현 관련 
인사이트를 얻을 것이다. 세 번째로, 구현될 

메타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스타일, 그리고 
기능을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메타버스 구현을 할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메타버스의 정의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이다[1]. 3 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한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뜻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의 상위 
개념으로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증강현실과 
메타버스가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사회로 가져올 미래의 

대해 불안감을 지니게 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ESG 문제 해결 연구 :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Study on solving ESG issues in Metaverse design : Solution of pe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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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메타버스와 ESG 

메타버스가 가져올 사회적 기능 중 본 고에서는 

메타버스의 순기능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특히 
‘ESG’의 문제를 메타버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내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SG’란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이란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세계 최대의 ICT 융합 전시회이며 트렌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서 

ESG 개념 적용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은 ‘친환경 경영’을 선언했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언급했다. 또한 SK 의 

‘넷제로’(Net-zero) 투어가 있었다. 전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의 1%인 2억 톤의 산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시관을 열어 가상 AR에 관람객을 참여시켜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되었다[3]. 이러한 ESG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2.3 반려동물 문제 

한국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 출산 현상, 
고령화 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게 된 라이프 스타일 변화, 가치관의 다원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등의 요인으로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연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20 년 
전체 2,304 만 가구 중 27.7%인 638 만 가구로 

집계되어, 이는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결과로 나왔다. 동물권에 관심이 많은 MZ 
세대가 주축이 되는 사회에서 동거하는 동물들은 

‘반려동물'로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이라는 조사결과(총 64.3%)가 나왔다.[4] 

그림 1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 추이와 국내 
반려동물 개체수 증가 추이(농림축산식품부, Euromonitor) 

하지만 급작스레 증가한 구조에 따라가지 못한 국내 

사회적 제도와 일반인들의 빈약한 인식으로 인해 
여러 사회문제가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동물학대 및 반려동물 유기이다. 
유기동물들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과 환경문제 외에도 

준수사항 미흡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또한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양육인들이 겪는 

고충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고충들을 

손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현실적인 제약조건이다. 토지가 넓은 

외국과 달리 한국은 한정된 땅의 면적으로 사람들의 
거주지도 평균적으로 작은 편이다. 야생에서 
살아가던 동물의 본능을 거스르고 비좁은 공간에 

살게 하는 것은 일종의 동물 학대로 이는 많은 

반려동물들의 정신병리현상을 야기한다.  

두 번째로는 한 개인에게 요구되는 무거운 

책임감이다. 평균적인 개의 수명은 8 년에서 16 년 
이다. 이는 인생의 1/5정도 되는 세월로 그 동안 이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이 긴 나라 
5 위에 선정될 만큼 외부 사회 활동이 높은 편이다. 
이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적합한 관심과 보살핌을 

충분히 줄 수 없는 환경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한달 평균 5 만원에서 많게는 

20 만원까지의 금액이 든다. 병원비, 반려동물 
보험료,장난감, 그 외 필요 용품은 인간이 사용하는 
제품보다 비싸기도 하다. 또한 말 못하는 반려동물이 

아프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 들기도 한다. 거의 한 명의 

어린아이를 기르는책임감을 짊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 건강과 위생에 대한 문제이다. 동물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동물이 
비위생적이어서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동물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도 있으며, 
특히 어린 아기를 기르는 집에서는 동물 기르기를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개의 산성 소변으로 인해 부식되는 공공 
시설, 세계  지구온난화의 환경요인 중 30%가 
반려동물의 육류 사료 제조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플라스틱 장난감 제조로 인한 환경 파괴 
및 매년 510 만톤의 배변 해결 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 문제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는 각 사회 

분야가 얽힌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5] 

2.4 ESG 문제 해결을 위한 메타버스의 순기능 

본 메타버스 내 기능을 통하여 국내의 반려동물 관련 

문제들을 대거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적 

순기능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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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순기능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전 
연령의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충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자식을 독립시킨 거동이 불편한 외로운 노인, 
정서적인 교감 능력이 발달할 필요가 있는 성장기인 
어린아이, 왕따 혹은 학교폭력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서적 교감은 물론 책임감과 이타심, 윤리적 행동을 
함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메타버스 내 반려동물 

커뮤니티 안에서 같은 공통관심사 속에 살아가며 

필요한 사회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준다.  

두 번째로, 가상 E-learning 시스템으로 정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예비 반려동물 양육자들과 예비 
반려동물 관리사의 훌륭한 교관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는 반려견 입양 시 브리더를 통해 

6 개월이라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입양을 보내지만, 
한국의 경우 그런 과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본 
메타버스는 건강한 반려동물 양육인과 반려동물 

관리사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미흡했던 동물등록제 시스템 등 다양한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 책임감 있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메타버스 상에서 죽은 반려동물을 구현, 
펫로스(Animal-loss) 증후군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 평균 연간 57 만여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보호자 중 절반이 이 

증후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사망을 
계기로 우울감, 죄책감,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겪으며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상을 

회복하는 데 731 일 이상이 걸렸다는 답변이 
25.3%으로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MBC 에서 
방영된 ‘너를 만났다' 처럼 반려동물들의 코 비문 인식 

기술을 통해 메타버스 상에서 구현하여 양육자들을 
웰바잉(Well-bying)으로 우울감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6] 

네 번째로, 메타버스 내 반려동물 입양으로 무분별한 
동물 입양을 최소화해 유기동물 개체수 감소로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유기된 

반려동물들을 통해 고라니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멧돼지와 세력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반려견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 200종 가까이나 된다. 잡아먹는 게 가장 크지만 
괴롭힘과 경쟁, 질병 전파에 잡종 형성까지 원인이 

다양하다.  

다섯번째로, 현실적인 제약 조건(재정, 가구손상, 
장소) 없이 다견(多犬) 양육이 가능하다. 양육자와의 

분리불안 장애가 또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이는 또 다른 사회 이슈 
중 하나인 애니멀 호더(Animal Holder)의 동물 

학대를 줄일 수 있다. 애니멀 호더란 동물 학대 중 
하나로,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의학적으로는 저장 

장애의 일종이다. 만약 반려동물과의 인터렉션이 

구현된다면 생명 경시 행위가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3. 메타버스 사례분석

인간의 부성애와 모성 본능에 편승한 육성 콘텐츠는 
9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다마고치부터 시작해 많은 

종류의 선례가 있다. 본 장에서는 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한다. 

3.1 유사 서비스 사례 분석 

총 세 가지의 반려동물 관련 메타버스, <팔콘에이지>, 
<동물의 숲>, <심즈 4:고양이와 강아지> 의 특징들과 

분류되어진 기준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팔콘 에이지>: 오큘러스 메타버스 콘텐츠로, 1인칭 
시점에서 반려동물인 매와 함께 인류를 지배하며 
식민화한 로봇을 대적한다는 세계관 안에서 모험을 

하는 설정이다. 매와의 연계플레이를 통해 
인터렉션과 희노애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현실의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의 행동양식과 비슷하다. 

<동물의 숲>: 무인도를 개척, 자급자족하고 섬 내 
동물 주민들과 타 플레이어들과 교감하는 것이 주 
콘텐츠이다. 사용자 간 소통으로 사회적 필요를 채울 

수 있으며, 이런 유유자적 삶의 형태는 MZ 세대가 
생각하는 삶의 형태와 비슷하다. 타이쿤 형태의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특징이다. 또한 현실 브랜드와 협업하여 다양한 
박물관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 또한 참고할 만한 사항 중 하나이다. 

<심즈 4>: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한 사람의 
탄생부터 사망 전까지의 다양한 일상을 직접 하거나 
경험할 수 있다. 삶의 일부에는 반려동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과 소통하며 교감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인터렉션 디자인이 

잘 설계되어있다. 

미국 비영리 기술연구단체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이 2007 년 출판한 Metaverse 
Roadmap 에 따르면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가상 세계에 정보가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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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하는 라이프로깅 일상기록,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된 가상세계, 실제 현실을 비추어 만든 

거울세계, 그리고 현실과 가상을 겹쳐 상호작용 하는 
증강현실이다. 다음의 표는 앞서 언급한 서비스 

사례를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1. 유사 메타버스 서비스 사례 비교표 

비교표 결과, 4 가지 전부를 충족시키는 메타버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각자의 기능에 따라 필요 요소들을 
차용했다. <팔콘 에이지>처럼 증강현실 적용 여부는 

사용 플랫폼 및 기기에 따라 상이하다. 거울 세계의 
경우 실제 현실의 일상생활을 인생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옮겨온 <심즈 4>가 유일무이하게 성공하였다. 

또한 정해진 세계관과 시나리오가 있는 <팔콘 
에이지>를 제외한 나머지<동물의 왕국>과 <심즈 
4>는 현실감있는 자유도로 인하여 일상 기록, 콘텐츠

속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하다.

3.2 인사이트 도출 

위의 특징, 분석과 E.Jerome McCarthy의 7P 마케팅 

믹스의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인사이트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품(Product)의 경우, 타 
사용자들과의 인터렉션이 중요한 반려동물 양육인과 

반려동물과의 인터렉션이 중요한 비 반려동물 
양육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투 트랙(two track)용 
서비스 제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회이슈 해결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오큘러스 대신 범용성을 고려해 스마트폰과 PC에서 
사용 가능한, 월간 1억 5천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로블록스>를 기본 플랫폼으로 채택했다. 
홍보(Promotion)는 메타버스 내 콘텐츠를 이용한 

라이프 로깅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격(Price)은 기술 개발비용, 기술 유지비용, 그리고 

기술 홍보비용을 포함한 수익 창출 가능 BM 을 
고려해야한다는 결론이 났다. 또한 현실세계를 비춰 
만드는 가상세계(mirrored-world)를 고려하여 

연구원들의 주 방문지가 되는 관악구를 구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마지막으로 <팔콘 에이지>, 
<심즈 4: 고양이와 강아지>, <동물의 숲> 분석을 

통하여 게이미피케이션이 메타버스에 빠질 수 없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아직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류하는 척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흥미를 유발하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는 더욱 더 많은 사용자를 유입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봐야할 것이다.  

4. 사용자 분석

본 메타버스의 주 사용자로 MZ 세대인 

20 대~30 대를 선정했다. MZ 세대는 인권 뿐만이 
아닌 동물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 
있는 경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플랫폼에도 열린 태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디자인을 경험하기 적합하다. 총 17명의 MZ세대와 
1명의 X세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들은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 반려동물 양육자로 
구분 지어졌다. 인터뷰 설문항은 인구학적 특징, 
사회적 인식, 기술적 인식, 경제적 인식, 환경적 인식, 

정치적 인식, 사회적 행동 반경 조사, 위협 요소 파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총 36 문항을 진행했고, 이후 
친화도 다이어그램 방법론을 통해 그들의 필요와 

문제상황들을 도출하였다. 도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Z 세대는 그들의 정서를 충족할 만한 사회적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반려동물 양육인들은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있어도 
주도적으로 찾아 본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 알수 있는 
채널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 관련 공익적 

행동들에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오큘러스 
기계에 대한 거부감은 있으나, 모바일이나 PC 
플랫폼에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여러가지 도출점을 

통하여 메타버스 디자인의 목표점을 재설정 하였다. 

5. 반려동물 메타버스 디자인 제안

ESG 사회문제 해결 UX 디자인의 목적은 사용자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패턴화 하는 것이다. 본 메타버스는 사용자의  사회화, 

Case 
일상
기록 

가상
세계 

거울
세계 

증강
현실 

팔콘 에이지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동물의 숲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심즈 4 

높음 높음 높음 낮음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정서적 유대감을 통한 만족감, 그리고 공익적 접근이 
목적이기 때문에 UX 를 설계 시, 이타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플로우를 만들어 하나의 도덕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반려동물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의 행동패턴을 

어떻게 이식시킬 수 있을까이다. 고려해야할 점은, 
일반적인 사람과 동물은 서로의 교감 방식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점을 

메타버스 내에 구현하여 행동방식과 패턴을 
현실적이며 사실적이게 인터렉션으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MZ 세대 사용자의 사용성 편의를 

고려하여 <로블록스>를 사용 플랫폼으로 사용하기로 
선정했다.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으며 이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오픈 

소스(Open Source)가 있기 때문이다.  

5.1 디자인 컨셉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거부감이 없는 

데포르메 형태의 캐주얼한 디자인 스타일이 차용될 
것이다. 인간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미지에 항상 
호의적이었다. 사실적인 디자인은 언캐니 밸리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지만, 데포르메 디자인은 밝고 

사랑스러우며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해 줄 것이다. 

그림 2  52*52*13 초반 건축 모형 콘티 

그림 3 구현된 관악구의 가상 미러월드 <Adorable Pet> 

5.2 기능 구현 

첫 번째로 구현 될 기능은 공동체 기반 유대적 
기능이다. 서울대입구역 임시동물 보호소, 낙성대 
공원, 샤로수길 등의 장소에서 현실적 제약을 넘어선 

반려동물과의 인터렉션, 그리고 타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구현해 정서적 만족감을 전달할 

것이다. 특히 낙성대공원에서는 반려동물의 마킹 
습성을 구현해 강아지 SNS 기능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반려동물 인터렉션 시 양육 시 감정을 느끼게 
해주도록 행동 습성을 차용하여 교감을 나눌 것이다. 
이는 머리 쓰다듬기, 대소변 교육, 개인기 교육 등이 

있다. 또한 매 번의 미션을 통해 친밀도를 증가시켜 

유대감을 형성해 주는 기능이 있다.  

그림 4 서울대입구역: 임시동물 보호소 

그림 5 강아지 SNS: 관악구 낙성대공원 산책로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이다. 관악구청을 박물관 및 
교실로 설정해, 이러닝(E-learning)적 콘텐츠를 
제공하여 OX 퀴즈, 반려동물 입양교육, 맹견 및 

유기견 관련 교육, 동물등록증 발급, 반려동물관리사 

시험 등을 실시할 것이다. 

그림 6 국가 공인시험: 관악구 반려동물 관리사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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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가 공인교육: 관악구청의 맹견관리법 교육장 

세 번째는 병원 내 상담 기능이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을 동물 병원으로 치환해, 실제 이상 행동을 

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등을 상담해줄 수 있다. 
이는 또한 예비 수의사들에게도 좋은 실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실 동물 병원에 대한 후기, 평점, 

위치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림 8 동물병원: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수의사 상담 

네 번째는 개인화된 퀘스트 기능이다. 사용자들의 

인구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회원 트랙을 나누어 
개인화된 설정을 제공할 것이다. 실버 세대들에게는 
지속적인 퀘스트를 제공해 성취감과 활력을 

되돌려주고,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MZ 
취업 준비생에게는 관련 퀘스트를, 10 대 
청소년에게는 양육 방법 퀘스트를 통해 윤리적 

책임감을 길러줄 것이다. 

다섯 번째는 비문인식 기능이다. 실제 반려동물의 
비문을 인식하여 죽었던 동물을 구현시키거나,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동물을 메타버스 내에 구현 
시킬 수 있다. 이는 펫로스(Pet-losss)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9 관악구 무지개다리 만남센터(비문인식 후 구현) 

6. 결론

이 연구의 메타버스는 현재 사회 문제화 필요를
동시에 해결하고 충족시킬 가능성을 탐색하여
순기능을 증폭시켰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전 연령의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충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E-
learning 시스템으로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예비

반려동물 양육자들과 반려동물 관리사의 훌륭한 교관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죽은 반려동물을
구현하여 펫로스(Animal-loss) 증후군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어서 무분별한 입양을 최소화해
유기동물 개체수 감소로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제약 조건(재정,

가구손상, 장소) 없이 다견(多犬) 양육이 가능하다.

또한 그 동안의 메타버스는 인간용이었지만, 향후 
제안하는 반려동물 메타버스는 반려 동물에게 까지 

그 영향력을 주고자 한다. 동물의 신체적 구조를 
분석하여 알맞은 환경을 메타버스 내에서 제공해주어, 
반려동물 양육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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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데이터 기반 디자인 (Data-Driven Design)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양한 기관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디자인 단계별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연구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 프로세스’ 수업 실습 
과정에서 교수자가 실습을 위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제작하고 활용하였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여 디자인 주제 
탐색 및 구체화를 진행하였으며, 교수자가 수집 및 
제작한 인터뷰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 퍼소나, 

저니맵 실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제작된 인터뷰 
데이터는 퍼소나와 저니맵에 활용하기 위해 정량, 
정성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교수자가 제작한 

인터뷰 데이터는 수집할 수 있는 양이 빅데이터보다 
적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고, 학습자들이 
퍼소나와 저니맵 제작 시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공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자들은 향후 직접 
1차 데이터 수집 및 운용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발 연구와 데이터 기반 디자인 교육 사례 

공유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주제어 

데이터 기반 디자인 (Data-Driven Design), 디자인 

교육, 디자인 교과 개발, 교육용 데이터 제작 

1. 서 론

디지털 인터페이스, 각종 제품 센서들로 인해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이 쉬워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이 

중요해지고 디자인 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디자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대학 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데이터 기반 디자인 
강의를 운영하고 있다. [표 1]은 현재 국내 데이터 

기반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정리한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는 
각각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소비자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 및 개선하는 것을 학습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2,3]. 대학 외부에서 데이터 
기반 디자인 강의를 진행하는 곳은 ABLEARN, Fast 
Campus, 서울 스마트 캠퍼스 등으로, 관심 있는 모든 

학습자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ABLEARN 은 기업 관계자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디자인 

과정을 워크숍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오픈 데이터 
(Open Data), 소셜 데이터 (Social Data), 웹 크롤링 
(Web Crawling) 데이터를 강의에서 활용하고 있다 

[4]. Fast Campus 는 학습자가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 속 디자인 의사 결정 단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 있는 디자인을 진행하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 혹은 
무료 데이터 소스를 소개하여 데이터 수집을 돕고 
있다 [5].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스마트 캠퍼스는 공공 데이터를 통해 도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6].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디자인 강의들은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와 같이 빅데이터를 수집 
및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습자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다루어 디자인에 적용해 보는 

강의와 [7,8], ABLEARN, Fast Campus, 서울 스마트 
캠퍼스와 같이 데이터 기반 디자인에 관심이 많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디자인에 활용하는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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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현재 운영 중인 국내 데이터 기반 디자인 강의 

가르치는 강의로 나누어진다 [9,10,11]. 특히, 
데이터를 처음 다루어 보는 학습자들을 위한 
강의들은 접근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결국 데이터 기반 강의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역량에 따라 활용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표 1]에 보여지는 데이터 기반 디자인 강의 설명은 
각 강의의 커리큘럼 자료 분석을 통해 수업 방향과 
수업 내 활용 데이터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업 

진행 방식과 학습자들이 디자인하는데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 프로세스 수업 과정에서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습수업 시 필요한 
데이터를 교수자가 어떻게 제작하였는지 설명 및 

공유를 통해 향후 개설될 다양한 데이터 기반 디자인 
수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문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 프로세스 수업은 ‘빅데이터 
활용 UX 디자인’ 과목명으로 2022 년 2 학기 

학부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었다.  

2.1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 프로세스 수업 방향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 프로세스 수업의 목표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자인 프로세스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학습자가 직접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자인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것이다. 특히 UX 디자인에서 
중요한 사용자 이해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거 
있는 디자인을 학습하고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하는 것이다.  

•실습 방향 및 목표

실습수업은 UX 디자인 프로세스 중 하나인 디자인 
카운실의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첫 

번째 다이아몬드인 Discover, Define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실습 방향으로 삼았다 [12]. 디자인 
주제 이해를 위해 데이터를 통해 주제를 조사 및 

파악하여 생각을 확산하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 생각을 수렴하여 디자인 방향성을 잡는 
것을 실습 목표로 삼았다. 수업의 제한적 기간으로 

인해 데이터를 디자인 수단으로 사용하여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더블 다이아몬드의 두 번째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Develop, Deliver) 단계는 

제외하였다. 

•실습 주제 선정

실습 주제는 ‘공공 자전거 사용 경험 개선하기’로, 
주제 선정을 학습자 자율에 맡겼을 때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 및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활용 경험이 없는 학습자 대상으로 진행한 
다른 강의들과 동일하게 접근성이 좋아 수집이 쉬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한정하였다.  

•실습 데이터

생각을 확산하는 Discover 단계에서는 다양한 디자인 

주제 탐색을 위해 데이터 수집 종류에 한정을 두지 

기관 강의명 학습 목표 대상 활용 데이터 

성균관대학교 

융합정보디자인학과 
데이터기반디자인연습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분석 

진행, 비정형 데이터를 얻어내 

디자인에 활용하는 과정 학습 

대학원생 빅데이터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UX Design (2) 

Big Data 선수 과목과 연계된 

실습 수업으로 데이터 리서치, 

분석, A/B 테스팅을 통한 앱 

서비스 디자인 개선 

대학 학부생 빅데이터 

ABLEARN 
데이터 중심 디자인 씽킹 

워크숍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설을 정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학습 

스타트업 창업가,  

기업 의사결정권자 

오픈데이터,  

소셜데이터, 

웹 크롤링 데이터 등 

Fast Campus Data-Driven UX Design 

디자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를 근거 삼아 논리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 학습 

모든 학습자 무료 데이터 소스 등 

서울 스마트 캠퍼스 
디자인씽킹 기반 데이터 

분석 

공공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도시 문제를 디자인 씽킹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 

모든 학습자 오픈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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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하지만, 생각을 수렴하는 Define 단계는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기반 퍼소나 (Data-Driven 

Persona), 데이터 기반 저니맵 (Data-Driven 
Journey Map) 제작을 위해 교수자가 임의로 수집 및 
가공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 디자인을 진행한 경험이 
없다는 점과 데이터 시각화 툴을 활용한 적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데이터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교수자가 임의로  
수집 및 제작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지만, 이는 향후 

학생들이 혼자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제공된 
데이터를 통해 생각할 기회와 학습자의 데이터 수집 

운용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2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 수업 개발 및 운영 

수업은 5주 동안 원격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8명의 
학생으로 디자인 전공자 2 명 디자인 비전공자 
16 명으로 구성되었다. 모두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진행한 경험은 없었다. [표 2]는 수업의 
주차 별 강의 내용으로 1주 차는 데이터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기본 원리 이해를 위해 강의 100%로 

진행하였으며, 2~5 주 차는 강의와 실습을 함께 
진행하였다. 실습은 개인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표 2] 
에 보여지듯, 3주차 실습 시 공공 데이터는 교수자가 

제안하거나 전처리 이후 제공하였으며, 4, 5 주차 
인터뷰 데이터는 교수자가 직접 수집 및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였다. 디테일한 데이터 제작 및 

활용 내용은 아래 설명과 같다.   

• 공공 데이터 활용 

2, 3주 차 수업에서는 디자인 주제를 이해하고 주제 
관련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고 Power BI 를 통해 시각화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할 때,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이터 전처리 (Data preproccessing) 과정이 
필요한데, 전처리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신규가입자 정보(일별)’의 

2022 년도 공공 데이터를 데이터 시각화에 
활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공공 데이터 중,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수집한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이용정보(일별)’ 2022 년도 6 월 공공 
데이터를 교수자가 결측 값, 이상 값 등을 제거한 

전처리 과정을 끝낸 후 공유하여 학습자들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보다는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빅데이터 활용 UX 디자인 수업 주차 별 강의 내용 및 
데이터 요소 

주차 수업 내용 데이터 종류 수집 데이터 특징 

1 

데이터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이해 

   

2 

데이터 

수집을 

통한  

디자인 

주제 이해 

및 발견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제공 데이터 

학생들이  

직접 수집 

3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을 

통한 

디자인 

주제 

구체화 

공공데이터 

서울특별시 

공공 자전거 

신규가입자 

정보 (일별),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이용정보(일별) 

교수자가 

전처리 

진행 후 

제공 

4 

데이터 

기반 

퍼소나  

(Data-

Driven 

Persona) 

제작 인터뷰 

데이터 

정량 데이터 

(성별, 나이, 

직업, 거주 

지역, 정기권 

유무, 사용 

상황, 사용 

의지, 사용 

빈도), 

정성 데이터  

(사용 계기, 

따릉이 제품 

긍/부정 의견, 

앱 긍/부정 

의견) 

교수자가 

직접 제작 

및 제공 

5 

데이터 

기반 

저니맵 

(Data-

Driven 

Journey 

Map) 제작 

 

• 인터뷰 데이터 개발 및 활용 – 데이터 기반 

퍼소나  

4, 5 주차 수업에서는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퍼소나 (Data-Driven Persona)와 데이터 기반 
저니맵 (Data-Driven Journey Map) 제작에 도움을 

줄 데이터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로는 
퍼소나 제작에 한계가 있었으며, 학습자가 빅데이터 
활용, 웹 크롤링 등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수집해온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따라서, 데이터 기반 퍼소나 제작 실습을 처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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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데이터 기반 퍼소나 제작 단계별 활용 데이터 유형 

 
 

데 있어서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고민하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퍼소나를 제작해 보는 것이 주요 학습 

목표였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뷰 데이터는 교수자가 
직접 수집 및 제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였다. 3주 
차 수업에서 구체화한 주제와 타겟을 바탕으로 

교수자는 제공한 총 15 명의 ‘20 대 사용자를 위한 
따릉이 경험 개선하기’ 주제에 맞는 인터뷰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업 활용을 위해 가공하였다.  

데이터 기반 퍼소나는 1)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2) 사용자 주요 행동 변수 도출 및 그룹핑을 통한 
퍼소나 선정, 3) 퍼소나 행동 특징 및 유사점 분석, 4) 

퍼소나 제작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표 3]은 교수자가 
제공한 데이터 유형과 요소들, 데이터 기반 퍼소나를 
제작하는 단계와 단계별 활용 데이터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교수자가 수집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한 인터뷰 데이터는 정량, 정성 데이터를 둘 다 
포함하였으며, 이는 퍼소나 단계별 학습자 활동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교수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1단계를 대체하기 위해 정량 데이터로 성별, 
나이, 직업, 거주 지역, 정기권 유무, 사용 상황, 사용 

의지, 사용 빈도의 요소를, 정성 데이터로는 사용 
계기, 따릉이 제품의 긍/부정적 의견, 따릉이 앱의 
긍/부정적 의견을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특히 정량 

데이터 중 사용 의지, 사용 빈도의 경우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해 정량화하여 수집하였다.  

2, 3 단계는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자가 제공한 정량 
데이터를 통해 주요 행동 변수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각자의 주제에 맞춰 선정하고,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행동 패턴을 도출하고, 비슷한 행동 
패턴을 가진 사용자끼리 그룹핑을 하여 퍼소나를 
선정하였다. 4 단계는 2, 3 단계에서 활용된 정량 

데이터와 정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목표, 불만 사항들을 기술하였다. 
하지만, 인터뷰 데이터에서 확인하기 힘든 라이프 

스타일 등은 학습자들이 인터뷰를 토대로 어느 정도 

유추하여 퍼소나를 제작하였다. 

• 인터뷰 데이터 개발 및 활용 – 데이터 기반 

저니맵  

4 주차 데이터 기반 퍼소나를 제작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인터뷰 데이터와 학습자들이 제작한 
퍼소나 2~3개를 활용하여 각 퍼소나에 해당되는 

데이터 기반 저니맵을 제작하였다. 퍼소나 제작 시 
교수자가 제공하였던 동일한 인터뷰 데이터를 
토대로 행동의 패턴 및 순서를 분석하고 제공된 

템플릿을 활용하여 자신의 퍼소나에 맞는 저니맵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표 4]는 저니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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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단계별 활용 교수자 제공 데이터 유형과 학습자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표 4데이터 기반 저니맵 제작 단계별 교수자 제공 데이터 

유형 및 학습자 활동 

단계 활용 데이터 유형 학습자 활동 

사용자 경험 

및 생각 
정성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를 통한 유추 

사용자 감정 정성 데이터 활용 

니즈 
정량, 정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기회 

 

사용자 경험 및 생각을 기재하는 단계와 사용자의 
감정을 저니맵 템플릿에 기재하는 단계에서는 인터뷰 

데이터의 정성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경험의 
순서나 사용자의 생각, 감정은 모두 데이터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학습자가 사용자의 경험과 
생각을 데이터를 토대로 유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 사용자의 니즈와 디자인 기회를 
도출하는 단계에서는 인터뷰 데이터 분석과 제작한 
퍼소나 통해 학습자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2.3 수업 결과 

5주간의 수업 결과 3주차의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경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습자가 교수자가 제공한 전처리가 

이루어진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4, 
5 주차의 데이터 기반 퍼소나와 저니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수자가 제공한 인터뷰 데이터 또한, 

학생들이 어느 단계에서 정량, 정성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하여 퍼소나와 
저니맵을 제작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니맵의 사용자 단계별 모든 경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학습자가 데이터를 
통해 부분적으로 유추해야 했다. 이 점은 추후 단계별 

사용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업용 데이터에 
추가할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디자인을 처음 

접해보는 학습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프로세스 
단계별로 수집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며, 
프로세스 단계별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학생의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UX 디자인 프로세스 수업 
실습 과정에서 교수자가 실습을 위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제안 및 제작하고 이용하였는지 

설명하였다. 수업 개발하고 운용하는데 발견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어 수집이 쉬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수업 개발 시 

설정한 디자인 주제 또한 한정적이었다.  

둘째, 데이터 기반 디자인 수업을 처음 접해보고, 
데이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인터뷰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교수자가 제작한 
데이터는 퍼소나와 저니맵에 활용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둘 다 포함하여 
퍼소나, 저니맵 단계를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하지만, 
향후 수업에 있어서는 저니맵 활용을 위해 사용자 

사용 단계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수집하고 

업데이트하여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뷰 데이터를 데이터 기반 퍼소나, 저니맵 
제작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퍼소나, 저니맵 제작에 

한계가 존재하며,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객관성이 떨어지고 학습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데이터를 제공한 교수자 또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며, 빅데이터를 다루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업보다는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디자인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디자인 단계별 수집하여 디자인에 적용해야 하는지 
교수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학습자 자신이 이후 데이터 기반 디자인을 혼자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운용에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디자인 강의 중 

데이터를 처음 다루어 보는 학습자들을 위한 
강의들은 접근성이 높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수업 또한 경험이 없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고 
더불어 수집이 어려운 데이터는 교수자가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이는, 수업 이후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학습자에게 공유될 데이터의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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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교수자가 데이터 
기반 디자인 수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떤 

데이터를 어느 단계에서 사용하는지, 학습자에게 
제공할 데이터를 교수자가 수집하고 제작하는 방법은 
연구를 통해 공유되지 않고 있다. 만약 데이터 수집, 

제작 방법이 활발히 공유 된다면 학습자들에게 
제공될 데이터의 높은 질과 다양한 디자인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명한 교수자가 

실습을 위해 제작한 데이터 종류와 활용 방법 공유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될 데이터 기반 디자인 
교육의 사례들의 활발한 공유와 교육 개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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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총체적인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UX 디자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한 뒤, 사별을 경험한 혹은 노령동물을 양육 
중인 반려인 1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해 반려동물 사별 경험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사별에 대한 디자인 연구를 토대로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위한 UX 디자인 프레임워크 
“끝없는 작별의 여정”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유기적으로 분석한 UX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디자인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반려동물, 반려인, 반려동물 사별, UX 디자인 

1. 서 론 

1인 가구의 증가,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동물을 반려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312 만 9 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15%에 

육박한다 [1]. 

동물을 반려하는 인간, 반려인이 반려동물에게 갖는 

유대감은 사람인 가족 혹은 지인에게 갖는 그것과 
동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동물의 수명은 비교적 짧아서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경험하게 된다.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해 겪는 지속적인, 강한 정신적 
고통은 심한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을 미치거나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려동물 사별은 이처럼 

심각한 경험임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상실을 겪은 많은 이들이 ‘박탈된 

비애’를 경험하게 된다 [2]. 반대로, 사별과 같은 외상을 
겪은 후 오히려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칭한다 [3]. 

반려동물 사별로 인한 비애 및 애도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동물과의 사별,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급격히 늘어난 반려 인구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이를 다룬 연구도 극복 혹은 완화에 집중하며[4, 5] 사별 
이전에서 이후로 이어지는 경험의 유기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려동물과의 사별 경험 전반을 UX 
디자인 측면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문헌을 고찰한 뒤, 반려동물 사별을 경험한, 노령동물을 
양육 중인 반려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반적 귀납 분석을 통해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사별에 

대한 디자인 선행 연구를 토대로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위한 UX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2. 이론적 고찰 

2.1 반려동물과 반려인 

표준국어대사전은 반려동물을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이들을 양육하는 사람 

역시 ‘반려인’으로 지칭되고 있다. 

반려 관계에서 동물과 인간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은 서로에게 득이 되는 
호혜성의 관계이자, 서로가 서로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성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동물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에 비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려인은 이들과의 사별을 경험하게 된다. 

반려인은 그들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이를 잃게 된 

뒤, 극심한 상실감, 고통과 슬픔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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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반려동물 사별에 따른 애도 및 비애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겪은 반려인들은 비애(grief) 및 

애도(mourning)를 경험한다. 비애는 사별, 관계의 상실, 
물질적 혹은 심리적 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는 심리, 신체, 인지, 관계의 다방면에서 겪게 되는 

복합적인 반응이며,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가 아닌, 
상실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삶에 적응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6, 7]. 상실에 따른 애도 중, 반려동물 상실이 

야기하는 애도는 중요한 타인 혹은 애착 관계 상실에 
따른 애도와 유사한 양상을 띤다 [2]. 반려동물의 상실과 
그에 따른 비애는 수면 패턴 변화, 식욕 저하와 같은 

일상생활의 붕괴에서부터, 불안, 걱정, 스트레스, 의욕 

상실, 사회성 저하를 야기하기도 한다 [8, 9]. 

물론 애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의 대부분은 상실에 

따른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자해와 심각한 
우울증과 같이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2]. 사별 후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애도 반응을 
겪는 현상은 복합비애(complicated grief)로 불리기도 
한다 [10]. 이러한 애도 반응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정신 장애로 분류될 수도 있다. 

반려동물 사별의 경우, 인간과의 사별로 인한 애도 
반응과 유사한 비애를 야기하지만, 사회적인 지지와 

지원이 부족하다. Doka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애를 의미하는 ‘박탈된 비애(disenfranchised 
grief)’ 개념을 제시했다 [11]. 이는 상실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개적으로 애도하지 못하는 상황,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비애이다. 사회적 지지와 공감은 비애 및 애도의 완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인이며, 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반려동물 사별을 마음껏 애도할 수 없으면 
애도 반응이 강화되거나 복합비애를 야기할 수 있다 

[12].  

2.3 반려동물 사별 경험 대처 및 사별 후 성장 

반려인의 사별 경험 대처 

반려동물 사별과 반려인의 대응 기제에 대한 문헌들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인의 사별 대응 방식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되었다 [13]. 

첫 번째, ‘고립’은 반려동물 사별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 
혹은 분리되는 것으로, 비애 및 애도에 대한 사회의 
불인정에 기인하는 부적응적 대응 기제이다. 두 번째, 

‘사회적 지지’는 복합비애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사별 후 성장을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이다. 세 

번째, ‘지속 유대와 추모’는 사별 대상과 정서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식 등을 통한 

추념을 아우른다. 사별 반려인이 유대감 지속을 위해 
흔히 활용하는 방식은 사진 보기, 추억 회상, 물건 보관 
등이 있다. 네 번째, ‘종교와 영성’은 사별에 대처하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거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다른 동물과의 관계’는 둘 
이상의 개체를 반려하던 이가 사별 후 남게 된 반려동물 

혹은 새롭게 입양한 반려동물과 맺는 관계를 포함한다.  

외상 후 성장 

반려동물 사별은 극심한 비애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별 이후 적절한 애도 
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반려인들도 있다. 
Tedeschi 와 Calhoun 은 사별을 비롯한 고통스러운 

사건을 이겨내고 그 결과로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겪는 것을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정의하였다 [3]. 

외상 후 성장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개인의 힘(personal strength)’은 역설적이게도 약해진 
만큼 강해진 본인을 인지하는 것이다. 외상을 이겨낸 

경험을 통해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두 번째, 
‘삶에 대한 감사(appreciation of life)’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그들의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가치관의 

변화를 겪는 것이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relating to 
others)’는 외상을 겪은 후 주변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이다. 네 번째, ‘새로운 

가능성(new possibilities)’은 외상 경험 후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 방향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영적 및 실존적 변화(spiritual and existential 

change)’는 종교적 혹은 영적 신념의 변화와 존재의 

근본적 질문 탐구와 같은 현상을 포함한다 [3, 14]. 

반려동물 사별 후 성장 

‘외상’은 다양한 사건을 포함하기에 다소 포괄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ong 외 4 인의 
연구에서 기술된 ‘사별 후 성장(post-bereavement 

grow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Wong 외 4인의 홍콩인 대상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반려인이 사별 후 성장까지 이르는 

여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자는 반려동물 사별의 애도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박탈된 애도와 
자책감이다. 이후의 비애 대처 과정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지속 비애이다. 연구 참여자 소수가 
비애와 사회적 고립 상황에 처해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는 자립적인 대처이다. 역시 참여자 중 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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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혹은 긍정적 성격 덕분에 단기간의 비애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사회적 지지이며, 다수의 

참여자가 가족, 친구의 지지 덕분에 심리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상실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밝혔을 때 이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준 커뮤니티 덕분에 

사별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것이 사별 후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전문가의 지지이다. 몇몇 참여자들은 전문가와의 상담 

혹은 전문가가 주도한 자조 모임을 통해 극심한 비애를 
공유하며 상호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답했다. 
지속 비애를 제외한 대처 과정을 거친 이들은 사별 후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1) 가족 관계 측면, 
2) 영적 혹은 심리적 측면, 3) 행동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15]. 

그림 1 반려동물 상실로부터 사별 후 성장까지의 과정 

 

3. 반려동물 사별 경험 연구 

3.1 심층 인터뷰 

본 연구는 반려동물 사별의 경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였다. 

인터뷰 방식 및 구성 

심층 인터뷰는 1) 생애 최초로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경험한 자, 2)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2회 이상 경험한 자, 
3) 현재 노령 동물을 반려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처 경험과 회복 및 성장 경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1)과 2)를 구분하였으며, 
반려동물 사별과 관련된 비애 및 애도가 반려동물을 
상실하기 이전, 노령 동물을 반려하며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을 때부터 겪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3)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 대상의 모집은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인을 시작으로 한 눈덩이 표집과 

온라인 광고를 통해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2022 년 7 월~8 월, 총 14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인터뷰는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 방식을 활용했다. 인터뷰 시작 전,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은 연구 참여자 동의서 작성과 녹음 및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모델링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일반적 귀납 분석을 

실시하였다 [16]. 모든 참여자의 인터뷰는 녹음 후 
전사되었으며, 전사본을 토대로 개념화를 진행하였다. 
이후 반복적인 범주화를 통해 하위 범주, 범주, 테마를 

도출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모델을 구성했다. 

3.2 심층 인터뷰 결과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그림 2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반려동물 사별 경험 모델 

인터뷰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념은 502 개로, 유사한 
개념끼리 분류하여 71개의 하위 범주를 이루었다. 하위 

범주 역시 26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림 3 반려동물 사별 경험 모델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반려동물 사별 

경험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각 테마에 속하는 범주는 표 

1과 같다. 

표 1.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 테마, 범주 

테마 범주 

노화, 투병 / 사별 
대비 

사별 예상 및 사별 대비에 대한 양가감정 
동물 의료 서비스 및 의료 보험 

투병 및 간병 생활 

노령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정보 

반려동물 사망 
사망 사실에 대한 인지 

사망 사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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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의식 
사체 수습 방식, 장례 의식에 대한 준비 

다양한 장묘 방식 

반려동물 장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 

사별로 인한 비애 

죄책감, 후회, 미안함 

빈 자리 인지 → 공허함 

반려인 스스로에게 가혹 

잔잔한 비애의 지속 

비애 완화 

자립적 비애 완화 

사별 동물 회상 

사별 경험 공유 

흔적, 추모를 통한 완화 

사람에 의한 완화 보조 

동물에 의한 완화 보조 

심리 상담의 보조 

사별 후 성장 
동물 관련 인식 성장 

인간관계 성장 

사고/행동의 전환, 변화 

사회적 인식 및 
기반 / 산업적 기반 

과거와 현재의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산업적 기반 

사회적 기반 변화 필요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반려동물이 자연사한 반려인과 갑작스러운 질병 혹은 알 
수 없는 사인으로 죽음을 맞이한 반려인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점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사별 경험 대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는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의 충격 강도를 낮춰주었고, 
그에 따른 비애 완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많은 참여자가 반려동물 사망 이전에 행해지는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따라서 모델에 노화 혹은 

투병 생활과 사별에 대비하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사별로 인한 비애’와 ‘비애 완화’, ‘사별 후 성장’은 다시 
한번 ‘사별 이후’로 묶이며, 비선형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많은 응답자가 사별에 따른 비애는 완화가 될 

뿐 완벽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해주었다. 
이는 사별 경험 반려인이 계속해서 비애를 느끼고, 
대처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비애 

완화의 단계에서 좌절을 겪고 강한 비애를 다시 겪는 

반려인도 존재한다. 

‘사회적 인식 및 기반 / 산업적 기반’은 반려동물 

사별이라는 총체적 현상에 대한 사회의 인식, 기반 
그리고 산업 측면을 포괄한다. 이는 사별한 반려인이 

겪는 일련의 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배경, 

관련 산업 역시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시사한다.  

 

4.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위한 UX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사별에 

대한 디자인을 다룬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위한 UX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 

4.1 사별에 대한 디자인 선행 연구 

복합비애의 행동 모델 (The behavioral model for 

complicated grief) 

 

그림 4 복합비애의 행동 모델 

Baglione 외 4 인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복합비애를 
모델로 구성했다. 해당 모델은 상실에서 시작되어 

안정화 단계로 이어지는 형태를 띤다 [17]. 상실 직후 
사별 경험자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안개에 갇히게 된다. 
이후,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고립 단계를 

겪는다.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복합비애 경험자는 
탐색을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선택한 지지 
구조에 적응한다. 다음으로, 복합비애 경험자는 새로운 

지지 구조에 몰입하는 단계에 진입한다. 몰입은 이들을 
임계점으로 이끄는데, 이 지점에서 복합비애 경험자는 
다시 고립 단계로 후퇴해 비애의 고리에 갇히거나, 다른 

지지 구조로 이동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안정화(stabilization)는 애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회복의 기간이다. 이는 애도 종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잠식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평형 상태를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모든 단계가 고정적이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단계 사이에서 
유동적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단계를 여러 번 혹은 여러 

단계를 한 번에 겪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사별 및 애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Massimi 와 Baecker 의 ‘삶의 마지막(end of life)’을 
다루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 [18].  

• 대인 커뮤니케이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비애는 해결해야 할, 혹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다.  

– 디자인은 사별 경험자에게 침묵, 고립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 친구와 가족보다 자조 모임, 성직자 혹은 상담가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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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기(storytelling)’를 보조해야 한다. 

• 새로운 삶의 방식 (A new way of being) 

–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곧 관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 행위를 통한 비애 표출 기회를 제공한다. 디지털 혹은 
물리적 형식의 의미 있는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 물질성 (Materiality) 

– 디지털 추모비/유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 및 시공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사별 경험자가 사적인 애도의 상징물과 공개적인 
상징물을 구분 및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애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개입 혹은 공개적인 

애도를 기피하는 사별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backstage grief’의 필요성을 주장한 She 외 3 인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다룬 ‘자립적 비애 완화’에서도 

드러난다. She 외 3인은 디지털상에서의 애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사망 대상을 기리는 것과 같은 ‘frontstage 
grief’ 외에도, ‘backstage grief’를 위한 사적이고 편안한 

디지털 장소가 필요함을 밝혀냈다 [19]. 

4.2 반려동물 사별 경험 UX 디자인 프레임워크: 

끝없는 작별의 여정 

그림 5 반려동물 사별 경험 UX 디자인 프레임워크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위한 UX 디자인 프레임워크가 도출되었다. 
반려동물 사별 경험은 반려동물 사망을 기점으로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노화 혹은 
투병 생활로 인해 사별을 준비하는 단계 역시 포함한다. 
따라서 UX 디자인 프레임워크 역시 ‘준비’ 단계에서 

시작된다.  

첫째, 준비 단계에서 반려인은 투병 생활 경험담 및 

동물병원 후기를 공유하거나 반려동물 대상의 의료 보험 
가입을 위해 상품을 비교하게 된다. 또한 반려동물의 

생전에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반려동물 데이터를 
생성하고 축적하게 된다. 이는 사망 후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회상하며 비애에 대처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은 이러한 자료 아카이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사망 당시 대응 단계에서 반려인은 충격에 빠져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처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반려인이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이를 

독려해주어야 한다. 사체 수습 방식과 장례 의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행동 유도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반려인은 사별로 인한 비애 증상을 겪고 이에 

대처하고자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반려인의 애도 
행위는 개인적 애도와 사회적 애도로 나뉠 수 있다. 
개인적 애도는 사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애도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종교 의식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애도는 이야기를 통한 사별 경험 공유, 유사 경험 
보유자와의 교류, 심리 상담 및 자조 모임 등을 포함한다. 

반려동물 사별에 대한 애도는 개인적 애도와 사회적 
애도로 구분될 수 있지만 두 방식의 접점도 존재하며, 한 
명의 반려인 내에서도 두 방식이 공존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경험은 두 가지 애도 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사별 후 성장 단계는 반려동물 사별만의 특이점인 동물 

관련 인식 성장을 다룬다.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참여자 
대다수가 사별 이후 동물과 관련된 인식이 크게 
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사별 후 성장 단계가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단계는 아니다. 본 UX 디자인 
프레임워크는 마지막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별로 
인한 비애와 애도를 통한 대처, 사별 후 성장은 서로 

얽혀있고 비선형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반려인은 
사별 후 성장 단계에 있으면서 비애를 느끼거나 애도할 
수 있으며, 애도 단계에서도 다시 비애를 느낄 수 있다. 

사별 경험 보유 참여자 모두가 언급한 ‘잔잔하게 

지속되는 비애’가 이를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위한 UX 디자인 

프레임워크는 “끝없는 작별의 여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과정은 여행을 떠나기 전 
준비하는 단계와 같이 사별에 대비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긴 여운이 남는 여행과 같이 끝이 나지 않는 하나의 

여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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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사별로 인한 반려인의 비애는 점차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려인의 사별 경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별 경험 혹은 노령동물 양육 반려인 대상의 심층 
인터뷰와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반려동물 사별 

경험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UX 디자인 
프레임워크 “끝없는 작별의 여정”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디자인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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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가상 환경에서의 제자리 걸음에서 

추가 센서 착용 없이 사용자의 시선 방향을 고려한 

이동을 지원하는 알고리즘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이 방법은 이전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허리에 

착용한 VR 트래커(tracker) 로 이동하는 방향 

설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허리에 트래커를 착용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가상 환경을 탐색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방법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사용자 스터디에 필요한 

콘텐츠를 직접 구현하였으며, 두 개의 방을 

탐색하며 다섯 개의 보석을 찾는 임무를 부여한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허리에 추가 트래커를 

착용하는(Navigation with Direction Tracker) 

방법과 추가 트래커를 사용하지 않는(Navigation 

without Direction Tracker) 방법에 대해 총 

10 명의 참여자가 within-subjects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세션 후에는 SUS (System 

Usability Scale) 설문과 주관식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SUS 점수 

분석으로 두 방법 모두 사용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두 방법의 SUS 점수와 임무 완료 

시간이 t-test 로 두 방법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Navigation with Direction Tracker 방법을 

대체하여 추가 트래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Navigation without Direction Tracker 방법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가상 현실(VR), VR locomotion system,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HCI), 사용자 스터디, 센서 데이터 

1. 서 론 

최근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인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상 환경(Virtual 

Environment) 탐색 및 이동이 필요한 

콘텐츠에서는 이동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오큘러스, HTC VIVE 등의 가상 현실 기기는 

VR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로의 순간 

이동(teleport)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만, 이 

기능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동할 때와는 다르게 

실제 신체 움직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상현실 체험 시에 몰입감 측면에서 사용자 

경험이 높지 않을 수 있다[1].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제자리 걸음(Walking-in-Place, WiP)이다. 많은 

연구에서 자연스러운 WiP 를 위한 방법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으며, 실제 시스템에 활용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WiP 는 사용자가 제자리에서 걷는 

것과 같은 움직임(e.g., leg lifting, arm swing, 

tapping)을 수행하여 가상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2]. 

WiP 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소는 VR 에서의 이동을 

의도하는 동작을 인식하는 것과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진행 방향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상 현실 HMD (Head Mounted Display)의 

카메라가 보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주변을 둘러보면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더라도 유지되는 몸의 방향을 알기 위해 

허리에 VR 트래커를 추가적으로 착용하여 몸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3].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움직임 동작 인식과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가 트래커 없이 움직임에 대한 지원(N w/o 

DT)을 트래커를 부착한 상태에서의 움직임(N w/ 

DT)과 사용자 스터디를 통해서 비교, 

분석하였다(그림 1). 우리가 제안하는 N w/o DT 

방법은 HMD 와 각 발목에 착용한 트래커의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벡터 연산 아이디어를 통해 

구현되었다. 

가상 환경 속에서 이동 임무를 부여하여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하여 ‘미로 속의 보석 찾기’ 

상황을 부여하였다. 총 10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참여자는 무작위 순서로 N w/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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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자리 걸음 이동 방법의 장비 착용 모습. (왼쪽) HMD 와 트래커 3 개를 사용하는 N w/ DT 방법, (오른쪽) 

HMD 와 트래커 2 개를 사용하는 N w/o DT 방법. 

 

방법과 N w/o DT 방법을 체험한 후 사용성 비교를 

위해 SUS (System Usability Scale) 설문을 

수행하였다[7]. 분석 결과, 두 방법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평균 SUS 점수(0-100)가 N w/ 

DT 는 73.3, N w/o DT 는 76.0 으로 두 방법 모두 

사용성을 확인하였다[8]. 즉, 추가적인 센서 장비 

부착 없이 N w/o DT  방법이 충분히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량적 분석 외에도 

주관식으로 받은 피드백을 통해 leg lifting (두 

다리를 교차하여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작) 방법 

자체의 개선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상 현실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비교 평가하는 이전 

연구에서는 컨트롤러 기반 이동, arm swing, leg 

lifting 의 사용자 경험을 비교 평가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5, 6]. 하지만 

카메라 방향이 아닌 진행 방향 결정 방법에 대해 

허리 트래커 착용을 넘어서 발전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점이다. 

사용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자 스터디를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2. 관련 연구 

2.1 제자리 걸음(Walking-in-Place, WiP) 

제자리 걸음 이동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로 걷는 동작과 비슷하게 팔을 

휘젓는 방법인 arm swing 과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어올렸다 내리는 leg lifting 방법을 컨트롤러 

기반 순간 이동 방법이나 조이 스틱 활용 방법과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1]. 콘텐츠로 사용자 스터디 

참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참여자가 이동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1, 6]. 실재감, 몰입감, 멀미 

측면에서 순간 이동과 조이 스틱 활용 방법보다 

신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제자리 걸음 방법이 사용자 

경험이 높게 보고되었다[11]. 

2.2 이동 방향 설정 방법 

제자리 걸음 방법에서는 카메라 시야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이동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는 허리에 추가 

트래커를 착용하여 가상 환경에서 이동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3, 12].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추가적인 센서 데이터 수집 용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3. 방법 

본 연구에서는 WiP 에서 leg lifting 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였다. 이동 지원을 

위해서, 각 발목에 착용한 두 트래커의 위치가 왼, 

오른쪽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직전 위치와의 차이의 

절대값이 특정 수치를 넘으면 이동으로 인식하여 

가상환경에서의 사용자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정 수치는 Unity 

Editor 에서의 트래커 위치 데이터 값 0.004 로 

설정하였다.  

N w/ DT 방법에서는, 𝑦 방향으로의 위치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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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하고 균일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자의 

이동 방향(𝑑 )을 허리에 추가로 착용한 트래커의 

전면 방향 벡터(𝑡)의 𝑦 성분에 0 을 대입하고 단위 

벡터화 작업을 수행하였다(식 (1), 식 (2), 식 (3)).  

 

𝑡𝑦 = 0 ⋯ (1) 

‖𝑡‖ =  √𝑡𝑥
2 + 𝑡𝑧

2  ⋯ (2) 

𝑑  =  
𝑡

‖𝑡‖
 ⋯ (3) 

 

이 연구의 핵심인 N w/o DT 방법의 추가 센서를 

대체하는 이동 방향 결정은 HMD 와 각 발목에 

착용한 트래커의 위치 데이터의 연산으로 벡터를 

결정하였다. HMD 를 시점으로 하고 왼발목의 

트래커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 라고 하고, 

HMD 를 시점으로 하고 오른발목의 트래커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라고 하였을 때, �⃗�와 �⃗⃗�의 

외적 연산의 결과(𝑐)를 사용자의 두 발 사이의 수직 

벡터로 판단하여, 이동 방향(𝑑 )을 결정하였다(식 

(4)), 그림 2). N w/ DT 방법과 마찬가지로, 외적 

연산 된 벡터의 𝑦 성분에 0 을 대입하고 단위 벡터화 

작업을 수행하였다(식 (5), 식 (6), 식 (7)). 

 

�⃗�(𝑎𝑥, 𝑎𝑦, 𝑎𝑧) × �⃗⃗�(𝑏𝑥, 𝑏𝑦, 𝑏𝑧) = 𝑐 (𝑐𝑥, 𝑐𝑦, 𝑐𝑧) ⋯ (4) 

𝑐𝑦 = 0 ⋯ (5) 

‖𝑐‖ =  √𝑐𝑥
2 + 𝑐𝑧

2  ⋯ (6) 

𝑑 =  
𝑐

‖𝑐‖ ⋯ (7) 

 

그림 2 N w/o DT 방법에서 HMD 와 두 발목의 

트래커의 위치 데이터로 사용자의 이동 방향 결정 (�⃗⃗�: 

HMD 에서 왼발목으로 향하는 벡터, �⃗⃗�: HMD 에서 

오른발목으로 향하는 벡터, �⃗�: �⃗⃗�와 �⃗⃗�의 외적 연산 결과). 

 

4. 사용자 스터디 

4.1 콘텐츠 

제자리 걸음 이동 방법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 임무가 

부여되는 가상 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스터디 

참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임무가 부여되었다. 

참여자는 장애물이 설치된 1 번 방과 2 번 방으로 갈 

수 있는 로비에서 출발하여, 1 번 방과 2 번 방을 

차례대로 탐색하고 로비로 돌아온다. 정확한 임무 

수행과 참여자의 흥미를 이끌기 위하여 1 번 방에는 

빨간색 하트 보석과 보라색 하트 보석을, 2 번 

방에는 하얀색 다이아몬드와 검은색 다이아몬드를 

배치하고, 로비에는 마지막에 습득해야 하는 노란색 

별 모양 보석을 배치하였다(그림 3). 

 

 

그림 3 가상 현실 보석 찾기 콘텐츠 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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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용자 스터디 과정 

N w/ DT, N w/o DT 를 각각 체험하고 SUS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사용자 스터디를 계획하였다. 총 

참여자는 10 명으로 평균 연령은 만 25.5 세, 표준 

편차는 3.14 이다. 총 참여자 중 여자는 4 명, 남자가 

6 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참여자가 실험 전체적으로 

한 방법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WO (N w/ DT → N w/o DT) 혹은 OW (N w/o DT 

→ N w/ DT) 코드가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평균적으로 각 방법을 사용한 가상

현실 보석 찾기 체험을 평균 3 분 13 초씩

수행하였고,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중도

탈락을 요구한 참여자는 없었다. 각 세션 직후에

SUS 설문 응답(5-Likert scale)을 통해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세션 간의 휴식은 참여자의 재량으로

부여하였다.

5. 결과

5.1 정량적 분석

먼저, 참여자 10 명의 SUS 점수를 계산하여 0-

100 사이 값으로 환산하여 사용성을 

확인하였다(표 1). 각 방법의 점수의 평균은 N w/ 

DT 가 73.25, N w/o DT 가 76.0 이다. 중앙값은 N 

w/ DT 가 78.8, N w/o DT 가 76.3 으로 값의 

비교만으로도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US 점수가 72.75 이상인 경우, 

‘Good’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8], 두 가지 

조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표 1. N w/ DT 그룹과 N w/o DT 그룹의 SUS 점수 및 

완료 시간 

참여자 

코드 

N w/ DT N w/o DT 

SUS 시간(초) SUS 시간(초) 

OW1 80 140 72.5 133 

WO1 80 212 87.5 170 

OW2 82 172 80 173 

WO2 50 156 75 172 

OW3 80 204 72.5 253 

WO3 72.5 409 80 272 

OW4 60 181 80 155 

WO4 77.5 173 77.5 158 

OW5 82.5 169 62.5 169 

WO5 67.5 214 72.5 176 

평균값 73.2 203 76 183 

중앙값 78.8 177 76.3 171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이 두 그룹의 SUS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규성 검정(Shapiro-Wilk)을 시행하였다[9]. 

결과는 p-value 가 0.910 으로 본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두 그룹에 대해 SUS 점수와 완료 

시간에 대한 t-test 를 각각 진행한 결과, SUS 

점수에 대해서 N w/ DT 와 N w/o DT 그룹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SUS: p=0.231, 

완료 시간: p=0.531). 

5.2 정성적 분석 

SUS 설문에 이어서 수집한 체험 후 소감 및 조언 

설문에서는 카메라 시야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시야가 더 
자유로워지고 주변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보니 
현실감이 더 있었다” (OW5). “몸을 전환하는 대로 
방향 전환이 빠르게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OW2).  

두 방법 사이에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내용의 

응답도 있었다. “다리만 사용했을 때와 몸에도 
트래커를 사용했을 때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험할 당시에는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OW2). 사용자가 본인의 신체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전환하였을 때 걸어가려는 

방향대로 잘 전환이 되었으며, N w/ DT 와 N w/o 

DT 의 차이를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우리는 기존 방법(N w/ DT)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N w/o DT)을 제안하였다. N w/o DT 방법은 

N w/ DT 방법에서 사용하는 허리 트래커를 

대신하여 양 발 사이의 전방 수직 벡터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이 방법의 타당성과 

사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10 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용성을 

평가하는 SUS 점수의 경우 두 방법 모두 ‘Good’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가 기록되었으며, 두 방법 

사이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N w/o DT 방법이 기존 N w/ DT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장비를 추가 구매하여, 허리에 트래커를 

추가 착용할 필요 없이 두 개의 트래커만으로도 

걸음 인식과 이동 방향 결정이 모두 가능해져, 더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가상 현실 내 이동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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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보 격차가 가속화됨에 따라 차별, 혐오와 같은 

무형의 사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윤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AI Ethics(인공지능 윤리) 연구들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I 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디지털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례 조사를 통해 윤리적 영역에 

포함되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UX 관점으로 

재정의하여 인공지능 윤리의 실질적 적용 원칙을 

인터페이스 설계 관점의 키워드로 발굴했다. 

주제어 

디자인윤리, 인공지능윤리, 윤리적 UX, 사례연구 

1. 서 론 

디지털 서비스는 혁신적인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 특정 계층을 향한 차별과 혐오,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는 OECD 의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고, 민간 기업에서도 

Artificial Intelligence at Google: Our principles, 

Microsoft 의 Aether 와 같은 윤리규범을 제시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 윤리의 목표 및 

유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국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1] 학계에서도 AI 윤리 분야에 대한 기준과 

요소를 발굴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AI 윤리 요구 사항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Anna Jobin 은 

연구에서 국제적으로 인공지능의 윤리 규범과 

지침이 포함된 84 개의 문서들을 조사하여 중심이 

되는 5 가지 인공지능 윤리 가치를 도출하였다. 이는 

투명성(Transparency), 공정성(Justice and 

fairness), 해악금지(Non-

maleficence),책임성(Responsibility)와 개인정보 

보호(Privacy)로 구성된다. [2] 인공지능 과학 

분야와 산업에서의 책임감 있는 자율성과 행동의 

자유를 위해서는 이러한 윤리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3]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기술과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사용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안된다. 그러므로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경험을 다루는 UX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윤리의 

적용은 중요한 논의사항이다. 이에 따라 본논문은 

앞서 제시된 5 가지의 핵심 가치 중 콘텐츠 영역에 

최적화된 4 가지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선정하고 

그를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UX 

관점의 윤리원칙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인공지능 원칙들과 연관된 디지털 서비스 내 화면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디지털 서비스의 윤리적 실현에 

대한 UX 적 재정의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터페이스 제작에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UX 디자인의 윤리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2. 선행 연구 

2-1. UX 윤리 연구 현황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성을 개선하는 것은 

인간과 컴퓨터(디지털 서비스) 경험의 주요 초점 중 

하나임에도, 사용성 개발의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는 

종종 간과되고는 한다. 가령 디지털 서비스의 

얼굴인 인터페이스의 구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서비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자를 속이거나 필요한 정보를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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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악한 디자인(Evil 

Design)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4] 

 

사악한 디자인의 사례 중‘다크 패턴’이 있으며, 

2011 년 영국의 UX 디자이너인 Harry Brignull 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념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Gray 는 ‘다크 패턴’을 유형화하여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UX 의 

윤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5] 또한 

한국 소비자원(2019)에서도 소비자 문제를 

‘다크넛지’라는 새로운 형태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6]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내 

비윤리적인 디자인은 사용자의 이익보다 서비스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때문에 사용자가 경험하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7] 또한 2016 년 CHI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알고리즘이 가진 권위에 대한 

패널 토의 세션에서는 알고리즘이 사용자 개인을 

넘어서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존재함을 

강조한다.[8]이는 알고리즘을 이해한 권력 집단에 

의해 그들 중심의 디지털 규범과 관행이 창조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2-2 연구 질문 

사례 탐색을 통해 알고리즘이 적용되며 개인화된 

데이터를 끊임없이 다루고 그것을 가시화 하는 

UI(사용자 인터페이스)내 콘텐츠의 윤리적 검토와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핵심 질문을 구성하게 되었다. 

 

RQ1:어떠한 종류의 UX 콘텐츠 혹은 도메인이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가?  

RQ2:기업이 콘텐츠를 서비스로 구체화하여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UX 윤리 원칙은 무엇일까? 

 

RQ1 은 사용자 경험 차원에서 해당 콘텐츠나 기능 

자체가 윤리적인 요소를 포함 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서비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대한 보편적인 윤리에 대한 

내용이 아닌, 윤리적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주요 

상황들과 콘텐츠에 대한 맞춤형 UX 윤리 해결책을 

구상하기 위함이다. 이를 발굴하기 위해 20 여 개의 

글로벌 IT 기업의 인터페이스를 분석하고, affinity 

diagram 을 통해 키워드와 세부 내용을 구조화 

하였다. 

 

RQ2 는 RQ1 에서 선정된 콘텐츠 혹은 기능을 화면 

시각화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검토할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계 하기 위한 핵심 

질문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례 분류와 분석을 통해 

해당 화면들이 가져야 할 UX 윤리 기준을 논의하고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3. 도메인 별 콘텐츠 분석 및 분류 

3-1. 인공지능 윤리 항목 세부 선정 

앞서 언급한 Anna Jobin 의 AI ethics guidelines 를 

기반으로 디지털 서비스와 알고리즘 생성 영역에 

가장 가까워 UX,UI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 4 가지 항목 <공정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해악 금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요소들은 각기 

다른 디지털 서비스임에도 유사한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보이는 콘텐츠에 대입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2. 도메인 선정 및 분석 

포브스가 선정한 기업가치가 높은 세계 100 대 

기업을 나열한 「The 2020 World's Most 

Valuable Brands」 [9] 자료를 기반으로 20 여 

개의 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인공지능 윤리 요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콘텐츠 제공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1. 도메인 별 AI 윤리 관련 콘텐츠 

윤리요소 제공 방식 기업 특성 

공정성, 

차별 금지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 빅테크, 플랫폼 

장애 지원 기능 제공 OTT, 제조업  

투명성 

데이터 알고리즘 작동원리 

설명 페이지 
SNS, OTT 

공정성 보고서 배포 SNS,검색엔진 

개인정보 

보호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보안 

방식 설명페이지 서비스 제공 

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어 

기능 제공 

해악금지 

환경, 기부 등 사회적 개선 

캠페인 전개 
SNS 

서비스 내 지속적인 검열 

활동 및 공지 

3-2-1. 공정성과 차별금지 

주로 아동, 노인 등 디지털 약자 혹은 신체적 장애를 

지원하는 콘텐츠가 UX 콘텐츠의 공정성 실현 

영역으로 해석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빅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가 배포되고 

있으며 심미적 내용 이외에도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 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누구든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적 지원도 포함된다.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라인  

애플, IBM, 삼성 등의 빅테크 기업은 디자인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는 포용성과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디자인 윤리를 반영하고 있다. 

애플의 Human Interface Guidelines[10]을 

살펴보면 포용성 부분에선 연령, 성별, 국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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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 다양한 사람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예시로 서비스 설계 시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는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더불어 

구어체 표현은 일반 언어로 바꿔 사용하도록 

권장하는데 구어체는 문화에 따라 해석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아바타나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물을 묘사하는 경우 성별이 

구분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IBM 의 ‘Equal Access Toolkit’[11]에서는 

포용적인 디자인 시스템 설계를 위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한다. 기획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런칭까지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Contents, UX, Visual, Review 로 카테고리화 되어 

세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진행과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예시로 Contents 

부분에서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콘텐츠를 이해하는 

시각 저하자를 위해 구조의 계층(Hierarchy)을 

명확히 헤드, 서브 헤드, 바디 등으로 나눠 설계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Visual 부분에선 

저시력자를 위한 텍스트 확대 기능 적용 시 반응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글줄의 길이와 가독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장애 지원 기능  

OTT 의 경우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관찰되었다. 넷플릭스는 청각 

장애인용 자막을 따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언어적 자막 이외에도 콘텐츠 내의 효과음이나 

비언어적 묘사- 헛기침, 머뭇거림 등-를 함께 

제공해 영상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3-2-2.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민감한 데이터가 다루어지는 상황이나 데이터 사용 

현황을 UI 측면에서 기술하고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화면으로 해석되었다. 주로 사용자의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가 존재하는 

소셜미디어나 OTT 기업에서 관찰되었다. 추천 

서비스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가 

정치적 및 사회적 편향성이 개입됐다는 의문과 

사용자가 선별적인 정보만을 제공받게 되면 결국엔 

잘못된 정보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필터 버블’현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12] 따라서 

기업에서는 추천 콘텐츠에 대한 알고리즘 

작동원리를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고 공정성 보고서를 배포하여 투명성을 

증진하고 있다.  

데이터 알고리즘 작동원리 설명 

인스타그램의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 콘텐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설명적 요소를 보여주는 페이지가 서비스 내에 

존재하였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리와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콘텐츠의 

순위 지정 및 관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2-3.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화면과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현황 설명 콘텐츠가 

이 원칙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기술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갈수록 

제어권을 세분화하여 제공하려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보안 방식 설명페이지 

기업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에 대한 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수집하는 

정보, 수집 이유, 정보가 이용되는 방식 등에 관해 

설명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가 존재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유 방법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제어 기능  

소셜미디어는 해킹, 도용,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특징에 맞게 보안이 강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개인의 정보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발견되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공개 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사용자의 게시물과 프로필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전체 공개, 친구만, 나만 보기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광고 추천을 위해 활용되는 개인의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 

3-2-4. 해악금지 

사회적 문제를 콘텐츠를 통해 캠페인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해당된다. 주로 SNS 에서 이벤트 

요소로 소수자에 대한 지지 운동, 환경보호, 간단한 

활동을 통한 기부 등 다양한 형태가 발견되었다. 

또한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콘텐츠가 혐오나 해악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열 활동을 하는 것 

역시 구체적 사례에 포함된다.   

사회적 개선 캠페인 전개 

페이스북은 2020 년 ‘기후과학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이는 플랫폼 내에서 공유되는 서비스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기후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신뢰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실을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1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1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산불의 심각성, 

탄소배출과 등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매개로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4. 윤리적 UX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수집된 인공지능 윤리 콘텐츠 사례를 토대로 연구자 

끼리 워크샵을 수행한 결과 AI 윤리 원칙 용어를 UX 

윤리 관점으로 수정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윤리 원칙에 대한 디자인 및 콘텐츠 설계 시 

고려사항과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었다. UX 윤리 용어로의 재구성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인공지능 윤리 용어의 UX 용어의 재구성 

AI 윤리원칙 용어 UX 용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설명적 지원 

공정성과 차별금지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선택권, 사용자 제어권 

해악금지 사회적 가치 실현 

4-1. 모호하거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충분한 설명적 지원 

모호한 기준을 제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기업이 제시하는 단어나 

기준이 모호한 경우 신뢰감이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신이 예상할 수 없는 기준에 

대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접근성 

기능에 대하여 ‘청각 장애인용 자막’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 적인 문구라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특별 자막’과 같은 표현으로 순화하여 

표시할 것을 제안한 것과 같이 용어 사용에 있어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2. 가독성 고려 및 주요 문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Considerable Literacy) 

설명적 지원을 할 때, 해당 인터페이스가 

가시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가독성이 높은가를 

판단해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로 대부분이 

채워진 기술적 문서들은 사용자가 쉽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다. [13] 이에 대하여 

설명문의 흐름이 지나치게 길거나 어렵지는 않은 지 

검토되어야 한다. 투명성 사례의 인스타그램의 피드 

알고리즘 순위 지정 방식의 경우 지나치게 길고 한 

눈에 파악되지 않아 윤리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는데, 이처럼 공익을 위한 

정보임에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단일 화면 내 

인터페이스에서 텍스트로만 제공하는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4-3.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세부 옵션 고려 

(Micro- Options)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보다 

민감해지고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워크샵을 통해 논의되었다. 이는 

서비스 내에 데이터가 활용되는 범위 혹은 사용자의 

데이터 권한을 허락 받는 경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UX 설계 

차원에서 데이터의 제어권을 가시적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나 기업이 사용자 관점에서 윤리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4-4.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이크로 컨텐츠 

(Social Impact)  

콘텐츠가 환경이나 사회의 이로운 방향과 선택을 

이끌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다. 

예시로 소셜 앱에서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검열하며 사회적 혐오를 줄이고자 하고, 

지속 가능한 물품들을 구비하여 호텔 사용에 있어 

쓰레기를 줄이는 식의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호텔에 

인증 배지를 달아 사용자 선택의 도덕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높여주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UX 를 통해 이로운 사회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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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나라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은 여전히 저조하여 치료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에 대한 치료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중재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한 탐색적 연구의 

일환으로 알코올 사용장애를 진단받고 회복 중인 

20 대에서 60 대 사이의 환자 19 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독 치료 결심을 

위한 동기부여의 어려움, 중독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마주하는 장애물, 효과적인 중독 치료 

방법의 세 가지 핵심 테마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디지털 중재 기술의 방향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 필요성 공감을 위한 의학 정보 전달, 

중독 치료의 동기강화를 위한 비대면 중재 프로그램 

개발, 장기적 단주 유지를 위한 중독자 간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디지털 중재 기술을 활용한 알코올 사용장애 및 

중독 행위의 치료와 개선을 가능케하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알코올 사용장애, 중독 행위, 디지털 중재, 심층 

인터뷰,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1. 서 론 

1.1 연구배경 

알코올 사용장애는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2013 년에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 판(DSM-5)에 선정된 질환으로,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 행위로 인해 심리, 대인 관계 및 

신체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정신과적 질환이다[1]. 

우리나라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WHO 보고에 따르면 

2004 년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6.62%로 

WHO 평균인 3.6%보다도 1.8 배 높았으며 WHO 전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가장 높았다[2].  

국내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등록을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2015 년 기준 알코올 

사용장애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은 0.81%로 

중증정신질환의 일반적인 등록관리율 26.4%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3], 미국의 알코올 사용장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8.6%[4]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아 치료 효과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중재 기술 기반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의 효과적 

치료를 위한 디지털 개입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알코올 사용장애와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에 대한 인터뷰와 

관련된 사전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알코올 사용장애 디지털 

치료제의 기능을 도출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제의 기능에는 무엇이 필요할지, 

그들에게 실질적이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서비스의 

청사진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1.2 문헌 연구 

사전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는 대표적 

중독 질환의 일종으로, 임상 단계와 임상 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취함, 금단증상, 갈망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알코올 중독에 이른다고 서술하고 

있다[5]. 또한, 알코올 섭취는 뇌 속에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보상회로를 자극하여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찾게 되는 습관을 형성하게 만들어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중독 행위로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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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에서는 음주 문제에 대해 네 단계를 거쳐 

평가와 개입을 진행하게 된다. 첫번째로, 위험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음주 습관 조사를 

실시한다. 위험 음주인 경우, 두번째 단계에서 

알코올 사용장애를 평가하게 된다. 세번째로, 위험 

음주와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에 대해서 충고 및 

도움을 주는 단계를 넘어 마지막으로 위험 음주와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추적 관리하는 단계를 

진행하게 된다[6]. 

알코올 사용장애와 같은 중독 관련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인 디지털 치료제가 활발히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전통적인 복약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디지털 

경험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디지털 신약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evidence-

based therapeutic intervention)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에 속한다[7]. 

디지털 치료제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디지털 헬스 

분야의 성장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와 비교할 때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저렴하며, 맞춤화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8].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에 

힘입어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인 reSET-O 가 미국 

FDA 로부터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고 처방받을 수 

있는 디지털 약의 형태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9]. 

reSET-O 의 승인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독 

치료는 물론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Drinkaware 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알코올 

소비량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 알코올이 건강에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문헌에서는 

19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했으나 논문이 발간된 

시점에서는 8 개의 애플리케이션만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수가 현저히 작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10]. 

마지막으로, 기존 알코올 사용장애 관련 탐색적 

인터뷰 연구를 살펴본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이 금주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사전연구[11]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알코올 

사용장애 발생 과정부터 치료 과정에 이르기까지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분석을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와 관련된 디지털 개입 방법을 

탐색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문헌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치료 방법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디지털 중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는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디자인 

및 개발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탐색하기 위해 

환자들에 대한 탐색적 심층 인터뷰를 계획하였다. 

2. 연구방법 

2.1 인터뷰 참가자 

표 1 인터뷰 참가자 정보 

No. Age Sex AFD ABD DSD 

P1 29 여 14 2 2 

P2 39 여 20 2 3 

P3 59 남 6 7 72 

P4 25 여 15 5 9 

P5 53 남 16 3 7 

P6 35 여 17 3 13 

P7 46 남 17 3 18 

P8 39 남 21 6 4 

P9 49 남 18 3 6 

P10 41 남 16 3 7 

P11 61 남 16 4 75 

P12 66 남 20 4 29 

P13 49 남 16 2 1 

P14 37 남 14 3 1 

P15 44 남 15 4 5 

P16 45 남 15 5 8 

P17 61 여 38 2 8 

P18 34 남 15 3 7 

P19 49 남 19 4 29 

Note. AFD: 첫 음주 시작 연령, ABD: 과거 하루 평균 

음주량(소주 병 기준), DSD: 단주 유지 기간(개월) 

본 인터뷰는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을 전문의에게 

받거나 상담 치료사에게 음주 문제로 상담을 받고, 

중독 치료를 위해 단주를 한지 1 년 이내인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13 명과 1 년 이상인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6 명 총 19 명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진행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해 P1 에서 P19 까지 번호를 지정하였다. 

총 19 명의 참가자 중 남성은 14 명, 여성은 

5 명이었다. 나이는 평균 45.32 세(SD=11.28, 

Max= 66, Min= 25)이었으며, 평균 첫 음주 나이는 

17.26 세, 치료 전 평균 음주량은 소주 3.58 병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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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터뷰 절차 

인터뷰는 특정 순서로 대화 중에 다루어야 하는 

질문 및 주제 목록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을 사용했다[12].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참가자는 과거 및 현재 음주와 알코올 

사용장애 상태에 대한 질문, 성별, 나이, 최종학력, 

직업, 소득수준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온라인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을 통해 온라인 개별 인터뷰에 참여하고, 

인터뷰를 주관하는 연구자 수는 두 명이다.  

2.3 자료 수집 

인터뷰는 참가자가 사전에 제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질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알코올 

사용장애를 겪어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참여자가 

생각하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디지털 개입 방식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인터뷰 질문 

문항은 크게 1) 과거 음주 경험 관련 질문 2)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 경험 관련 질문 3) 알코올 사용장애 

디지털 개입 방법에 대한 질문, 총 세 항목으로 

나눴다. 그리고 준비된 각각의 질문에 대한 상황에 

맞는 부가적인 질문들을 함으로써 본 연구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했다. 

2.4 데이터 분석 

분석 방법은 테마 분석(Thematic Analysis), 오픈 

코딩(Open Coding)의 방식을 이용하여 정성적 

데이터 분석 (Qualitative Data Analysis)에 따랐다 

[13,14].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독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후에 라벨 작업(labeling)을 통해 중요 포인트를 

정리했고, 다음으로 테마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구조화시킨 범주에 따라 엑셀 

시트(sheet)에 모든 응답 자료들을 코딩했으며.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키워드를 

골라내어 테마 (theme)를 도출해 냈다 [15]. 

3. 연구결과 

분석된 인터뷰 결과는 표 1 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기술되었다. 첫 번째는 중독 치료 

결심을 위한 동기부여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중독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마주하는 

장애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중독 치료 

방법이다. 각 내용은 몇 가지의 세부 테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인터뷰 참가자들의 

응답이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표 2.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주요 테마와 세부 항목 

테마 세부 항목 

중독 치료 중독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 

결심을 위한 

동기부여의 

어려움 

마음건강의 취약성 

중독 행위로 인한 만족감 경험 

중독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마주하는 

장애물 

전문적 치료 방법에 대한 불신 

의료 전문가 밀착 관리의 한계성 

중독 행위 재발의 위험성 

효과적인 중독 

치료 방법 

입원 치료를 통한 신체 건강 회복 

상담사를 통한 중독 치료 동기 

강화 

중독자 간 커뮤니티를 통한 

장기적 회복 

 

3.1 중독 치료 결심을 위한 동기부여의 어려움 

3.1.1 중독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인터뷰 결과 참가자들은 자기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중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드라마 같은 소재로만 봐도 좀 기억이 안 난다 

이거를 너무 흔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 안 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해장이나 하러 갈까 

이러면서 해장 술을 마신다든지” (P4 20 대 여성 

단주 9 개월차) 

“저 같은 경우는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나름 

의학 인체 해부 생리도 나름 전공으로 배웠고 

이랬기 때문에, 의지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P5 50 대 남성 단주 

7 개월차) 

“그때 부모님은 저의 모든 거를 막 캐기 시작하죠. 

제가 집 다니는데 아니면 모텔이나 이런 데서 술을 

먹을 때 모텔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그리고 또 제가 

카드를 쓰면 어디서 쓰는지 친구들은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거 간섭을 다 하셨고 제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연결돼 있는 

친구들한테 다 쪽지를 보냈었어요.”(P18 30 대 남성 

단주 7 개월차) 

3.1.2 마음건강의 취약성 

평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마음건강이 취약한 

사람일수록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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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코올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기 시작한다. 

“가족들하고 마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니네들보다, 술이 더 

좋다. 술이 내 인생이 전부니까 술을 먹게끔 차단을 

하지 마라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렇다고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가정적인 책임을 

지면서 내가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데, 

왜 술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하냐 차단을 

시키려고 하냐’ (P3 50 대 남성 단주 6 년차) 

“우울증이 원래도 있는데 우울함이 좀 

심각해진다거나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정신과를 다니면서도 술을 마시지 말라는 

권고를 계속해서 들었고 제가 지키지 못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죠.” (P6 30 대 여성 단주 

13 개월차) 

3.1.3 중독 행위로 인한 만족감 경험 

 또한 참가자들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알코올 섭취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험을 서술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인터뷰 중 풀어냄으로써 알코올을 

마셨을 때 여러가지 좋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술을 한 사발을 딱 들이켰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씩 

취기가 오르면서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 술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P11 60 대 남성 단주 6 년 3 개월차) 

“맨날 연약하고 약하고 남들 눈치만 보는 내가 술을 

먹으면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한 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아닌 용기, 사실 용기가 아니죠. 그냥 술 먹고 

술 꼬장 부리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평상시에는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P13 40 대 남성 단주 1 개월차) 

3.2 중독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마주하는 장애물 

3.2.1 전문적 치료 방법에 대한 불신 

중독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사회적 문제를 

경험했기에 환자들은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은 중독 행위가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받는 

치료에 대해 의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 가다가 그냥 소주병이랑 눈만 마주쳐도 먹고 

싶어지는 게 중독자인데 이런 거를 기분을 조절을 

해서 먹고 싶지 않게끔 한다 이거 자체가 저는 

사실은 조금 못 믿었어요.” (P6 30 대 여성 단주 

13 개월차) 

3.2.2 의료 전문가 밀착 관리의 한계성 

알코올 사용장애는 중독과 관련된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최대한 오랜 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는 

의료 전문가가 밀착해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정직한 의사 선생님들은 제 환자를 24 시간 케어할 

수 없는 이상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완치나 치료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면 

널려 있는 게 사실 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을 

다시 간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P10 40 대 

남성 단주 7 개월차) 

3.2.3 중독 행위 재발의 위험성 

대부분의 인터뷰 참가자가 다수의 단주 경험이 있는 

만큼 알코올 사용장애는 재발이 많은 질환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약물 치료 및 비약물적 치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중독 행위 재발을 위해 많은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를 돕기 위한 플랫폼의 

마련이 시급하다. 

“제가 조절을 해서 마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알코올 중독될 때는 조절이라는 의미는 

없더라고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나고 또 그 당시에 술로 인해가지고 다친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게 쭉 생활하다 보니까 삶에 

낙이 없어요. 제 몸도 망가져가고 그러니까 자살을 

네 차례 시도했어요.” (P3 50 대 남성 단주 6 년차) 

3.3 효과적인 중독 치료 방법 

3.3.1 입원 치료를 통한 신체 건강 회복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신체적 이상이 생기는 수준에 

이른 환자들은 반드시 강제적으로 음주를 일시중단 

할 수 있는 입원치료를 받고 신체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몸에 대한 거는 약이 정답인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이러면서 그리고 음식 같은 거를 

먹으면서 몸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몸에 대한 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약이나 그런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최고인 것 같고” (P18 30 대 남성 단주 

7 개월차) 

3.3.2 상담사를 통한 중독 치료 동기 강화 

자신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치료를 결심하였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해주는 

상담사의 존재는 치료 지속을 위한 동기 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내가 상담사를 또 잘 만났어요. OO 대학교 상담학 

1 급 박사예요. 그 상담사가 나한테 그랬거든요. 이 

후원 후원을 받아봐라 AA 모임 가서 후원자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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엮어서 후원을 받아보고 12 단계 프로그램을 해보면 

새로운 삶을 산다는 느낌이 올 거다.” (P17 60 대 

여성 단주 8 개월차) 

3.3.3 중독자 간 커뮤니티를 통한 장기적 회복 

참가자 대다수가 같은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주를 이어 나가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모임의 대표격이 바로 

AA(Alcoholics Anonymous)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고, 이를 통해 

스스로 회복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A 모임을 20 대 후반 한 스물아홉 살 때부터 이제 

나가게 되죠. 이제 나가게 돼서, 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술을 먹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을 뿐인데, 술이 안 마셔지는 

거예요.” (P1 20 대 여성 단주 2 개월차) 

“동료들이 생긴 겁니다. 동료들이 동료들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또 서로 응원해 주고 

그런 공감 나 그냥 단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 그냥 

공감 그 자체다 여기서는 어떤 전문적 의료 

행위라든지 유사 의료행위라든지 체조라든지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아요.” (P19 40 대 남성 단주 

2 년 5 개월차)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금 

6 년이라는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제 나름대로 좀 

많이 변하고. 또 지금은 회복적 서포트도 

중독관리센터에서 회복자 서포트도 일도 하고 또 

제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받은 거는 되돌려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중독자하고 중독자 

선생님들한테 더불어 사는 삶을 좀 추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P3 50 대 남성 단주 

5 년차)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 대부터 60 대까지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알코올 

사용장애를 개선시킬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의 

기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통해 우리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에 대한 중독 행위 치료에 있어서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인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중독 

질환에 대한 환자 및 주변인의 인식 부족, 의료인의 

지속적 관리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대로 

현재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와 중독 행위에 대한 

회복에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중독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갈망감 완화와 자기 효능감 강화 등이 

확인되었다. 

인터뷰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중재 기술 

개발 방향을 도출하였다. 우선,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24 시간 밀착 

관리를 제공할 수 없는 기존의 알코올 사용장애 

의료 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차의료에서의 평가와 개입을 바탕으로 디지털 

개입을 도입하여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중독자 간 커뮤니티를 통해 

장기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추후 

알코올 사용장애 디지털 치료제의 구체적인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 (ex. 인공지능 챗봇), 2)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혹은 

마음챙김 등 비대면 동기강화 프로그램, 3)전문 

상담가와의 on-demand 원격 상담, 4)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간 커뮤니티 

본 연구팀은 이번 탐색적 인터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디지털 중재 기술 및 디지털 

치료제의 기능을 토대로 향후 평가 가능한 형태의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관련 

웹사이트와 관련된 의학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ialogflow 기반 챗봇을 개발하고,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디지털화하고 전문 상담가와 

자유롭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알코올 

사용장애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아가 

환자 간 협력을 통한 건강생활습관 형성 및 중독 

회복력 강화를 위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전용 

소셜 미디어 및 커뮤니티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서비스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에게 제공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디지털 중재 

기술을 활용한 알코올 사용장애, 그리고 나아가 

다른 중독 행위에 대한 치료와 개선을 가능케하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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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아의 놀이 중심 교육이 주목받는 가운데 ICT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스마트 놀잇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가 능동적 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유아 중심의 놀이의 관점에서 현재의 스마트 놀잇감 
사례의 재미 요소를 알아보고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위한 스마트 놀잇감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스마트 놀잇감 사례 다섯가지를 선정하여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인터넷 연결’, ‘사용자의 
프로그래밍’ 세가지 주 요인의 포함 관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사례의 지각적 재미와 인지적 재미 요소를 
정리했다. 사례조사 결과 모든 스마트 놀잇감 사례에 
‘인터넷 연결’이 존재했고, 다음으로는 ‘사용자 

프로그래밍’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각적 재미와 
인지적 재미에는 조립하여 형태를 만들고 코딩을 
부여하여 놀잇감과 상호작용하고 놀이하기가 있었다. 

사례 조사를 통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놀잇감 예시들의 다양한 유형을 볼 수 있었고 스마트 
놀잇감을 통한 유아 주도적 놀이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향후의 스마트 놀잇감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능 제공뿐 아니라 다양한 재미 요소를 살려 유아들이 
주체적인 행위자가 되어 놀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놀잇감, 스마트 놀잇감, 유아 놀이, 유아 주도적 놀이  

1. 서론 

유아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알아간다.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계속 연구되고 있다. 
유아의 놀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되고 발달해왔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놀이 중심 교육을 

추구함을 밝히며 유아에게 놀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  

놀잇감은 유아의 놀이 활동을 돕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놀잇감은 유아가 놀이에 활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유아의 놀이 활동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2]. 놀잇감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스마트 놀잇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 놀잇감이란 차세대 ICT 기술을 활용한 
놀잇감을 뜻한다[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스마트 

토이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 토이 
시장은 2019년 56억 4,397만달러에서 2024년 65억 
2,257만 달러에 이를것으로 추정하며 빠르게 성장 할 

것을 예상했다[4]. 스마트 놀이감은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몰입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놀이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5]. 한편으로는 스마트 놀잇감이 
제공하는 기술과 기능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스마트 놀잇감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유아의 주도적 놀이와 스마트 놀잇감을 통한 유아의 
놀이에 대해 고찰해보고 현시점의 스마트 놀잇감 

사례의 재미요소를 조사하여 스마트 놀잇감을 통한 
유아의 능동적, 주체적 놀이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유아 주도적 놀이와 스마트 놀잇감에 대한 고찰 

2.1 유아 주도적 놀이 

놀이는 유아의 삶을 이해하는 도구이자 이야기와 

개성이 담긴 삶 그 자체이다[6]. 오래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유아의 놀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오늘날에도 유아 교육에서 놀이에 관한 담론은 

계속되고 있다. 정선아(2016)는 유아와 세계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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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의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앎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다시 앎이 되어 순환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7]. 유아는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놀이를 시작한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놀이하는 

속성을 가진다[8]. 유아는 규칙과 통제 속에서 
제한되지 않은 비구조적 놀이를 할 때 스스로 
놀이규칙을 만들었다 깨며 독창적으로 놀이하는 

능력을 보여주어 다양한 비구조성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했다[9].  

발달 심리학적 측면에서 유아의 주도성은 과제를 

선택하여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주도성을 포함하는 
행동으로는 계획하기, 선택하기, 결정하기, 추진하기 
등이 있으며 이런 행동을 통해 유아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다[10]. 유아의 주도적 놀이에서 재미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인지평가이론에서는 일을 
스스로 잘 수행해보고자 하는 ‘자기 결정감’을 가지게 

하는 욕구를 내적동기라고 본다. ‘자기 결정감’과 
‘유능감’을 가지고 문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낼 때 

즐거움이 발생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다[11]. 

2.2 놀잇감을 통한 유아의 놀이 

놀잇감은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등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를 말한다[12]. 놀이감은 놀이상황에 

따라 놀이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유아의 놀이 유형, 
놀이 방향, 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놀이감 관련 연구 
동향을 보고한 엄은정(2019)의 연구에서 ‘놀이감’ 

자체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 후 유아의 놀이에서 놀잇감 선택과 
가치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 

최근에는 AI∙IOT∙VR∙AR	등	 ICT	기술이	기존	놀잇감과	
접목되거나 기술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놀잇감이 

개발되면서 유아에게 새로운 놀이 경험을 제공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놀잇감을	스마트	토이라고	한다[14].		
디지털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감과	실감을	향상시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함으로써	기존의	형태와는	다른	
놀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로봇	
공학이나	 프로그래밍	 등	 스마트	 놀잇감에	 구현되는	
기술이	그	자체로	교육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15].	한편으로	스마트	놀잇감을	사용하는	유아의	
놀이의	 관점이	 아닌	 기술	 구현	 중심의	 개발이	 되는	
경향도	 있다[16].	 유아에게	 비슷한	 형태의	 전통	
놀잇감과	 스마트	 놀잇감을	 제공했을	 때	 스마트	
놀잇감과의	놀이에서	놀잇감의	기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스마트	놀잇감의	기능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경우	유아의	자발적인	창의놀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17].	 
선행연구를 통해 유아의 주도적 놀이와 스마트 
놀잇감을 활용한 유아의 놀이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고찰을 통한 유아의 놀이와 놀잇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스마트 놀잇감 사례의 재미요소를 
통해 유아의 주도적인 놀이를 위한 스마트 놀잇감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3. 스마트 놀잇감 사례 조사 

3.1 스마트 놀잇감 사례 수집 

유아가 놀이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놀잇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원의 글로벌 
시장동향보고서를 참고하여 전세계 스마트 토이 

시장의 주요 기업 LEGO Group, Mattel, Sony, 
Sphero, PLAYMOBIL 의 대표적 유아 대상 스마트 

토이 다섯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4].  

3.2 스마트 놀잇감 사례조사 분석 결과 

스마트 놀잇감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형태나 기능과 

같은 전통적인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18] 스마트 놀잇감의 특성을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인터넷 연결’, ‘사용자의 프로그래밍’의 세가지 주 

요인의 포함관계에 따라 7 가지로 정리한 
Masheroni외 (2017)의 분류를 기준으로 사용했다[19]. 

스마트 놀잇감 분류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스마트 놀잇감 기술 유형의 분류 (Masheroni 외. 
2017) 

스마트 놀잇감 사례를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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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마트 놀잇감 사례 

 사진 스마트 
놀잇감 
유형 

사용연령 

LEGO 
레고부스트 

 

ABC 7+ 

Mattel Hello 
Barbie 

 

AB 6+ 

Sony Koov 

 

BC 5+ 

Sphero indi 

 

BC 4+ 

PLAYMOBIL 
Kaboom 

 

B 5+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연구에서는 재미를 지각적 
재미와 인지적 재미로 분류한다. 지각적 재미는 접하자 
마자 바로 느낄 수 있는 일차적 재미라고 볼 수 있고, 

인지적 재미는 어떠한 콘텐츠에 몰입하여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20]. 재미요소 유형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각적 재미요소와 인지적 재미요소 유형 (안혜성, 
송수미, 2009) 

유아가 자발적이고 즐겁게 놀이하기 위한 스마트 
놀이감 사례의 재미요소를 파악하여 표 2 와 같이 

정리했다.  

다섯가지 스마트 놀잇감의 기술 유형을 분류하고 
놀잇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미를 지각적 재미와 

인지적 재미 요소별로 분류했다. 사례조사 결과 주요 
스마트 토이기업의 스마트 놀잇감에서 인터넷 

연결유형인 B유형은 다섯가지 사례 모두에서 존재했다. 
놀잇감 전용 앱을 다운받을 수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놀이감의 놀이 콘텐츠를 탐색하거나 유아가 

스스로 놀이 콘텐츠를 만들어 놀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프로그래밍 유형인 C 유형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코딩을 통해 장난감을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보며 놀이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스마트 놀잇감 사례의 지각적 재미에서 시각적 요소는 

각 사례마다 달랐지만 대사, 효과음 등 시각적 요소와 
어울리는 청각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블록이나 
피규어를 조작하고 변형시키는 촉각적 재미요소가 

있었다. 인지적 재미에서는 유아가 하는 행동에 따라 
춤을 추거나 움직이는 등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상호작용 요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스토리텔링 

요소는 정해진 캐릭터의 외형을 가진 장난감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다. 도전과제와 보상은 놀이의 흐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고 크게 두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장난감의 기능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도전과제나 미션이 주어지고, 각 
과제나 미션의 난이도를 뛰어 넘을 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두번째로는 미션을 
모두 클리어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상으로 
얻고, 놀이하는 유아가 스스로 놀이의 도전 과제를 

설정한 후 그에 따라 원하는 대로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었다. 

사례조사를 통해 스마트 놀잇감에서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예시들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조립하여 형태를 만들고 조립한 형태에 
맞는 코딩을 부여하며 놀이를 하는 놀잇감 유형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코딩 중심의 놀잇감은 기능을 
확인해보거나 구현하는 것에 의존하는 놀이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가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놀잇감에서  기술을 구현하는 놀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재미요소에서 높은 자기 결정감을 느끼고 이에 따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폭넓은 방법으로 주도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재미있는 놀잇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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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마트 놀잇감 사례의 지각적 재미와 인지적 재미 

 

4. 결론 

유아 중심의 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유아의 
주체적인 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유아의 놀이활동을 지원하는 스마트 놀잇감 사례의 
재미요소를 분석해보고, 스마트 놀잇감을 통한 유아 
주도의 능동적 놀이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향후의 

스마트 놀잇감은 최신 기술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호작용 가능한 특징을 살려 유아들이 
놀이에서 주체적인 행위자,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더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분석하여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구성하는 스마트 놀잇감의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여, 능동적 놀이를 이끄는 스마트 놀잇감 

디자인 사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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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  

레고부스트 

Mattel  

Hello Barbie 

Sony  

Koov  

Sphero  

indi 

PLAYMOBIL  

Kaboom 

지각적 
재미 

시각적 
요소 

로봇, 고양이, 기타, 

조립기계, 창작레고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조립 
애니메이션 

바비 캐릭터 
외형과 옷, 
악세사리 

반투명색의 작은 
블록 부품, 조립 
애니메이션 

미니자동차 외형, 
데코스티커, 
컬러타일 

해적이야기 앱 

애니메이션, 
해적 피규어, 
대포 피규어  

청각적 
요소 

인삿말, 노래하기, 
캐릭터 모습이나 
상황에 어울리는 
대사  

바비 캐릭터  
목소리(대사) 

조립한 외형에 
어울리는 효과음 
(새소리, 뱃고동소리 
등) 

 컬러타일을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 
효과음  

해적이야기 
배경음, 대포 
효과음 

촉각적 
요소 

레고 블록 조립 
바비 인형의 팔, 
다리 조작 

블록 조립 
컬러타일 배치, 
미니자동차 배치 

해적 피규어와 
대포 피규어 
조작 

인지적 
재미 

스토리텔링 - 
바비 캐릭터가 
생각하고 
말하는듯한 대화 

- - 
다른 해적들을 
무찌르는 
이야기 

상호작용 

박수 치면 춤추기, 
쓰다듬으면 좋아하기 

등 작성한 코딩에 
따라 작동하는 
조립한 블록 

말을 걸면 

어울리는 대답을 
해주는 바비 인형 

작성한 코딩에 따라 

작동하는 조립한 
블록  

컬러타일 배치와 
코딩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의 
움직임(방향, 
속도 등) 

대포 피규어를 

조작하면 앱 
애니메이션과 
연동 

도전과제 
새로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미션 

- 
새로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미션 

15가지의 코딩 
챌린지 카드  

더 센 해적 
물리치기 

난이도 - - - - 
앱 내 해적의 
제한된 체력 

보상 

미션을 클리어하면 
앱 내 코딩 
라이브러리 사용 
가능 

- 
코딩미션 클리어 
보상 배지 

- 
앱 내 놀이 
코인, 대포 장비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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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특수아전담�

보육교사�자격증을�가지고�장애�영유아의�담임을�하는�

교사들을�대상으로,�이들의�어려움을�파악하고�멘토링�

앱�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따라� 교사의� 어려움을� 찾고�

이를� 돕는� 서비스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장애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통합교사들은� 3 개월� 간의�

짧은�자격증�과정을�통해�취업하지만,�부족한�장애아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등� 으로� 현장� 적응을�

어려워한다.�� 또한,� 장애통합� 어린이집에는� 대체로� 한�

명의�장애통합�교사만�근무하기�때문에�선배�및� 동료�

교사로부터�배울�수�있는�기회가�없어�어려움이�크다.�

따라서� 높은� 접근성을� 가진� 모바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족한� 정보에� 대한� 교사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전문성을� 향상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애통합반�교사들�간의�정서적�지지�체계를�만들고자�

한다.� 해당� 서비스� 디자인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경력교사와� 초임교사� 간� 매칭이� 가능하며,� 교사가�

주체가�되어�도움�공유를�통해�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

어려움을�해결한다는�점에서�기존�국가�중심의�연수의�

한계를�보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또한,�최종적으로�

‘장애통합반� 교사� 멘토링� 어플리케이션’이� 장애통합반�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교사들의� 이직� 및� 이탈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장애아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받을�것을�예상할�수�있다.���

주제어�

장애아통합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특수아,�

특수아� 문제행동,� 특수아전담보육교사,� 서비스�

디자인,�동료장학,�멘토링��

서�론�

1.1 연구�배경�및�필요성�

장애통합반이란�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비장애�

영유아와� 장애� 영유아가� 한� 반에서� 함께� 교육과정을�

제공받는�통합�교육의�한�유형이다.�한�반�안에서�비장애�

영유아는� 일반반� 담임교사가,� 장애� 영유아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담임으로�

1:3 의�교사�대�영유아�비율을�유지한다.�

장애통합반의� 중요한� 교육주체� 중� 하나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이다.�

장애아의� 전인적� 삶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질적인� 보육� 전문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

장애아보육전문가’의�현실적�고찰�및�필요성이�제기되기�

시작했으며� [1]� 이후� ‘장애아보육전문가제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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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제도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자격증’� 취득�과정이�

시작되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2015년에�958명에�비해�2022년�41,310 명으로�약�

43배�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었다.�[2]�장애�유형�및�

증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장애유아를�

위한� 적합한� 중재방법� 및� 지도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유아교사에� 비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의�발달에�관해�보다�전문성과�교육�지식을�

갖추는�것이�요구된다.�[3]

장애영유아� 증가� 및� 장애통합� 어린이집� 확대와�

더불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교사들은�

장애영유아�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장애통합보육교사들의�직무스트레스�요인에�대해�밝힌�

연구에서� 교사들은� 장애통합에� 대한� 지식� 및� 교육�

부족과�그에�따른�교수�효능감�저하를�겪고�있었다.�즉,�

단기간에�습득한�이론중심의�사이버교육을�현장�실무에�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다양한� 장애와�

욕구를� 가진� 유아들을� 이해하고� 보육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4-5]� 또한,��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장애통합반� 수가� 주로� 한�두반에�그치며,�

다른� 원의� 장애통합반� 교사와� 교류가� 없어�

동료교사로부터� 얻을� 있는� 지식전달� 및� 지지가�

부족하다는�어려움을�인지하고�있었다.[5-6]� 2017 년�

질적연구�결과[4]와�비교해�2022년�장애통합반�교사를�

대상으로�한�인터뷰�역시�비슷한�원인으로�스트레스를�

겪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이는�현장의�교사들이�

여전히�동일한�어려움을�겪고�있으며,�문제를�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애통합반�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작하고자�한다.�

1.2 장애통합교사의�어려움에�관한�선행연구�

보육� 교사는�현장에서�겪는� 어려움에�대해�불쾌한�

정서� 경험을� 한다.� 교사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시� 교사가�신체적,�감정적으로�

겪는�긴장,�요구�좌절,�불안,�분노�및�우울증의�증상을�

경험한다.� [8].� 교사의� 높은� 스트레스는� 보육의� 질을�

떨어트리는데,�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교사는�

직무스트레스가�낮은�교사에�비해�아동에게�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질� 낮은�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었으며� [9],� 부모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0]� 따라서� 장애아� 보육의�

양적�팽창이�일어나는�현�시점에서�질적�성장의�중요한�

기초가�되는�교사의�어려움에�관한�스트레스를�줄이는�

것이�필수적이다.�따라서�장애통합반�교사의�어려움을�

해결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및�분석�

본�연구에서는�장애통합반�교사의�어려움을�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방식의� 교육환경�

어려움�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서비스�디자인�방법을�

활용하였고,�대상자를�선정하여�적용하였다.�즉,�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바탕으로� 발견하기,� 정의하기,�

발전하기,� 전달하기순으로� 연구추진� 과정을�

구성하였다.

먼저,�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

요인� 분석� [7]� 논문을� 참고하여� 교사의� 어려움을�

아동관련� 어려움과� 학부모� 관련� 어려움으로�

카테고리화� 하였다.� 아동관련� 요인에서� 동기부여의�

어려움,�영유아의�문제행동,�부적응행동에�대한�지도의�

어려움,� 적절한� 교육적� 조치인가에� 대한� 고민,�

장애아동�보육으로�인한�체력적�한계,�장애아동에�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항을� 따른� 질문지를�

제작하였다.��또한,�학부모�관련�요인에서�지나친�간섭,�

교사의� 교수법에� 대한� 의심,� 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보육과�무관한�불만�토로,�지나친�학부모�편의에�

의한�요구에�따라�질문지를�제작하였다.

다음으로,� 근속연수와� 장애아� 유형을� 고려하여�

6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기반으로� 전화를� 통해� 1 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반구조화된�인터뷰로�진행하였으며,�미리�

준비한�질문지를�따르되�교사의�개인적인�경험,�노하우�

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함께�

하였다.��이를�토대로�장애통합교사가�느끼는�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니즈와� 문제점을� 키워드별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코딩� 스킴� 기법을� 통해� 중요도가� 높은�

문제를� 중심으로� 장애통합교사의� 교육환경� 서비스�

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

3.� �발견하기�

본� 연구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장애통합반� 담임�

교사에게� 필요한�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 반구조화된� (Semi-

structured)�1:1�심층�인터뷰를�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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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상자�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 에게는�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밝힌� 후� 인터뷰� 참여를� 원하는� 장애통합반� 교사에�

한하여�전화�인터뷰를�실시하였다.�경력�및�보육�중인�

장애아�유형을�고려하여�총�6명의�장애통합반�교사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인터뷰�

질문을� 사용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또한�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코드분류를�통해�분석을�진행�하였다.�

�

일반반�경력� 장애통합�

경력�

장애아�유형��

교사�A� 8 년� 2 년� ��자폐스펙트럼�(남)�

지적장애�(남)�

네말린근병증�(여)�

교사�B� 10 년� 7 년� 자폐스펙트럼�(남)�

발달지체�(남)�

교사�C� 22 년� 12 년� 야간보육�

교사�D� 11 년� 1 년� 발달지체(남)�

자폐스펙트럼(여)�

교사�E� 4 년� 10 년�� 발달지체(남)�

위축성�형성증(남)�

자폐스펙트럼(남)�

교사�F� 10 년� 11 년� 발달지체(여 2)�

발달지체(남)�

표�1.�인터뷰�대상자�

�

4.� �정의하기�

4.1�분석결과�

장애통합반교사가�어려움을�느낀�인터뷰에서�추출된�

의미단위와�코드를�분석한�결과� “장애통합�관련�교육�

미흡(24.7%)”�코드가�가장�많은�의미단위를�포함�하고�

있었으며,� “ 부 모 님 의 � 협력부족(23.8%) ” 코드가�

두번째로�많은�양의�의미단위를�포함하고�있었다.�

이를�통해�장애통합반교사의�어려움을�요약하자면,�

첫째,�교사는�장애통합�관련�교육�및�자료획득에�대한�

열망이�크지만�관련�정보나�교육에�대한�접근가능성이�

크게�낮음을�알�수�있었다.�둘째,�교사는�장애아�교육�시�

가정과의�협력의�중요성을�알고�있지만,�일관된�교육을�

위한� 부모의� 협조가� 미비한� 것에� 대해� 답답함과�

무력함을�느끼고�있다.�셋째,� 장애�아동의�문제행동에�

대해�어려움을�느끼는�교사는�각기�다른�개별� 아동의�

장애유형별� 문제행동에� 대해� 혼란을� 느끼며,� 지도�

방법을�잘�알지�못해�교수�효능감�하락�등의�문제를�겪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통합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따라�

이후� 퍼소나(persona)를� 설정하고� 디자인� 기회를�

포착하여�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디자인을�

제공하고자�하였다.�

�

4.2�기존�서비스�분석�

�

현재�교사들이�교육�관련�정보와�자료를�얻기�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인� 키드키즈,� 거북맘� 토끼맘,�

지혜쌤�카페,�교사에�관하여,�다음카페 5곳을�비교분석�

하여�각각의�특징과�한계점을�정리하였다.�

분석결과�기존� 서비스�장애통합�관련� 정보를�얻기�

위한� 신규가입자는� 계속� 추가되는� 반면,� 정보공유의�

대상이�일반교사에�중점이�맞추어져�장애통합반�교사는�

장애교육의�질적�정보�획득에�대한�접근성이�낮음을�수�

있었다.��

5.� �발전하기�

앞서�제시된�장애�통합반�보육교사의�어려움에�따라�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서비스를� 사용하며�

경력교사에게�교육정보와�심리적�지지를�얻을�수�있고�

더�나아가�장애통합반�운영�시�직무스트레스를�낮출�수�

있다는�서비스의�최종�목적에�도달하는�과정을�스토리�

보드� 방식을� 활용하여� 표현� 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였다..��

�

그림�2.�스토리�보드�

6�� 전달하기�

6.1폐쇄형�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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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는� 특징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일반적으로�개방형� SNS 와�폐쇄형� SNS 로�

나뉘어진다.�개방형�SNS는�불특정� �다수�에게�자신을�

드러내는�것이�대표적인�특징인�반면,�폐쇄형� SNS 는�

개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온라인에서� 진행되는�깊이�

있는�교류가�가장�큰�특징이라고�볼�수�있다.[14]�

따라서,�특정한�정보와�소수의�커뮤니티를�지향하는�

장애통합반� 교사의� 업무환경� 특성상,� 장애통합반�

교사만을�위한�폐쇄형�SNS는�좋은�서비스�전달수단이�

될�수�있다.�더�나아가�폐쇄형 SNS를�통한�장애통합반�

보육� 교사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계획이다.�

6.2�유아교사간�상호�협력적�멘토링�

여러� 방면� 교사의� 전문성을� 거론하며.[15]�

교사교육의� 대안으로� 언급되어� 지는� 것이�

멘토링(Mentoring)이며,� 이는� 오늘날� 교사교육의�

중요한�주제로�다뤄진다.�[16]�

이에� 정수미(2010)는� 구체적으로� 유아교사들의�

상호�협력적�멘토링에�관한�인식과�상호�협력적�멘토링�

수업에� 대한� 요구를�분석하여� “유아� 지지하며� 도전감�

갖게�하기”�“남에게�드러내어�보여주기”�“함께�고민하고�

찾아가기”� “협력적� 관계� 유지하기”� 로� 새로운� 기본�

모형을�5단계로�구성하고�체계화�하였다.�

6.3�장애통합반�교사�멘토링�서비스�

어린이집�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은� 멘티가� 기존�

교사�양성�교육에서�얻을�수�없는�실무에�대한�정보들을�

획득하게� 하며,�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감소�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18]� 따라서,� 기존� 교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통합반�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서비스는�교사의�직무�스트레스를�해소시킬�수�

있는�프로그램이자�서비스라�할�수�있다.�

�

그림�3.�장애통합반�보육교사를�위한�상호�협력적�멘토링�

프로그램�계획도�

7� 서비스�제안�및�검증�

본� 멘토링� 서비스는� 정수미(2008)가� 제시한�

유아교사간� 상호� 협력적� 멘토링� 서비스의� 방법론을�

기본으로�순서를� 구성하여� 장애통합반� 보육� 교사간의�

교류를� 통해� 교육� 공백을� 해소해� 나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을�계획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장애통합 �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를�보육하는�장애통합반�담임교사들은�장애아동�

관련�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동료� 장애통합반�

교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의�

장애통합반� 교사� 간� 동료�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의�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많은� 검증된� 고객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MVP(minimum� viable� product)를� 제작하여� [19]�

2차에�나눠�프로그램�실험을�진행�하였다.�

8� MVP�Test�1�

8.1�1차�MVP�구성�

1차�MVP�실험연구에는�장애통합반�보육교사�경력�

3년�이상의�멘토,�3년이하의�멘티로�멘토�멘티�기준을�

구성하여�표와�같은�세�팀이�선정되었다.�그렇게�1 회기�

멘토,�멘티�소개서�공유,�2회기�줌미팅을�활용한�어려움�

공유,� 3 회기� 줌미팅을� 활용한� 멘티� 과제� 공유로�

진행되어� 장애통합반� 초임� 보육교사의� 어려움이�

효과적으로�해결되는�장을�만들고자�하였다.�

�

A팀� B팀� C팀��

멘토� 멘토�a� 멘토�b� 멘토�c��

멘티� 멘티�a� 멘티�b� 멘티�c�

멘토링�주제� IEP 작성�및��

공격성�행동�중재�

부모상담�및�

개별지원�

개별�유아��

긍정적�행동�지원�

표�2.�1차�MVP�팀구성�

8.2�1차�MVP�결과�

1차�MVP�연구에�참여한�멘티�a,�b,�c�교사�세�명을�대

상으로�인터뷰를�실시했으며�인터뷰�후�모든�인터뷰�내용

을�전사하고�의미단위와�코드를�분류하여�분석�하였다.��

그� 결과�첫번째�카테고리� “좋았던� 부분”은� “멘토의�

적절하고�전문적인�해결책”이�21.4%로�가장�많은�양의�

코드를�포함�하였다.�두번째�카테고리인�“아쉬웠던�부분”

은� 10.7%를� 차지했으며� 하위� 코드는� “구체적이지�

않았던�사전�과제가5.3%로�가장�많은�양의�코드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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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세번째� 카테고리인� “아이디어 ”는 � 5.3%를�

차지했다.�

1차�MVP�연구에�참여한�멘토�a,�b,�c�교사�세�명을�대

상으로�인터뷰를�실시했으며�그에�따른�결과로�카테고리

는�“아쉬웠던�부분”이�53.3%로�1위를�차지했으며,�“좋았

던�부분”은�24.4%,�“아이디어”는�22.2%를�구성했다.��

첫번째� 카테고리� “아쉬웠던 � 부분”의� 하위� 코드는�

“구체적이지�않았던� 사전과제”가� 19.9%로� 가장�많은�

양의� 코드를� 포함� 하였다.� 두번째� “ 좋 았 던 � 부분”�

카테고리는 “ 사 전 과 제 를 � 통한� 구체적인�

멘토링”이 6.6%로�가장�많은�양의�코드를�포함�하였다.�

세번째� “추가� 기능� 아이디어� 제안”�카테고리는� “경력,�

증명으로의� 보상(4.4%) ” ,� “치료센터� 바우처,� 교구�

제공(4.4%)”,� “보상보다�사명감�중요(4.4%)”가�코드로�

포함�되었다.�

8.3�1차�MVP�개선�

분석결과에�멘토링�회기�중�상당수의�시간이�멘티가�

보육�중인�영유아들의�발달�상황�등을�파악하는데�사용되

어�문제해결을�위한�더욱�효과적인�멘토링을�구성하려면�

멘토가�미리�멘티의�상황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

단되어�이를�위해,�2회기�전�멘티에게�별도의�설문지를�

제공하여�보육�중인�세�명의�아이들에�대한�더욱�구체적

인�정보를�작성하도록�하였으며,�멘토가�멘토링에�필요한�

장학방법을�직접�선택�하도록�하였다.�

�

9� MVP�Test�2�

9.1�2차�MVP�구성�

2 차� MVP� 실험연구� 에서는� 앞선� 1 차� MVP 와�

동일한�팀구성과�분석�방식을�활용하였으며� 1 차� 실험�

개선점에�따라� 1 회기�진행�시�멘티로�하여금� “우리반�

성장�보고서”를�통해�더욱�구체적으로�특수아동에�관하여�

작성�하도록�하였다.�

�

D팀� E팀� F 팀��

멘토� 멘토�d� 멘토�e� 멘토�f��

멘티� 멘티�d� 멘티�e� 멘티�f�

멘토링�주제� 장애관련��

전문적��

정보�교류�

원�전체��

장애인식�개선�

개별�유아��

문제지도��

및�행동�풍부화�

표�3.�2차�MVP�팀구성�

9.2�2차�MVP�결과�

2차�MVP�연구에�참여한�멘티�d,�e,�f�교사�세�명을�대

상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그�결과�첫번째�카테고리인� “좋았던�부분”은� “멘토의�

적절하고�전문적인�해결책”이�21.4%로�가장�많은�양의�

코드를�차지했다.�두번째�카테고리인�“아쉬웠던�부분”은�“

익숙하지�않았던� 사전과제”가� 5.3%로�가장�많은�양의�

코드를� 차지� 하였다.� 세번째� 카테고리인� “추가� 기능�

아이디어�제안”은�“장애통합�교사�간�정보공유�커뮤니티”

가�9.7%로�가장�많은�양의�코드를�차지�하였다.�

2차�MVP�연구에�참여한�멘토�d,�e,�f�교사�세�명을�대

상으로�인터뷰를�실시했으며�그에�따른�결과로�카테고리

는�“좋았던�부분”이��41%로�1위를,�“아쉬웠던�부분”�은�3

5.9%를,�“추가�기능�아이디어�제안”은�20.5%를�구성했

다.��

첫번째� “좋았던�부분”의�카테고리는� “피드백�잘�수용

한�멘티�선생님”이�10.2%로�가장�많은�양의�코드를�포함�

하였으며,�두번째�“아쉬웠던�부분”의�카테고리는�“멘토�교

사끼리의�모임�필요”가�12.9%로�가장�많은�양의�코드를�

포함했다.�세번째�“추가�기능�아이디어�제안”�카테고리는�

고급자료�전달”이�10.3%로�가장�많은�양의�코드를�포함�

하였다.�

멘토의� 1 차� MVP� 사후검증과� 비교� 시� 1 차의�

카테고리는� “좋았던� 부분”이� 24.4%반면� 2 차에서는�

41%로�증가하였다.�이는�멘토�교사들이� “우리반�성장�

보고서”를� 통해� 멘티의� 상황에� 더� 자세히� 알게� 되어�

적절한�피드백을�줄� 수� 있었으며,� 직접� 선택한�자료를�

통해�멘토링을�지도할�수�있어�더�큰�멘토링�효능감�및�

만족감을�느꼈음으로�추측할�수�있다.�

9�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선행연구를�통해�장애통합반�보육교사는�

현장에서�불쾌한�정서와�함께�신체적�감정적�긴장�불만�

분노�및�우울증의�증상을�경험함을�알�수�있었으며,�이를�

기반한�반�구조화된�심층�인터뷰를�통해�우리나라�장애통

합반�보육교사에게�있어�“장애통합�관련�교육�미흡”이�현

재�가장�시급한�문제임을�알�수�있었다.�

이러한�교육의�공백을�해소하고자�본�연구에서는�더

블�다이아몬드�프로세스에�따라�경력교사와�초임교사를�

연결해주는�멘토링�서비스�어플리케이션을�구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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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방법론을�활용하여�약�한달간�두차례에�걸친�멘토

링�서비스�실험을�진행�하였다.�

본�연구의�한달�이라는�실험�기한은�멘토링�진행시�멘

토와�멘티간�충분한�관찰과�대화가�오가지�못했다는�점과

�한차례의�개선과�함께�진행된�두번의�MVP�테스트는�아

직�개선해야�할�여러�여지가�있다는�점에서�한계점을�드

러낸다.�

하지만�두번의�걸친�실험을�통해서도�현�장애통합반�

초임�보육교사의�정보부족�실태를�알�수�있었으며,�더�나

아가�이러한�부분을�어느정도�해소할�수�있었다.�또한�장

애통합반�보육교사간�멘토링�진행시�사전에�멘토는�더욱�

구체적으로�멘티�특수아동에�관한�파악이�필요하다는�점

을�알�수�있었다는�데에�본�연구의�의의를�둔다.�

이에� 본� 연구논문은� 현� 우리나라� 장애통합반�

보육교사의� 어려움� 조사� 혹은� 장애통합반� 초임교사를�

위한� 서비스� 구상시� 활용� 가능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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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유아 문제행동 지도에 각종 어려움을 겪는

유아반 초임교사 대상 지원을 위해 경력교사와의 유아

문제행동 사례 공유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안한다. 유아기 문제행동 개입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초임교사의 경우

교육경험이경력교사에비해부족하여지도에어려움을

겪고 있는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해결하기위해본

연구는 Double Diamond 디자인 프로세스 기법과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을

사용한 커뮤니티를 디자인하였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초임교사의 유아 문제행동 경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결방안과사용자의니즈를확인하여커뮤니티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도출된 디자인을

기반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 검증 및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서버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과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

지속가능성이높은서비스를제안한다. 또한 초임교사는

제공된 관찰노트 작성을 통해 회고 함으로써 스스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작성한 관찰노트를 기반으로 초임교사는 경력교사에게

조언 및 공감의 댓글을 받음으로써 지도법의 어려움

뿐만�아니라�심리적�어려움�해소에�도움을�받을�수�있다.

주제어

유아, 문제행동, 초임교사, 서비스디자인, Design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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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목적�및�필요성

초임교사는 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두려움과 막막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아의

문제행동 대처의 어려움은 초임 유아교사들이교직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대표적이다[1]. 유아

문제행동이란 ‘연령에 적합한 전형적(typical)인

발달로부터 유의하게 벗어난 행동으로서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장단기적인 발달과 적응을

저해하는 행동’[2]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유아기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기에 이어 성인기까지 심각한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발전될�수�있다[3].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유아가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길어지면서교사가유아에게미치는영향은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유아교사들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올바르게 대처하고 지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4], 교사들은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5]. 특히 경력교사보다

현장경험이 부족한 초임교사의 경우, 자신이 배운

이론과교수법을실제교육현장에서적용하는과정에서

괴리감을 경험하게 되는 등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경력교사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스스로 학급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 초임교사들의

직무 특성상,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동료 및

선배교사들에게지원을받거나도움을요청하는것혹은

사례를 공유하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7]. 이러한 상황에서 초임교사의 교사

사례발표를통한연수요구[6]와 실제 사례공유를통한

연수과정의 필요성[7]에도 불구하고유아문제행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 대신 이론적 강의를

통한�연수가�대다수를�이루고�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 등으로 인해 초임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고 이는 교사 본인의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1].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장기간 지속될 시 정서적 고갈 및 개인적인 성취감의

결여와 같은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 경험[8]을 의미하는

교사소진에 이를 수 있다. 교사소진이 지속될 경우

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하는 스트레스를

강화시키며 교사효능감 및 교사탄력성을 감소시키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9] 초임 유아교사의

다양한�상황을�고려한�지원이�요구된다.

유아 문제행동의 예방 및 감소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성과문제행동지도과정에서겪는교사의어려움을

고려해볼 때, 초임교사의 정서적 지원을 도와줄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유아문제행동으로인한초임교사의지원서비스개발을

통해 초임교사의 유아 문제행동을 분석하게 하고

경력교사의 조언으로 유아 문제행동 대처방안 습득 및

정서적�안정을�지원하고자�한다.

1.2 기존�개입방안의�현황

초임교사는 경력교사 또는 경력이 비슷한 동료교사와

대화형식을 통해 유아 문제행동 사례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화 형식의 상담은주로근무

중인 기관 내에서 함께 종사하는 교사들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해당 방식은 경력교사가

초임교사의 상황과 기관 내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상담이지만, 초임교사가토로한어려움이추후

인사�평가�대상이�될�수�있다는�한계점을�가진다.

기존의 유아 문제행동 지도와 관련한 초임교사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의 경우 경력교사와 초임교사의

지도방법 공유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10, 11],

학습공동체 프로그램[12, 13], 교사교육 프로그램[1]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긍정적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교사들간의관계가부적절한상하관계로변질될

수 있으며, 업무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 및 대면 모임

공간 부족 등 시공간의 한계로 인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진행이�어렵다는�문제점을�보였다.

해외에서도 교사의 아동 문제행동 대처 방안 형성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성찰일기 작성[14]과, 효과적인

학급 관리를 위한 교사 코칭프로그램[15], 사회적 행동

개입에 중점을 둔 교사 코칭[16] 등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국내외 모두

교사에게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코칭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개입방안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 또한 문제행동 사례

공유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상황이다.

이처럼 초임교사와 경력교사를 연결하는 다양한방법이

있지만, 초임교사들이근무하는기관밖에서경력교사와

유아 문제행동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은 아직 국내에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사들간의 경험 공유는

초임교사의 적응을 돕고, 현장 사례중심의 실제적인

예시는 초임 교사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기에 경력교사와 초임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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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임교사의�요구를�반영한�서비스를�디자인�하고자한다.

2. 사용자�연구

본 연구는 초임유아교사의 어려움 파악 및 디자인을

위해 서비스 설계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Design

council의 Double Diamond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맥락적 연구방법을 통해 잠재적 문제 파악하였으며

창의적 방법으로의 해결방안[17]을 도출하였다.

프로세스의 첫 번째, 발견(Discover) 단계를 통해

사용자 이해 및 상황으로 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초임교사의유아문제행동으로인한어려움파악을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용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정의(Define) 단계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수집된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제작된 퍼소나(persona) 설정하여 타겟

사용자를�구체화하였다.

2.1 설문조사�및�심층면접

먼저, 유아반에 재직 중인 37명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력 2년 미만의 초임교사를 대상으로자기보고형식의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유아 문제행동으로

인한 고충’ 문항이 주를 이루었으며, 문제행동 경험과

문제행동의 대처 방식, 문제행동 지도를 통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78.4%), 일부

응답자들은 2년제 전문대(16.2%)를 졸업하였다.

참가자들의 근무 기관은 직장 어린이집 (42.1%), 민간

어린이집�(28.9%),�국공립�어린이집�(18.4%)�순이다.

대부분의 연구참여교사들이유아의문제행동을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89.5%), 일주일 내에

얼마나 자주 응답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매우 자주, 혹은 자주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78.9%). 응답자들은 유아의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행동은 중재하되, 바쁜 교육 현장의특성상

적절한 교육보다는 유아의 행동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를 중복 응답을 통해 질문하였다.

초임교사들은 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갈등(44.4%), 보육현장 내 보조인력 부족(41.7%),

체계적인 문제행동 지도 자료 부족(25%), 문제행동

관련 교육을 이수받지 못함(19.4%)을 주된 대처

실패의 이유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 문제행동

지도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 발생 시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방안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아의

문제행동의 발생 원인은 다르더라도 선배 교사와의

상담(29.3%)과 취업동기 및 비슷한 경력의 동료와의

상담(25.2%), 커뮤니티 이용을 통한 어려움 해소

(14.9%)를 극복 방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이후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맥락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1)

문제행동을 자주 경험하고, 2) 문제행동 대처에

어려움을 겪으며, 3) 대처가 어려운 이유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서로 다른 초임교사 2명과 경력교사 1명을

대상으로�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들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문제행동 대처 및 심리적 안정을 느끼기 위해 공감,

대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위로가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사들이 선임교사, 동료교사, 커뮤니티

등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조언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위로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각 기관마다 유아 문제행동에대한회의

진행 시 문제행동에 대한 어려움을 소통하는 자리가

아닌 초임교사 지적의 자리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답하였다. 이에 초임교사 개인에 대한 지적보다는

유아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경력교사의�조언을�구하길�원함을�파악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임교사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과

어려움 해소방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례를

기반으로 유아 문제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 및

공감을�얻고자하는�욕구가�있음을�확인하였다.

2.2�퍼소나(Persona)�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분석을 통해 행동 변수를

설정하고,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가상의 퍼소나

(persona)를 디자인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가상

사용자는 유아기 문제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언을 구할 경력교사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적절한�개입을�필요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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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퍼소나(persona)

3. 서비스�컨셉�디자인�설계

퍼소나를 타겟으로 한 서비스 컨셉을 디자인하기 위해

스토리보드(storyboard)와 고객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를 디자인하였다. 또한 교사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능만 갖춘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을

제공하여�디자인의�효과성을�검증하고자�하였다.

3.1 MVP�내용

사용자 연구를 통해 제작한 유아 문제행동 사례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개발방향은다음과같다. 사용자 분석을

통해 초임 유아교사들은 유아의 문제행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감을 얻고, 자신과는 다른 시야를 가진

피드백을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초임교사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행동사례를공유하고문제행동분석및적용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디자인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초임교사를 위한 ‘관찰노트’ 형식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문제행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구현하기위해제작한

스토리보드는 그림 2와 같으며, 서비스 제안 및 고객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는 각각 그림 3,

그림�4와�같다.

그림�2.�스토리보드(storyboard)

그림�3.�서비스�컨셉(MVP)�제안

그림�4.�고객�여정�지도(customer�journey�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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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MVP 서비스 운영 과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1) 커뮤니티 입장 전 교사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교사 자격정보를 업로드하여 입장 자격을 얻는다.

또한, 총 근무경력을 증빙을 통해 경력에 따라 각각

초임교사,�경력교사�배지를�얻어�활동하게�된다.

2) 자격을 얻은 초임교사들은 제공된 관찰노트 양식에

맞추어 유아 문제행동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관찰노트는 초임교사가 생각한 문제행동의

정의 작성하기, 지도방법에 대한 의견 공유가 필요한

유아 문제행동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서술하기, 유아의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가정환경의 원인 고찰하기,

어린이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행동 지도방안

작성하기로�나뉜다.

3) 경력교사들은 초임교사의 사례를 읽고 자신이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는지

등의�댓글�작성을�통해�초임교사에게�의견을�공유한다.

4) 초임교사는 경력교사들의 답변을 읽은 후 댓글들 중

가장 좋은 응답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점수는 총

100점이며, 한 명에게 모든 점수를 부여하거나 동의

정도에�따라�2인�이상에게�분배할�수�있다.

5) 작성한 댓글로 인해 받은 포인트는 커뮤니티 내의

Ranking Boar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합산한

점수를�통해�커뮤니티�내�등급을�차등�부여한다.

3.2 MVP�평가

이전 단계에서 제안한 MVP와 사용자의 니즈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온라인 참여자 모집을 통하여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활용

가능성을�논의하였다.

MVP 테스트의 구체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교사들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력교사들에게

문제행동대처법을질문하는데에어려움을겪고있음을

보고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근무시간 중 다른

경력교사들도 많은 업무로 바빠보여서’, ‘문제행동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경력교사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일까봐’ 등이 있었다. 그러나 본 디자인을

사용한 결과, 초임교사들이 기존에 느꼈던 어려움 없이

경력교사에게 문제행동 사례를 말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같은 그 외 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차이로 인해 조언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임교사들은 댓글을 작성해준 교사가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과 유사한 기관에서 종사하는

경력교사지 확인하고 싶어함을 파악하였다. 이에 경력,

근무기관 등교사들의정보를간단하게알려주는프로필

기능의�추가를�제언하였다.

다음으로는 관찰 노트 기반으로 유아 문제행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유아 문제행동과 행동의

원인을 보다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고응답하였다. 특히

초임교사의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다보면 문제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관찰노트의 지침에 따라

최대한 자신의 정서를 배제한 채 구체적으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행동과 그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게 해주었고, 더 나아가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력교사의 답변에 대한 포인트 기능은

다른 초임교사들이 해당 답변을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초임교사 뿐만 아니라 경력교사들이

공유한 다양한 사례를 보는 경험을 통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유아

문제행동 사례 중심 커뮤니티는 MVP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 개발 목적을 충족하였으며, 초임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및�논의

본연구에서는 초임교사들이유아의문제행동으로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지원 방향으로 사례 중심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후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효용성 평가를

진행하여�실현�가능성을�살펴보았다.

초임교사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지도방법의

미흡과 그로 인한 심리적 소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문제행동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초임교사를

지원하고자 사용자 경험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초임교사는 관찰노트 작성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관찰한 바를 구체적으로 작성 및

분석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경력교사와의 사례

공유를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공감과�위로를�얻고�있음을�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기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문제행동에

대한 일관적 해결책 제시가 어려운 유아 보육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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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교사와의 사례 공유를 통해 초임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안하였다.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초임교사는 관찰노트 작성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스스로 분석해볼 수 있으며, 사례 공유를 통해

경력교사에게 지도법에 대한 조언을 받아 문제행동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임교사는

댓글을 통한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경력교사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그램들과는�차별성을�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초임교사심층면접을통해제언한개인

프로필 기능을 도입하여 교사들이 서로의 기관 유형과

같은 간단한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 2nd MVP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서비스

사용자인 경력교사에 대한 사용자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제작될 2nd MVP는 경력교사를

포함하여�추가�사용자�연구를�진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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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는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알림 
시스템 디자인을 통해 운전자가 차량의 제지를 받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알림 시스템에 대한 
분류를 기반으로, 주행 중 주변 정황 정보에 대한 
폭넓은 알림을 제공할 수 있는 ARHUD(Augmented 
Reality Head Up Display) 정보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ARHUD 인터페이스를 실재감 
있게 테스트하기 위해 VR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사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직관적인 주행 
정보 제공 도구로서 ARHUD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성 테스트 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다 만족도 높은 ARHUD 디자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た 

ARHUD, 주행 정보 디자인, VR 시뮬레이터, 사용성 
테스트 

1. ⯇ ⌋ 

교통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 도로환경, 차량자체의 정보를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알림 혹은 차량 제어를 하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2012 년에 
차량에 ADAS 를 장착했다면 차량 사망사고 중 
승용차의 사망사고는 93.7%, 상용차의 사망사고는 
82.3%를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ADAS 의 
기능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차량의 알림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능동적으로 제어를 하는 
경우와 차량이 자동으로 제어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알림 시스템을 통해 
운전활동과 위험요소를 운전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운전자는 차량운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운전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1]. 현재의 차량 내 알림 

시스템은 시각, 청각, 촉각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 
ARHUD(Augmented Reality Heads Up Display)의 
발전으로 시각적 정보 제공 방식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가 주행 중 주변 정황 
정보에 대한 폭넓은 알림을 직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ARHUD 정보 디자인 컨셉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기존 차량 
알림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둘째, 차량 
ARHUD 의 다양한 정보 제공 방식을 파악하고자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셋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 컨셉을 제안한 후 
마지막으로,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제안한 
디자인의 사용성을 테스트한다. 

 

2. ᣛ㌟ 㛓≴ ⿷⑧ ⶇⵏ㰇ほ ᶫ䀇 ㌛⭗ 

기존의 차량 알림 시스템은 차량 외부의 도로 상황 및 
환경에 대한 정보, 차량 자체에 대한 정보, 운전자에 
대한 정보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독립적 
혹은 복합적으로 조합하여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표 1. 알림 정보 종류와 알림 제공 형태에 따른 분류 

  알림 제공 형태 

정보 종류 

시각 (1) 
청각 

(2) 

촉각 

(3) 전면유리 
사이드 

미러 

인터페이스 

(HDD) 

차량 

외부 

(도로 

환경 

및 

상황) 

전방 (a) a1-1 a1-2 a1-3 a2 a3 

후측방/횡방 

(b) 
b1-1 b1-2 b1-3 b2 b3 

후방 (c) c1-1 c1-2 c1-3 c2 c3 

차량 (d) d1-1 d1-2 d1-3 d2 d3 

운전자 (e) e1-1 e1-2 e1-3 e2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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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행 중 사용되는 ADAS 기능별 알림 형태 분류 (제어 
및 자율기능의 경우 해당기능과 연관 있는 알림을 포함한다. 
본 표는 현대 자동차 ADAS 용어에 따른다.) 

ADAS기능 기능 설명 
알림 형태 

분류 

FCA 전방 충돌방지 보조 a1-1, a1-3 

LKA 차로 이탈방지 보조 b1-3, b3 

B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b1-2,  b1-3, b2, 

b3 

SEA 안전 하차 보조 b2 

DAW 운전자 주의 경고 
e1-1, e1-3, e2, e3, 

d1-1, d1-3, d2, d3 

BVM 후측방 모니터 b1-2, b1-3, b2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e1-1, e1-3, e2, e3 

LFA 차로 유지 보조 c2, c3 

RVM 후방 모니터 c1-3, c2 

SVM 서라운드 뷰 모니터 
a1-3, a2, b1-3, 

b2, c1-3, c2 

 

표 1 을 통해 차량의 알림 제공 형태를 분류하고 
분류한 형태에 따라 각 ADAS 의 기능과 연관 있는 
알림을 표 2 로 분류하였다. 표 2 를 통해 분류한 현재 
ADAS 알림 시스템의 시각적형태의 알림의 경우 
전면유리에서는 FCA, DAW, SCC 의 총 3 개의 
기능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방에 관한 
정보와 운전자에 관한 정보이다. 사이드 미러의 경우 
BCA, BVM 의 총 2 개의 기능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후측방의 정보이다. 
인터페이스의 경우 FCA, LKA, BCA, DAW, BVM, 
SCC, RVM, SVM 의 총 8 개의 기능의 정보를 
제공하며 전방, 후측방, 후방, 운전자 정보 등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각과 촉각 형태의 
알림의 경우 운전자의 시각적 사각지대와 운전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HDD(Heads Down Display)를 통한 
정보제공의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면 유리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이지만 셋 이상의 알림 형태로 
다양하게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BCA, BVM, 

SVM 의 정보는 차량운전에 중요한 정보임을 예측할 
수 있다. 

 

3. 㛓≴ ARHUD ⯋䀴゛᠗㌛⭗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HUD 를 통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의 발달로 인한 정보 과잉 우려속에서 
운전자가 핵심정보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2]. 이러한 HUD 는 그림 1 과 
같이 정보를 담은 이미지를 투사하는 방식으로 
전면의 시야를 확보함과 동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현대 자동차에 따르면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전기차와 세단의 경우 HUD 옵션 
적용률이 30%~40%에 이른다. HUD 가 보편화되고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다양한 차량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기 시작하며 HUD 에 증강현실과 ADAS 가 
적용된 ARHUD 가 개발되게 되었다.  

 

그림 1 기존 HUD 정보 표시 형태 예시(제니시스 GV80, 
2021) 

ARHUD 는 크게 정보를 두 가지의 형태로 
보여주는데 이는 전면 유리에 고정된 형태와 외부 
도로 환경에 따라 표시되는 AR 형태로 나뉜다[3]. 
전면 유리에 고정된 형태는 그림 1 과 같이 기존 
HUD 가 제공하던 차량의 속도, 기어정보 등의 
차량자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비게이션의 
정보는 AR 형태로 보여준다. 네비게이션 정보에 
더하여 AR 형태로 보여지는 정보는 각 차량이나 
소프트웨어의 컨셉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는 그림 2(우)와 같은 적극적인 ARHUD 의 
공통적인 정보로는 전면의 차량과 보행자의 
존재여부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차량 혹은 보행자의 
속도나 차량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표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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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좌) 소극적인 형태의 ARHUD 예시(Mercedes 
Benz S-class, 2021), (우) 적극적인 형태의 ARHUD 
예시(Way Ray AR Display) 

차량과 보행자는 운전자의 차량과의 거리에 따라서 
표시되는 UI 의 색이나 속도에 차이를 두기도 하는데 
이는 운전자로 하여금 신경 써야할 정보를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또한 정면의 
정보의 경우 거리에 따라 UI 의 크기와 선명도가 
변화하는 등의 디자인이 적용되기도 한다. 

ARHUD 를 연구한 선행 연구의 사례의 경우 도로 
건물의 정보까지 포함하여 시선 분산을 줄인 
사례와[4] 차선변경시 변경하려는 차선의 영역에 
AR 요소를 넣어 시선 분산을 줄인 사례가 있다[5]. 
위의 두 사례는 표 2 의 전면유리에 포함되지 않던 
정보를 넣은 형태에 해당되며 특히 두번째 사례의 
경우 현재 ARHUD 나 도로건물의 정보까지 
포함하여 시선분산을 줄인 [4]선행연구 사례와 같이 
정면의 정보를 전면유리에 제공한 것과 달리 
정면에서 보지 못하는 정보를 전면유리에 제공하여 
시선의 분산을 더욱 줄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ARHUD 는 
정보량이 급증할 경우 운전자에게 시야 방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을 위해 적절한 정보량 
표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4. ARHUD ᾿㈻㈣ 㦓⯴ ㋇⿳ 

기존의 ARHUD 가 제공하는 정보와 더불어서 2 장과 
3 장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ARHUD 의 디자인 
방향을 (1) 후측방 정보를 포함하되,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만들 것 (2) 운전자에게 시야 
방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운전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3 과 같이 후측방의 정보의 위치를 전면유리 
외곽으로 설정하고 차량 경고 요소의 정보이기에 
눈에 띄는 붉은 계열로 설정하였다. 돌발 상황을 
운전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건물 외곽 혹은 차량외곽에 붉은 라인을 
추가하여 이 또한 경고의 요소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정보와 네비게이션의 정보는 푸른색과 녹색계열을 
사용하여 경고의 이미지와 다른 색조로 설정하였다. 

 

그림 3 후측방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RHUD 디자인 

 

그림 4 후측방 정보 상세 디자인. 숫자로 표시된 거리의 
정보는 이해를 위한 것이며 실제 디자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음 

그림 4 의 후측방의 정보는 전면유리의 중앙과 거리를 
주었으며 좌측, 우측의 후측방 정보를 각 전면유리의 
각 양쪽 끝에서 보이도록 하였다. 후측방에 차량 혹은 
보행자 등의 장애물이 있을 때 붉은 빛이 들어온다. 
동그란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후측방의 장애물이 
차량인지 보행자인지 구분을 한다. 최초 알람인 
최상단 아이콘의 경우 차량으로부터 5m 로 
설정하였으며 후측방의 장애물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그란 아이콘이 하단으로 내려오며 크기가 커져 
운전자가 후측방의 장애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돌발상황에 대한 상세 디자인 

그림 5 는 운전자의 시야 혹은 센서로 파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행자 혹은 차량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는 골목길 사각지대를 표시한 정보 
디자인으로, 갑자기 나온 차량의 외곽에도 강한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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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함으로써 시각적 알람의 주목성을 높였다. 
그림 4 에서와 유사하게 차량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색상 표시의 굵기가 두꺼워져 거리 정보와 정보의 
중요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5. VR 䄇ㅔ䀇 ⭗ㅔ㈻ 㯷ⵏ㵣 ⯏ᝯ ⚺ ឧ 

5.1 ⶏ䂃 ⯏ᝯ 

제안하는 ARHUD 의 디자인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VR 을 활용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그림 6 과 같이 환경에 맞게 보행자 및 
차량이 이동하는 모듈과 충돌 감지 모듈을 
구현하였고, 피험자는 네비게이션 정보를 통해 
미션을 부여 받고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6 VR 시뮬레이터 모듈 

 

 

그림 7 VR 시뮬레이션 환경 

HMD(Head Mounted Display)는 HTC VIVE Pro 
Eye 를 사용했으며 해당 HMD 를 통해 시선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작한 VR 시뮬레이터로는 피험자의 
시야에 장애물이 인식되었는지 여부와 충돌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장애물은 멈춰 있는 차량 
및 사람 요소 50 개, 전방에서 나타나 움직이는 차량 
및 사람 요소 35 개, 차량의 후측방 및 횡방에서 
나타나 움직이는 차량 및 사람 요소 35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장애물은 각 1 회만 시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해당 장애물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골목길 사각지대 및 차량 외곽을 표시한 
돌발예상 구역을 50 개 설정하여 장애물과 
마찬가지로 인식 여부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VR 시뮬레이션를 활용한 사용성 테스트는 
그림 7 과 같은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시각적으로 
실제와 유사한 도로 환경과 차량 내부를 구현하였다. 
시뮬레이터 상의 차량의 이동은 컨트롤러의 버튼을 
통해 차량의 가속 및 브레이크를, 컨트롤러의 
기울기를 통해 차량의 회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록 
핸들이나 엑셀, 브레이크 등 입력장치가 물리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실제 운전과는 차이가 있지만. 시각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본연구에서는 충분한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5.2 ⶏ䂃 ឧ㋀ 

각 시뮬레이터는 그림 8 과 같은 네 가지의 방식으로 
표 03 의 정보 및 알림 방식을 반영하여 구현하였다. 
각 피험자는 총 4 번의 시뮬레이팅을 진행하였으며, 
반복 테스트에 따른 학습효과를 배재하고 보다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각 시뮬레이션은 
랜덤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각 시뮬레이팅 이후 
인터뷰와 함께 충분한 휴식 후 다음 시뮬레이팅을 
진행하였다. 피실험자는 총 6 명으로 2 명의 운전 
경험이 없는 피실험자와 4 명의 운전 경험이 있는 
다양한 경험이 있는 피실험자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표 4 와 같다.  

 

그림 8 시뮬레이팅 도구 종류 

표 3 각 시뮬레이터에 해당하는 알림 정보 및 알림 방식 

기능 설명 HDD HUD 
기존 

ARHUD 

제안 

ARHUD 

FCA 전방 충돌방지 보조 x x a1-3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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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b1-3, 

b2 

b1-2, 

b1-3, 

b2 

b1-2, 

b1-3, 

b2 

b1-1, 

b2 

BVM 후측방 모니터 
b1-3, 

b2 

b1-2, 

b1-3, 

b2 

b1-2, 

b1-3b 

b2 

b1-1, 

b2 

SVM 서라운드 뷰 모니터 b2, c2 b2, c2 

a1-

3,b1-3, 

b2, 

c1-3, 

c2 

a1-

1,b1-1, 

b2, 

c1-1, 

c2 

표 4 피실험자 구성 

No. 운전경험 기존 주행정보 시스템 사용경험 

P1 
운전경험없음 

해당없음 

P2 해당없음 

P3 

운전경험있음 

HDD 사용자 

P4 HUD 사용자 

P5 HUD 사용자 

P6 ARHUD 사용자 

5.3 ⶏ䂃 ឧ 

피실험자들은 대체로 어려움 없이 VR 기기와 
콘텐츠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VR 친숙도가 사용성 
테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 HDD 사용자 테스트 결과 (단위: 개) 

HDD 

멈춰있

는 

장애물 

움직이는 

장애물(후측

방 및 횡방) 

움직이는 

장애물(정

면) 

돌발예상구

역 

충돌횟

수 

경험

x 

P1 29/50 3/35 23/35 5 15 

P2 26/50 1/35 29/35 3 12 

경험

o 

P3 38/50 7/35 31/35 9 7 

P4 32/50 10/35 30/35 7 6 

P5 32/50 7/35 32/35 13 7 

P6 29/50 9/35 32/35 10 9 

 

표 6 HUD 사용자 테스트 결과 (단위: 개) 

HUD 

멈춰있

는 

장애물 

움직이는 

장애물(후측

방 및 횡방) 

움직이는 

장애물(정

면) 

돌발예상구

역 

충돌횟

수 

경험 P1 38/50 5/35 28/35 24 12 

x P2 42/50 6/35 30/35 17 13 

경험

o 

P3 48/50 13/35 34/35 21 6 

P4 42/50 20/35 33/35 31 5 

P5 48/50 33/35 35/35 35 7 

P6 48/50 32/35 35/35 34 5 

 

표 7 기존 ARHUD 사용자 테스트 결과 (단위: 개) 

기존 ARH

UD 

멈춰있

는 

장애물 

움직이는 

장애물(후

측방 및 

횡방) 

움직이는 

장애물(정

면) 

돌발예상

구역 

충돌횟

수 

경험

x 

P1 47/50 13/35 35/35 25 8 

P2 48/50 13/35 31/35 32 5 

경험

o 

P3 50/50 13/35 35/35 22 6 

P4 49/50 30/35 33/35 27 3 

P5 48/50 28/35 35/35 36 2 

P6 50/50 31/35 35/35 29 4 

 

표 8 제안 ARHUD 사용자 테스트 결과 (단위: 개) 

제안 ARH

UD 

멈춰있

는 

장애물 

움직이는 

장애물(후

측방 및 

횡방) 

움직이는 

장애물(정

면) 

돌발예상

구역 

충돌횟

수 

경험

x 

P1 50/50 31/35 35/35 42 4 

P2 49/50 35/35 32/35 45 1 

경험

o 

P3 50/50 28/35 35/35 42 3 

P4 50/50 27/35 35/35 48 2 

P5 48/50 34/35 33/35 50 4 

P6 50/50 30/35 34/35 47 3 

 

먼저 장애물에 대한 테스트의 결과로 멈춰 있는 
장애물에 대한 인식률은 표 5 의 HDD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률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시뮬레이션안에 HUD 방식이나 ARHUD 방식의 
전방 주시의 가치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움직이는 장애물의 경우 전방에서 나타난 장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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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뮬레이팅의 결과에서 인식률이 높았지만 
후측방 및 후방에서 나타나 움직이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인식률의 큰 차이가 보였다. 표 6 의 
HUD 와 표 5 의 HDD 의 경우 운전 경험이 없는 
피실험자는 시야로 대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소리가 나서 멈추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여러 번 
보였으며 이는 충돌 횟수 차이로 나타났다. 차량 운전 
경험이 있는 피실험자 P4, P5, P6 은 사이드 미러를 
통한 후측방 정보 인식 기능을 사용했던 운전자로 
해당기능이 들어간 표 6 의 HUD, 표 7 의 기존 
ARHUD 에서의 후측방 및 횡방 장애물 인식률이 
매우 높았다. 운전경험이 없는 피실험자와 사이드 
미러 후측방 정보 인식기능 경험이 없는 P3 의 경우 
표 8 의 제안된 ARHUD 에서만 유의미한 인식률 
차이를 보여주었다.  

사후 인터뷰에서는 HUD 와 기존 ARHUD 그리고 
제안된 ARHUD 가 전방주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다른 시뮬레이팅(기존 
HUD, 기존 ARHUD)에서는 골목길에서 마주한 
장애물의 존재여부만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ARHUD 에서는 
존재여부 뿐만 아니라 장애물의 종류와 
차량으로부터의 장애물의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에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골목길의 사각지대나 차량의 외곽을 표시한 돌발 
예상 구역에 대한 인식률도 제안된 ARHUD 에서 
높았는데, 이는 인터뷰를 통한 피실험자들의 
주관적인 보고에는 특이점이 없었지만 객관적인 
인식률 데이터를 통해 파악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제안된 ARHUD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보다 안전한 
운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유추된다.  

 

6. ⌋ 

본 연구에서는 주행 중 차량의 알림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알림의 형태를 감각의 형태와 알림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여 기존 ARHUD 에 포함되지 
않던 후측방 정보를 포함하여 주행 중 접근차량 위험 
알림 ARHUD 디자인을 제안하였고 제안된 
디자인을 VR 시뮬레이터로 제작하여 아이트래킹 
기능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감 있게 사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한 
피실험자가 6 명으로 샘플 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도 
있는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현실감 있는 사용성 테스트를 위하여 물리적 
입력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ARHUD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주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디자인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VR 사용성 테스트 
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다 만족도 높은 
ARHUD 디자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 Challenger’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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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다양한 정보와 사회적 
관계가 오고 가는 플랫폼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SNS에서는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들을 

제공하며, 이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네트워킹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SNS의 사용목적을 관계성, 
정보성, 유희성으로 나눠 목적에 따라 상호작용 요소 

사용경험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에 대해 사용 목적과 상호작용 요소 

사용경험에 대해 물었다. 조사 결과, SNS 의 사용 
목적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상호작용 요소의 종류와 
사용하는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관계성과 유희성을 

목적으로 할 때 ‘능동적 참여’와 ‘공유 및 확산’ 
요소들이 더욱 사용된다는 점에서 SNS에 관계, 유희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이 정보 확산과 재생산 측면에서 

더욱 활발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트위터는 ‘내 프로필 관리’와 ‘프로필에 게시물 고정’의 
사용빈도가 유독 높게 나타났는데, 트위터와 같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SNS플랫폼에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호작용 요소들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다른 

플랫폼의 ‘좋아요’에 비해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가능한 
페이스북 ‘좋아요’사용 빈도는 유독 낮았다. 이는 클릭 
수 및 옵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는데, 

SNS의 관계성 목적에 디테일한 감정표현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감정표현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제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회적 관계 맺기, 상호작용 

요소, SNS, Social networking, Social interaction 

1. 서 론 

소셜 미디어로도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해 다양한 정보와 사회적 관계가 

오고 가는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1 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SNS 이용 현황’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SNS 
게시글(피드)을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SNS 주 활동 연령대인 10-20 대의 

경우 전체 응답자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확인한다고 응답할 만큼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1].  

사람들은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거나 정보를 생산, 
소비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 나간다. 
사용자들은 각자의 일상이나 정보, 콘텐츠 등을 

공유하고 ‘댓글’, ‘좋아요’, ‘팔로우’, ‘리트윗’ 등의 
상호작용 요소들을 사용하여 서로 소통하는데 온라인 

관계에는 이러한  상호작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2].  

오은해[3]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SNS 를 
관계형으로 사용할 때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원하는 
사회적 이미지를 만들고자 상호작용 하며, 정보형 

동기로 사용할  때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보 
교환을 위해 상호작용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유희형 
동기일 때에는 상호작용 하는 것 보다 소셜 미디어 

자체의 콘텐츠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지은 외 3[4]의 연구는 페이스북은 인맥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지향적 목적의 플랫폼이며, 트위터는 간결한 
기능을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지향적 목적의 플랫폼이라고 말한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관계지향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지인의 
글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고   

트위터 사용자들은 정보지향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링크에 접속하는 기능을 더 
활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이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두 개의 다른 
플랫폼 사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비교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과 SNS의 사용 목적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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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적 목적의 사용 측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이 SNS를 관계성, 정보성, 
유희성 목적별로 사용할 때 사용자들은 어떤 상호작용 

요소를 중심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대한 이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개인이 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구성하고, 연결된 다른 사용자 목록을 
제시하며, 다른 이용자들이 맺고 있는 연결망의 
리스트와 시스템 내의 다른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연결망의 리스트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돕거나 
공유 관심사, 정치적 견해, 활동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5].  

2.1  SNS 사용 목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인적 관계망의 형성을 

바탕으로 더 넓은 관계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SNS 
플랫폼[5],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컨텐츠, 정보 
등을 공유하며 관계망을 넓혀 나가는 SNS 플랫폼을 

모두 포함한다[4]. 사용자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각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임재원[6]의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SNS  

이용동기를 ‘관계적 동기’, ‘사회적 동기’, ‘유희적 동기’, 
‘정보적 동기’로 나누어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황순의[7]의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희성’ 목적, 어떤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른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성’ 목적, 비슷한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거나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사회성’ 목적 3가지로 SNS의 이용 동기를 
분류하였다. 한편, 오은해[3]의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사용목적을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비슷한 관심사와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관계형’,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 콘텐츠를 얻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콘텐츠를 제공, 공유하기 위한 ‘정보형’, 흥미로운 것을 
찾거나 일상에서 벗어나 심심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유희형’ 3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분류를 바탕으로 SNS 의 
사용목적을 ‘관계성’, ‘정보성’, ‘유희성’ 3 가지로 

나누어 SNS 사용 목적이 사용자들의 상호작용 요소 

사용경험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SNS 상호작용 요소 

사람들은 SNS 속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발견하고 
관계를 형성, 유지하며 다양한 정보, 콘텐츠들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각 플랫폼에서는 여러 상호작용 
요소들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1. SNS 상호작용 요소 

유성신[8]의 연구에서는 SNS 사용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핵심 단어와 어구를 선별, 

분류하여 SNS의 사람-사람 간의 상호작용성을  ‘관계 
형성 및 유지’, ‘소통 및 정보추구’, ‘능동적 참여’, ‘공유 

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관계 
형성 
및 

유지 

계정 팔로우 친구 추가 계정 팔로우 

x 그룹 가입 x 

내 프로필 관리 내 프로필 
관리 

내 프로필 
관리 

내 프로필에 
게시물 고정 

내 프로필에 
게시물 고정 

내 프로필에 
메인트윗 
고정 

다른 사람의 
프로필 탐색 

다른 사람의 
프로필 탐색 

다른 사람의 
프로필 탐색 

계정 언급 계정 언급 계정 언급 

소통 
및 
정보 
추구 

댓글 탐색 댓글 탐색 답글 탐색 

검색 검색 검색 

해시태그 팔로우 x x 

게시물 저장 게시물저장 리스트에 
추가 

능동적 
참여 

참여형 스토리 x 투표 트윗 

댓글 작성 댓글 작성 답글 트윗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인스타 라이브 
생성 

페이스북 
라이브 생성 

스페이스 
생성 

다이렉트 
메시지(1:1 
메시지) 

개인 채팅 

(1:1 메시지) 

쪽지 

(1:1 메시지) 

공유 
및 
확산 

스토리에 다른 
사람 게시물 
공유 

다른 사람 
게시물 공유 

리트윗 

x x 트윗 인용 

댓글 고정 x x 

동시적 
반응 

인스타 라이브 
시청 

페이스북 
라이브 시청 

스페이스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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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확산’ ‘동시적 반응’ 다섯가지 의미 단위로 나누어 
범주화 하였다. ‘관계 형성 및 유지’는 다양한 사람들 

간의 관계 확대나 유지를 위한 인맥, 그룹, 사회적 관계, 
소속감, 자기관리 등이 해당된다. ‘소통 및 정보추구’는 
자신의 일상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 정보 추구, 유용성, 유대감 등이 
해당된다. ‘능동적 참여’는 스스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으로 투표, 엔터테인먼트, 체험 등이 해당된다. ‘공유 

및 확산’은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리그램이나 리트윗 같은 콘텐츠 공유, 공동 
창조가 해당된다. ‘동시적 반응’은 다수가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에 참가하며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동시다발적, 신속성, 연속성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SNS 플랫폼에 있는 여러 상호작용 

요소들을 추출해 선행연구의 범주 5 가지에 나누어 
분류, 정리해보았다. 내용은 [표 1]과 같다. 플랫폼의 
종류는 SNS 의 적극적 사용 연령대인 10-20 대의 

이용률이 높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중심으로 하였다[9]. 

3. 연구 방법 

사용자들이 사용 목적에 따라 SNS 플랫폼의 어떤 
상호작용 요소를 중심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1 설문 대상자 

설문조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중 한 가지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사용하는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는 총 78명이 
참여하였으며 SNS 이용목적과 주로 사용하는 

상호작용 요소 문항들 모두 중복응답을 허용하였다. 
참여자 응답 중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76개,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53 개, 트위터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50개 수집되었다.  

3.2 설문 도구  

설문은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에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각 
플랫폼의 사용목적에 대한 질문을 한 후 [표 1]의 
상호작용 요소 각각의 이미지 자료를 포함시킨 

선택지를 제공하여 주로 사용하는 요소를 복수선택 
하도록 했고, 해당 목적일 때에 특히 더 자주 보거나 

사용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을 함께 물어보았다. 

4. 연구 결과 

SNS의 관계성 목적 사용 경험 응답은 인스타그램 사용 
응답 58 개, 페이스북 사용 응답 43 개, 트위터 사용 
응답 37개로 총 136개를 받았고, SNS의 정보성 목적 

사용 경험 응답으로는 인스타그램 사용 응답 66 개, 
페이스북 사용 응답 23개, 트위터 사용 응답 49개로 
총 132개의 응답을 받았다. SNS의 유희성 목적 사용 

경험응답은 인스타그램 사용 응답 66 개, 페이스북 
사용 응답 36 개, 트위터 사용 응답 49 개로 총 

144개의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 SNS 플랫폼과 이용목적별 주로 
사용하는 상호작용 요소 응답 개수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시가 되어있는 요소는 모든 플랫폼에 

있는 상호작용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합 결과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있다. 

4.1 관계성 목적의 SNS 사용에서 주로 쓰인 

상호작용 요소 

사용자들은 관계성 목적으로 SNS 를 사용할 때 
상호작용 요소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했다. ‘계정 

팔로우’(132) 요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고(132), 뒤이어 ‘좋아요’(117),  ‘타인의 프로필 
탐색’(108), ‘1:1 메시지’(98)를 많이 사용했다. 

‘좋아요’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는 응답자 중 90% 
이상이 관계성 목적에서 ‘좋아요’를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나 페이스북은 60% 정도로 사용 빈도가 타 

플랫폼에 비해 낮았고, ‘프로필에 게시물 고정’은 
트위터에서만 유독 높은 사용을 보였다. 상호작용 요소 
분류 중 ‘관계 형성 및 유지’와 ‘능동적 참여’에 포함된 

요소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사용 했지만, ‘소통 및 
정보추구’, ‘공유 및 확산’에 해당하는 요소들 또한 

골고루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정보성 목적의 SNS 사용에서 주로 쓰인 

상호작용 요소 

사용자들은 정보를 목적으로 SNS 를 사용할 때 

‘검색’(129) 요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뒤이어 ‘계정 팔로우’(72), ‘댓글 탐색’(54), ‘타인의 
프로필 탐색’(52), ‘게시물 저장’(51)을 많이 사용했다. 

‘타인의 프로필 탐색’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비해 페이스북 에서의 사용빈도는 낮았다. 상호작용 
요소 분류 중 ‘소통 및 정보추구’에 포함된 요소들을 

중심적으로 사용했고, ‘관계 형성 및 유지’에 해당하는 
요소의 일부는 자주 사용했으나 좋아요(42)를 제외한 
‘능동적 참여’,’공유 및 확산’, ‘동시적 반응’에 포함된 

요소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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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 결과 종합 

정보성 목적에서 전반적으로 상호작용 요소 사용이 
낮은 편이었는데 ‘관계 형성 및 유지’에 해당하는 
‘그룹가입’은 페이스북의 전체 응답 23 명 중 11 명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페이스북 ‘그룹’이 소통, 
교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 정보를 공유하는 용도로써 

많이 사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4.3 유희성 목적의 SNS 사용에서 주로 쓰인 

상호작용 요소 ( 

사용자들은 유희를 목적으로 SNS 를 사용할 때 
‘검색’(94) 요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뒤이어 ‘타인의 프로필 탐색’(90), ‘댓글 탐색’(79), 

‘좋아요’(77), ‘계정 팔로우’(49)를 많이 사용했다. 
‘게시물 공유’의 경우 10% 정도에 그쳤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의 사용빈도에 비해 
트위터 사용자들의 ‘게시물 공유’인 리트윗 사용빈도가 
75% 정도로 매우 높았다. 상호작용 요소 분류 중 ‘소통 

및 정보 추구’,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동적 참여’, 
‘공유 및 확산’에 해당하는 요소를 상대적으로 고르게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4  SNS 플랫폼 사용 목적과 상호작용 사용 

특징  

SNS 사용자들은 대부분 하나의 플랫폼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는 사용 
목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난 반면, 

페이스북은 관계성 목적 사용에 치중되고 있었다.  

유사한 기능의 상호작용 요소라도 다른 플랫폼에 
사용되어 사용 빈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구분 요소명 

관계성 목적 정보성 목적 유희성 목적 

인스타

그램 

페이스

북 
트위터 총합 

인스타

그램 

페이스

북 
트위터 총합 

인스타

그램 

페이스

북 
트위터 총합 

관계 
형성 
및 
유지 

계정 팔로우 54 41 37 132 40 2 30 72 13 7 29 49 

그룹가입* X 23 X 23 X 11 X 11 X 9 X 9 

내 프로필 관리 39 24 31 94 2 1 2 5 6 3 13 22 

프로필에 게시물 고정 3 0 21 24 2 0 1 3 1 2 12 15 

타인의 프로필 탐색 47 30 31 108 31 6 21 52 42 13 35 90 

계정 언급 41 23 25 89 6 0 2 8 8 3 9 20 

소통 
및 
정보추
구 

댓글 탐색 34 26 25 85 20 11 23 54 29 19 31 79 

검색 38 19 26 83 59 22 48 129 43 14 37 94 

해시태그 팔로우* 6 X X 6 15 X X 15 6 X X 6 

게시물 저장 20 11 13 44 32 8 11 51 16 6 7 20 

능동적 
참여 

참여형 게시물* 18 X 18 36 3 X 5 8 9 X 11 20 

댓글 작성 38 22 33 93 6 1 3 10 9 7 19 35 

좋아요 53 29 35 117 19 6 17 42 24 15 38 77 

실시간 게시물 생성 3 0 4 7 1 0 1 2 3 0 4 7 

1:1 메시지 48 21 29 98 12 1 6 19 13 3 12 28 

공유 
및 
확산 

게시물 공유 28 15 31 74 2 7 20 29 6 2 37 45 

게시물 인용* X X 29 29 X X 10 10 X X 23 23 

댓글 고정* 1 X X 1 2 X X 2 0 X X 0 

동시적 
반응 

실시간 게시물 시청 14 2 15 31 8 2 3 13 16 2 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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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경우 관계성 목적으로 사용할 때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 ‘내 프로필 관리’와 ‘프로필에 게시물 

고정’과 같은 사용자 자신의 개성표현을 위한 상호작용 
요소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트위터가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로 현실 기반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달리 트위터는 익명을 

바탕으로 관심사를 공유하며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주를 이룬다. 상대적으로 기존의 나를 알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과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야 한다는 점이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호작용 요소를 더욱 사용하게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트위터와 같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호작용 
요소들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긍정적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관계성 목적에서 ‘좋아요’라는 똑같은 상호작용 요소를 
사용하더라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속 ‘좋아요’의 

사용빈도에 비해 페이스북 내에서의 ‘좋아요’ 

사용빈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그림 1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좋아요’ 

 

그림 2 페이스북의  '좋아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의 ‘좋아요’의 사용경험은 
[그림 1]과 같이 하트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페이스북의 ‘좋아요 사용 경험은 [그림 2]와 같이  
7 가지의 이모티콘으로 더 구체적인 감정을 골라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다 생생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하트를 누르는 것이 아닌 여러 선택지를 
고르도록 하는 과정에서 클릭 수 및 옵션이 증가되어 

사용 편의성이 떨어져 사용 빈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것을 통해 관계성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SNS의 사용 목적에 있어 디테일한 

감정을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감정표현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어보인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상호작용 

요소를 ‘관계 형성 및 유지’, ‘소통 및 정보추구’, 
‘능동적 참여’, ‘공유 및 확산’, ‘동시적 반응’ 5 가지 
분류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이 SNS 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어떤 상호작용 요소를 
중심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사용자들은 관계성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요소를 사용하고, 정보성 목적일 
때 가장 소극적으로 상호작용 요소를 사용한다. 관계성 
목적과 유희성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계 

형성 및 유지’, ‘소통 및 정보추구’, ‘능동적 참여’, ‘공유 
및 확산’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요소를 골고루 사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정보성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통 및 정보추구’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요소만을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특히 ‘능동적 참여’와 
‘공유 및 확산’의 요소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를 통해 정보성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은 
정보를 탐색하며 습득하는 소비자 역할에 집중하며 
얻은 정보를 다시 확산시키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잘 

하지 않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동일한 사용목적을 가진다면 플랫폼이 바뀌더라도 
상호작용 요소 사용은 대부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부 상호작용 요소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상호작용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 따라 
사용빈도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위터의 경우 

관계성 목적에서 ‘내 프로필 관리’와 ‘프로필에 게시물 
고정’의 사용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익명을 바탕으로 
관심사를 공유하며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주를 이루는 

트위터의 특성상 기존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새로운 관계를 위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야 
한다는 점이 사용빈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호작용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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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관계 형성에 긍정적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의 ‘좋아요’는 하트 

버튼 하나로 구성된 것과 달리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여러 종류의 반응 선택지로 구성 되어있어 보다 
생생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의 ‘좋아요’ 

사용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클릭 수, 옵션 증가로 
떨어진 사용 편의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SNS 의 관계성 사용 목적에 있어 디테일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감정표현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어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SNS 사용 목적에 따라 
상호작용 요소를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SNS 를 사용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해 기록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용경험을 각 

상호작용 요소의 사용 여부에 한정함으로써 정성적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찰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SNS 사용목적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상호작용 요소를 사용하는지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특정 상호작용 요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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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   스 서 10 대 이  
이   목  탐구  한 연구이 .  

연구  로제 이 의 ‘미미크 ’ 이    
이 한 후,  이 목     

스의 대표  제 토 서  이 
 사  5  대 로 터  진 .  

터     분  이   
‘미미크 ’ 서  이 목  고  

. 사 이  스 서   
이유로  ,    과   
고  계   사회      
문이  , 의    표현  
대 고 그  대한 정  로  의 
이  시        

 ,    사 의  장 고 
과 의  동 시    

유      문    .  
연구   스 서  은 미  의미  

     안  제안  한  
연구로     이 . 

주제어 

 , 미미크 , ,  스 

1. 서 론 

1.1 연구  및 목  

 스    로 이  데 
현   대   목 로 한  

이 . 스 서   한 
  데, 사 은 스 서  

 고, 사 과 대   , 이 
     한 .  
스 서  이  이  한 ‘미미크 ’ 

이의 이 고    . 스 서  
이  10 대 이 스 서  주 이 

이 [1],  이   서   

로  제   확장  동   
  한 .  연구의 목 은  스  

 이 고   사 이  
   ‘미미크 ’( ) 이 동  

분   . 

1.2  연구  

 연구  문헌 연구    스  
고 로제 이 의 이 이론    

고 . ‘미미크 ’( ) 이 목    
연구  터  진 고 터   

 로 구분 고 이 의 ‘미미크 ’ 
이 로 분 . 

2. 스  정의 및 유  

스  “현 의  대    
동과 제   3D 의 
계” 고 고 은 . 이   현 의 

의 한     현 의 
 대  대 이고 [2]. 한 스  

동시  은 의 사      
  사  고 이  어 사   

 고 유  지 한 이 [3]. 

스   목   3 지로 분류   데, 
  스,   스,   
스로   [2].   스   

동이 장  목 이지  사회 , 문 , 제  
한 동 로 고 .   스  
미 어 서 시 어 3D 로 

확장  이 . 사  의 , 이 한 
스로 .   스  동, 

교 ,   한 목 로  요  추 한 
스이 . 

 스   스   의 과  
, 이 목 이 . 은정, 박은   
스의 미 은 “ 스 사   요  
로 고, 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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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 과  과정 서 
의 구   현 , 별한 목표  
고     과 
”이 고 정의 [4].  사  은 

시    미   교류 동  
 사  과  로  과 

미  고   . 이 한  스의 
미 은 로제 이  제안한 4 지 이 유   

‘미미크 ’ 이 서 주로   . 

3.  스  ‘미미크 (MIMICRY)’ 
이 

3.1 로제 이 의 ‘미미크 (Mimicry)’ 이 

프 스 사회  로제 이  이  현  의 
진지 과   로 주한 . 이  이  

의 문  현 로 , 대 의 문 서 이의 
요    고 의 동 서  이의 

   고 . 이   정 은 
문    고,   한 고 한 . 
한 이의   현 서의 구 과 

제약 서   한   서 이 
서 이  요   [5]. 

이  이의 이 과 규  고  
이  확장 4 지 유 로 분류 [6]. 
이  분류한 4 지 유 은 (Agon),  

(Alea), 미미크 (Mimicry), 크스(IlinX)이 [7]. 

이 유   ‘미미크 ’ 이  어    
현  이이 . ‘미미크 ’ 이    규 이 

지 지   고 어  의지  
 이의 이 . 이 의 ‘미미크 ’ 이  

주어진     로 동  
이  의 판     ‘ 의 

’이 어 그   장   한 [5].  
대표  이 사 로  이, 연 , 이 이 

. 이  ‘미미크 ’  서 로 
이  한 고 . 연  이 ‘ ’ 서 
지  고 은 그  장  

지 고  ‘미미크 ’  구 한 . 
로  사 은 ‘미미크 ’   이  스  

 동 시  구  . 의  
대    의   이  그 

  사 은 과  서 
동 시한 . 이 은  사  의 

한  서    한 [7]. 

표 1. 로제 이 의 4 지 이 유  사  

 

3.2  스  ‘제 토’ 서  

‘미미크 ’ 이  

 스 사    제 토  이  
회사   이  Z 서 시한 서 스이 . 

현  글로   사  3   230  
이 의 제 토 크 이터   제 고 

[8]. 제 토     로 
스터 이      시  유  
과 스 이 제  사 의  로 

    이  장 이 [9]. 한 
사 이  크 이터  어 이템이   
제     로   고 
판 지 이어지  고 . 제 토   계 

한   이 과 이  
진   이 , 의 , 스  제  

[10]. 제 토 사 은 제 토  서  
,   대     

이    한 동  한 . 제 토 서  
이  로제 이  제시한 ‘미미크 ’ 이의 로 
  .  제 토의  터   
이 서   고  연 이  동  

고 현  서 ‘미미크 ’ 이 의 
 한 [11]. 한정민   제 토  ‘별  

지어주 ’ 이  데, 사 은 ‘별  
지어주 ’   구현  과   
연   이  한 고 한 . 한 사 은 

의 분     지어 고, 
   유 과 이   제 

  동한 고 한 [12]. 제 토 서 
한 이 . 사 은 교 과 
, 진-  이, 이 구 사 ,  

   지고  이  한 .  어 
  진  서  “  

.  요” 고 제목  이   
사 의 참  유 한 .  장은  
참  별  지어주고 지사   

  이  시 한 .[13]. 

유  
 

( ) 
 

( 연) 
미미크  
( 의) 

크스 
(현 ) 

이 
사  

, 
스, 

, 

주사  

이, 
연 , 

이 

그 , 
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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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 제 토 서    

 

 

그  2. 제 토 서   사  

 

4.   

 은 사  시스템이  서 스   어 한 
   이  대   이 . 

HCI 서   사회  ,  , 
유  ,   대표  4 지 

요 로 제시 고 [14]. 사회   과 
사회  계   사회  이미지  어 고 
어  동  의미한 .   의 

 시     서 스  제 로 
시   . 유   사  이  

서 스  고    은 
 의미한 .   사   

목   요  지고 시스템  사  , 시스템이 
구로   사   의미한 [14]. 헌 , 

,  SNG(  크 ),  “사회  
  의 ”  향  주  지  사 의  

요  HCI 서 제시  4 지  로 
분 [15]. 

5. ‘미미크 ’ 이 사  사  

 연구 서      터   
 스 서 ‘미미크 ’ ( ) 이 목 과 

추구   탐 고  .  스 
 대표 사  제 토  연구 구로 정 고 

제 토 서  2-3 회 이   이  
사  5  터  대 로 . 참  

연구의 목 과  한 후  정  동  
동의  은  터  진 . 터  참  
표 2  . 제 토 서  로 동  
대 분의 참 이  터  지   
연구 서  제 토의 시지 로 터  
진 .  

표 2. 터  참  

참  이 별 제 토 사  

참  1 12  약 5  

참  2 16  약 1  

참  3 17  약 1  

참  4 17  약 2  

참  5 14  약 5  

 

6. 사 결과 

 연구   5 의 제 토  사  대 로 
한 터    연구 서 제시한 로제 

이 의 이 과 HCI 의 대표   
로 . ‘미미크 ’ 이  동  

사회  ,  , 유  로 구분  
   대한 ,  사  

대 로 고 어 이  이  
분  지  제 . 

6.1 사회   

이  제한  의 사 과  이  
대로  규 이 지시  대로 이  이 어  
한 고 [7].  이 서 유로  동이 

지  이 한    고 
 대한 정  고  한 . 이   

이 지지 고 유지     한의 
규 이 . 사 은 그 규  안 서 의 사회  
계  한 . “  ( )  서  
주  이 .”  참  4 의 과 이 
의  계   연   한 .  
이  후 사 은  서 사회  

계  이어 .  이 한 사  서로 
로    ‘크 ’  한 . 참  

5  제 토  주   이유  “ 구  
이  서” 이  “  서   

사 과 대 서 진 .”고 변 . 한 
서 진 사 과  구  어 제 토 

시지  서 지   시  한 고 
대 . 이  제 토 사 은  안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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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     이후  서로 
한 계  지     . 

6.2   

제 토 서 사 은 별    
미     . 제 토 서 별  

  은 이 주어   의미한 . 
별 은  의지로 어지  별   
어서 의 향이  한 . 참  3 은 

“  사        
(  )  은  서 (  )주로 
고 ”  대 . 한 제 토 서 사  

 정     참  고 그 
결과  대    로   

. 참  2  서 이     
   데 “  유 이 진  

이  고 주  이 장  
”이 고 대 . 

사 이 ‘미미크 ’ 이     서  
이  지 , 의 사회   고 

제의  시  그 결과로 어지   
고 유로  분  이  서  

사  한 [7]. 참  1 은 “현 계 서 제로 
 지   데,    제 과 

   진 ”고 고 참  2 한 “  
래 이 한 데  서 한 연  

한 ”고 대 . 제 토 서  사 은 
  표현  고  .  
 의 이     

정  로    추구   확  
 . 한  래 의 사회   고 
의   시     

. 

6.3 유   

‘미미크 ’ 이   의  고  
 장    미  제  그로  

어  결과   [7]. 참  3 은 교 
 서 “    이   

장  연  이 미 ”고 고 참  
2 한 이    “  ! 이  
( 이)   연  서 미   요” 
고 변  한 로  제 토 사 은 

 서 의      
 결과     한 . 

 ‘미미크 ’  미 어 서 이  의 과 
 동 시  구   한 [7.] 이 

동 시  로    시  주   
이 주 이  한   한 . 참  

5   서 장  은 “  
 서 지 고  한 

  ”이  “ 크 서 주 
( 주 ) 구 , 주( 주 ) 구 과 이 
주  주  이어주  이  로 대 요” 고 

대 . 참  5  은 제 현 서  
 주 은 지    이  

 이 어 주 이  분  고 
 고 . 

7. 결론

 연구  로제 이 의 ‘미미크 ’의 로  
스 서   이   이 고 
 스의 주 이  10 대 이   

동     고  . 연구 
은  연구   터 이 ,  
스  제 토 이  5  대 로 . 

연구 결과  사 은  스 서  
 목 로 3 지    . 

,  안 서 과 계  은 후 이 
이   서  사회  계  이어  사회  

  . 

, 서    의 향  
       

한 . 한 의     
정    .  이  서 
의  시  유  로   

추구한 . 

, 제 의 이   사 의 이 어 
동 고    미    의 

스 ,  동 시     유  
 추구한 . 

추 로 참   대한 은 과 
  어  , 사 은 이   
    장 서  진  
  한     . 한 사 이 

 유지시  한의 규  지 지  결  
이 지   대    고 . 

 연구  터  대  5 로  스의 
이   대표 지   한계  지 고 

. 한  스  제 토 로 
한정  연구  진  제 토 의   

스의 사  연구  추 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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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  자연어 처리 모델은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학습(pretrain) 후 미세조정(fine tuning)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세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수가 부 할 때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적합 문제를 데이터 

증 을 통해서 완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분포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증 은 모델이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예측을 하는 문제를 발생시  수 있다. 본 

문에서는 과 확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세트와 유사도가 적은 다른 데이터세트을 추가로 

활용하는 데이터 증  기법을 제안한다. Sentence 

BERT(SBERT)를 활용하여 한글 러닝 데이터 

세트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선 데이터 

세트를 정한다. 제안된 기법은 다른 데이터 증  

기법들에 비해 과 확신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기법을 통해 Korean hate speech 분류 

작업에서 기준치 대비 3.98%p 향상되었으며 기존 

기법과 비교해 2.39%p 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러닝, 자연어처리, 데이터 증  

 

 

1. 서 론 
최  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모델은 대 모 데이터를 

활용해 언어 표현을 학습시킨 사전학습 언어 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원하는 작업에 적용시 기 위해 

미세조정을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미세조정 데이터 세트의 크기가 분히 크지 못할 때 

주어진 데이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 이러한 문제는 미세 조정 데이터 

세트에 데이터 증  기법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다. 

데이터 증  기법은 크게  기반 기법과 모델 기반 

기법으로 구분된다.   모델 기반 기법의 경우 

역번역(back-translation)[2]기법과 같이 추가적인 

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성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  수 

있지만, 증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EDA[3], AEDA[4]와 같은  기반 기법의 경우 

적용이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다른 기법에 비해 기존의 

데이터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이터가 생성된다 

[5]. 

기존의 데이터 분포와 차이가 적은 데이터만 학습할 

경우 하지 않은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과 확신을 

가지고 잘못 분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 

이러한 과 확신의 예시는 표 1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은 한국어 BERT[7]모델을 활용해 글을 긍/부정 

이진 분류 작업에 대해 미세조정 시 을 때 각 예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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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부정 점수를 나타낸다. 예시 문장을 분석하였을 때, 

긍정적인 문장에 대해서 높은 예측 확 을 가지고 

부정으로 예측하는 예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purious 패 [8] 연구에서와 같이 비 한 문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러닝 모델이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과 확신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모델 성능 

하 으로 이어  수 있다. 

표 1. 문장 별 긍/부정 점수 비교  

문장 긍정 부정 

지금 지 본 영화중 마음이 가장 

따 해지는 영화 

97.17 2.83 

평점 1 점도 주기 어지는 영화 0.06 99.94 

10   9  주고 은  
은  

3.08 96.92 

본 문에서는 비용 효율화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데이터 증 을 진행하면서, 미세조정 학습 

방식에서 과 확신 문제를 완화시 기 위해 학습 

도 인에서 벗어  선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선 데이터는 주어진 작업과 별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 에 중립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악성 글 분류 작업에서 글이 아닌 기사, 

소설과 같은 내용은 악성 여부 판단이 모 하기 때문에 

이를 중립적인 이 로 판단한다. SBERT[9] 를 

이용하여 데이터 세트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선데이터를 정의하고, 유사도가 낮을수록 기존의 

데이터 세트 와 별개의 정보를 가진다는 가설을 가지고, 

유사도가 낮은 데이터의 라 에 대해 균일 분포로 

가정하여 학습 데이터 세트로 추가하여 학습한다. 해당 

기법을 통해 미세조정 학습 방식에서 발생하는 과 확신 

문제를 완화하고, 미세조정 학습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2.  데이터   제안
본 문에서는 과 확신 방지를 위한 데이터 증

기법을 제안한다. 증 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구분하기

위하여 데이터 세트간 유사도를 측정해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 세트를 한 데이터 세트로 구분하고,

유사도가 낮은 데이터 세트를 선데이터 세트로

구분한다.

2.1  데이터 구분 
본 연구에서는 바  도 인 데이터 세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SBERT 를 이용하였다. SBERT는 BERT의 문장 

 성능을 자연어 추론(Natural Language 

Inferencing)에 대하여 학습시켜 문장  성능을 

개선한 모델이다. 각각의 데이터 세트간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SBERT 를 이용하여 라  정보와 

상관없이 데이터 세트(D)를 구성하는 문장들( D =
{x1, x2, … , xn}) 의  값을 이용해 데이터 세트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앞서 계산된 데이터 세트의 

평균  값을 내적하여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N 은 

플 된 데이터 개수이고, 𝐷𝐷𝑒𝑒𝑒𝑒𝑒𝑒
𝐴𝐴 와 𝐷𝐷𝑒𝑒𝑒𝑒𝑒𝑒

𝐵𝐵 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세트에 대한  평균일 때, 데이터 세트간 

유사도는 다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𝐷𝐷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𝑒 =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𝑥𝑥𝑒𝑒)

|𝑁𝑁|
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𝑆(𝐷𝐷𝑒𝑒𝑒𝑒𝑒𝑒𝐴𝐴 ,𝐷𝐷𝑒𝑒𝑒𝑒𝑒𝑒𝐵𝐵 ) = 𝐷𝐷𝑒𝑒𝑒𝑒𝑒𝑒𝐴𝐴 ∙ 𝐷𝐷𝑒𝑒𝑒𝑒𝑒𝑒

𝐵𝐵 (𝐴𝐴 ≠ 𝑆𝑆) 

본 문에서는 한국어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Ko-

Sentence-BERT [10] 를 사용하였고, 측정된 유사도가 

낮은 데이터 세트를 out domain 데이터 세트로 구분 

지었다. 

2.2  데이터  
일반적으로 분류문제에 사용하는 손실함수는 교차 

트로피이고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𝐿𝐿𝐶𝐶𝐶𝐶 =  −
1
𝑁𝑁
��𝑆𝑆𝑒𝑒𝑖𝑖 log (𝑆𝑆𝚤𝚤𝚤𝚤�)

𝐶𝐶

𝑒𝑒

𝑁𝑁

𝑖𝑖

 

N 은 데이터의 개수이고, C 는 데이터 세트의 분류 

종류의 개수이다. y 는 라 에 대한 정답이며, 𝑆𝑆�  은 

모델의 예측값으로 0 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과 확신을 완화시 기 위해 학습 데이터와 의미적 

유사성이 낮은 선데이터 세트를 학습에 포함시킨다.  

선 데이터의 의미 분포는 학습 데이터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모든 라 을 균일 

분포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7 개의 라 이 있는 데이터 

세트의 경우 선 데이터의 라  확 은 각 1/7 로 

균일하게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러닝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정보와 선정보를 적 하게 활용하여 데이터 

분포를 더 잘 추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과 확신을 

줄일 수 있다. 

𝐷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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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KCBERT-

Base 를 사용하며, 미세 조정을 진행할때 배치 크기는 

240 으로, 학습 은 5e-4 로 10 에 동안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최적화를 위해 AdamW 를 사용하였다. 

테스트 세트에서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확도를 

기준으로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매 

실 마다 발생하는 무작위성을 고 하기 위해 5 회 

실 을 진행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데이터증 에서  기반 기법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DA, AEDA 와 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기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역번역 기법, 그리고 러닝 

모델의 과 확신을 개선하기 위한 라  스무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성능을 검증한다. 해당 실 에서 라  

스무 의 epsilon 은 0.1 로 설정하였다. 

실 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 세트로는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NSMC)[11], Korean hate 

speech(Hate)[12], KLUE Topic classification(KLUE-

TC)[12], 구어체 번역 치(AI-HUB)[13], 

Korpora[14]를 사용하였다. NSMC 는 영화 리 에 

관련한 데이터 세트로 리 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하였다. Hate 는 인터넷 글에 관련한 데이터 

세트로 글을 편 이 있는 글, 모 이나 오가 있는 

글, 그 외 글 총 3 가지로 분류하였다. KLUE-TC 는 

스 드라인 데이터 세트로 스 주제에 따라 7 가지로 

분류하였다. 번역을 학습하기 위한 AI-Hub 의 구어체 

데이터와 한영 번역 치인 Korpora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2 데이터  유사  

그림 1 데이터 세트간 유사도 

선 데이터써의 활용을 위해 각 데이터 세트의 의의 

500 개 표본에 대해서 SBERT 를 통해 각 데이터 

세트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MC 와 Hate 데이터 세트는 

 모두 글을 활용하는 데이터이며 부정적인 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스 주제 분류를 위한 KLUE-TC 는 감정 

분류를 위한 NSMC 와 다르게 감정 정보를 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서로 낮은 유사도를 보였다. 

그림 2 Hate(연두)와 KLUE-TC 의 t-SNE 시각화 

그림 3 쪽 NSMC(긍정 : 파 , 부정 : ) 와 

Kopora(연두), 오른쪽 NSMC 와 Hate(연두) 의 t-SNE 

시각화 

이를 시각적으로도 살 보기 위해 본 문에서는 

NSMC, Hate, KLUE-TC 와 같은 데이터들을 t-

SNE 를 통해 시각화를 진행했다. 그림 2 의 연두색은 

Hate 로 KLUE-TC 의 다른 래스들과는 립적으로 

집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3 

쪽에서도 마 가지로 선 데이터 세트는 기존 데이터 

세트와 립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림 

3 오른쪽에서는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 세트인 NSMC 와 

Hate 간의 분포가 비 함을 관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사도 차이가 나는 데이터 세트들을 선 데이터 

세트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문에서는 

선 정보 반영을 위해 NSMC, Hate 와 같은 감정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서는 Korpora, KLUE-TC 와 

같은 데이터를 선 데이터로 활용하였으며, KLUE-

TC 에서는 반대로 NSMC 데이터를 선 데이터 세트로 

활용하였다. 

Proceedings of HCIK 2023

- 15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Table of Contents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5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5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3.3  결과 

표 2. 다양한 데이터 증  및 label smoothing 기법과 본 

문에서 제안하는 방식과의 비교 
  데이터 세트 

기법 
Hate NSMC KLUE_TC 

원본(기준치) 64.57 88.92 85.66 

라  스무  66.30 88.70 85.49 

역번역 65.89 88.52 84.88 

EDA 65.49 87.95 85.31 

AEDA 66.16 88.45 85.43 

한 데이터 64.43 88.88 84.59 

 데이터 68.55 89.04 85.68 

 

 
그림 4 증  기법에 따른 모델 예측 확  도식화 

기존 기법들의 과 확신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기법의 NSMC 평가 데이터 세트 오답에 대한 모델 예측 

확 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4 에서 확인할 수 있 이 본 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인 선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기법이 오답에 대해 

높은 예측 확 에서의 가장 낮은 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데이터 증  없이 원본 데이터만으로 학습시 을 

때 보다 과 확신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 아니라 EDA, 역번역 기법의 경우 

기존 증 을 진행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 세트보다 더 

높은 과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각 실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원본 데이터 

세트만으로 학습을 진행한 기준치와 다양한 데이터 

증 기법을 적용하여 증 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모델을 학습할 때 마다 

발생하는 편차를 고 하기 위해 모든 실 을 5 회 진행한 

후에 평균 값을 표 2 에 나타내었다. 각 학습데이터의 수 

만  데이터를 증 하여 실 을 진행하였다.  

실  결과, 모든 데이터 세트에서 본 문에서 제안된 

기법을 통해서 증 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했을 때 

제일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나 데이터가 제일 적은 

Hate에서는 기준치 대비 3.98%p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데이터 증 기법 중 가장 은 성능을 

보인 AEDA 대비 2.39%p 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반의 데이터 증 기법 만 아니라 

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역번역 기법과 비교해보아도 본 

문이 더 많은 성능 향상 을 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데이터 증  방식들을 적용할 경우 기존 

데이터와 비 한 분포의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법이 과 확신을 발생시켜서 본 

문에서 제안하는 기법과 비교해 낮은 성능 향상 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과 확신이 성능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실 에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와 유사도가 높은 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본 문에서 적용한 기법을 같이 

접목시켜 보았다. 예를 들어서 NSMC 데이터 세트의 

경우 높은 유사도를 가진 Hate 데이터 세트가 한 

데이터이다. 모든 실 에서 데이터 증  없이 진행한 

모델보다 오히  성능이 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미세 조정 

과정에서 과 확신을 완화시켜 더 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문에서는 선 데이터 세트를 정하여 러닝 

모델의 과 확신 현상을 완화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SBERT 를 활용하여 한글 러닝 

데이터 세트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선 데이터 세트를 정했다. 다음으로, 정된 데이터 

세트에 중립적인 라  값을 부여하여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서 활용했다. 실 을 통해 EDA, 역번역과 같은 

데이터 증  기법들은 과 확신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확인한 반면, 제안하는 기법은 과 확신을 

완화시 을 관 할 수 있었다. 실 을 통해 해당 기법이 

분류 작업에서 기준치 및 다른 데이터 증  기법보다 

성능이 향상 을 확인하여 선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안하는 기법은 선 데이터 세트에 대해 결정론적 

관측치로서 일정한 라 을 할당한다. 이러한 기존 

데이터간의 이  할당 차이는 손실함수 계산시 

로 값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되고, 수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 데이터에 대해 

확 론적 예측을 통해 수치적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기법으로 발전시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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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구 고령화와 함께 다양한 노인 질환의 극복은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다양한 노인 질환 중 근 감소증의 경우 근육량, 근력, 

근육 기능 등이 감소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심각도가 높은 질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 

감소증 증상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한 재활 운동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를 

디지털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재활 App. UX 전략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근 감소증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부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근 감소증, 노인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노인 

질환이 삶의 질 측면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근 감소증(Sarcopenia)은 노인에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로 나이가 많아지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 기능이 모두 감소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이는 

단백질 섭취 저하,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근육량, 

근력, 근육의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전에는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2016 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질병코드가 부여되며 

심각성이 확인되었다. 근 감소증의 극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근력 및 유산소 운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권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자가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는 심장 박동, 체온, 혈압, 

심전도, 수면, 태동 등 신체기능 측정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자립적인 건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의 활용은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시각 정보에 대한 인지적 

부담으로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디바이스 이용에 있어 인지적 

한계를 완화하고 사용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근 

감소증 환자 맞춤 운동 서비스 사례분석을 통해 

기회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고령층 근 감소증 환자의 디지털 맞춤 

운동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근감소증 

환자를 위한 재활 운동용 App. UX 전략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두 개의 근 감소증 디지털 케어 서비스 사례와 

디지털 트레이닝 서비스 사례를 용어와 심볼,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피드백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 

감소증 환자의 디지털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디지털 서비스가 결합한 근 감소증 

디지털 서비스 UX 전략 방향을 제안하였다. 

2. 사례 연구 

2.1 근 감소증 디지털 케어 서비스 도입 사례 및 

분석 

(1) 근 골격계 질환 케어 운동 코칭 서비스 ‘Hinge 

Health, 힌지 헬스’ 

‘힌지 헬스’는  근 골격계 질환 운동 코칭 서비스로 

모바일 디바이스, 전문가의 피드백, 헬스케어 기기 

연계를 통해 근 골격계 케어의 특수성을 고려한 

디지털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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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에서 동작 감지 센서를 통해 실제 행동을 

반영한 운동 자세 교정, 사용자의 통증과 상태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추천 및 수행이 

가능하다. 

표 1. 힌지 헬스(Hinge Health) 인터페이스 측면 분석 

용어와 

심볼 

장점 

 

레이블, 일러스트 함께 제공 

텍스트와 관련된 일러스트 

제공 

단점 일러스트 제한적 시점 제공 

레이아웃 장점 프로그램 구성 선택지 

최소화 

단점 유사 답변 항목에 대한 

레이아웃 일관성 부족 

 반복 스크롤로 인해 

부정적인 초반 진입 경험 

내비게이션 장점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선택지 최소화 

피드백 장점 명확한 색상 피드백 제공 

실시간 진척도 표시 

단점 불명확한 척도 표시 기준 

‘힌지 헬스’의 경우 텍스트, 레이블과 관련된 

일러스트를 함께 제공하고 명확한 색상 피드백을 

통해 실시간 진척도를 표시한다. 이는 화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시 제한적 

시점의 일러스트 제공으로 사용자 학습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이슈가 존재한다. 이는 다각도의 

시점으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텍스트 정보의 양을 줄이고 관련된 

일러스트나  시각화된 언어를 함께 제공하여 학습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1]. 사용자에게 한 화면에서 

많은 정보가 제시되는 반복 스크롤 레이아웃이나 

일관성이 부족한 레이아웃을 통한 정보 제공 시 

인지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는 정보 선택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슈로 인해 사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2]. 따라서, 비슷한 정보 구성 시에는 일관성 

있는 레이아웃으로 사용자 이해를 용이하게 도와야 

한다. 프로그램 선택지를 최소화하여 빠른 테스크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구성이 필요하다. 

실시간 진척도와 색상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불명확한 척도 기준으로 인해 

피드백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피드백 제공 

시에는 명확한 척도 표시 기준과 색상 피드백을 

이용하여 실시간 진척도를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용이한 사용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과도한 텍스트를 지양하고, 텍스트와 

관련된 시각적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반복 스크롤 레이아웃을 

지양하고, 일관적인 레이아웃 구조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긍정적인 초반 진입 경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화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피드백 제공 

 

그림 2 과도한 스크롤 방식으로 구성된 레이아웃 

(2) 근골격계 강화를 위한 근육 재활 및 성장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exoRehab, 엑소 리햅’ 

웨어러블 기기를 기반으로 생체신호를 측정, 

분석하여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는 ‘엑소 리햅’은 

연동된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상세한 가이드 제공을 

통해 재활 운동 및 치료가 가능하다. 재활치료를 

게임형으로 도입하여 재미와 동기 부여의 감정적 

효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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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엑소 리햅(exoRehab) 인터페이스 측면 분석 

용어와 

심볼 

장점 기능에 대한 명확한 

아이콘 사용 

단점 가독성이 낮은 컨트롤러 

디자인 

레이아웃 장점 단순한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사용자가 조작하기 쉬운 

큰 컨트롤러 제공 

단점 모바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내비게이션 단점 모바일 사용자 경험과 

상이한 내비게이션 

피드백 장점 웨어러블 기기 움직임 

범위 및 생체 움직임 

시각화 

추이 변화 그래프 제공 등 

상태 변화 시각화 

단점 모호한 상태 정보 표시 

의미 전달 

난해하고 불친절한 도움말 

엑소리햅의 경우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컨트롤러의 디자인이 일관되지 않아 가독성이 

저하되는 이슈가 존재한다. 이는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 확보와 함께 아이콘 

등을 통해 기능 이해가 가능하고, 현재 상태 인지가 

용이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심미적이고 간결한 

시스템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통한 사용성 증대 고려 

또한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고령층 가구의 

모바일 기기 보유율은 73.7%에 달한다. 노인도 

단순한 모바일 사용 경험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장시간의 사용 경험을 지니고 있다. 기존 모바일 

사용 경험과 상이한 내비게이션 방식은 사용성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하위 뎁스 구조의 

단계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모바일 사용자 

경험을 계승한 간결한 내비게이션 구조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시각화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사용자의 빠른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실시간 추이 변화와 모호한 상태 

정보 표시의 의미 전달로 인해 정보성이 약화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통한 상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해당 서비스 내에서 

불친절한 도움말 제공으로 사용자에게 시스템 인지 

강요 및 가독성이 낮은 컨트롤러 디자인 및 

레이아웃으로 사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성 및 내비게이션을 제공하여 용이한 사용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호한 기준의 정보 

시각화를 지양하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상태 변화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 타이포, 버튼 크기 전체적인 가독성 고려 

 

그림 4 컨트롤러의 디자인 및 레이아웃 가독성 부족 

 

그림 5 불 명확한 레이아웃 구조, 난해하고 불친절한 

도움말 

(3) 맨몸 운동, 홈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Freeletics, 프리레틱스’ 

‘프리레틱스’는 시간, 장비, 공간, 트레이너 등의 

제약이 없는 맞춤형 운동 지원 서비스이다. AI 

Coaching 을 통해 운동 기록 질문지 답변에 따라 

운동 방식, 강도 및 속도 조정이 가능하며, Custom 

Training Journey 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중심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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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프리레틱스(Freeletics) 인터페이스 측면 분석 

용어와 

심볼 

장점 선택에 관한 명확한 시각적 

표시 

 운동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이미지 사용 

단점 운동 세부 설명 부족 

레이아웃 장점 운동 종류별 다른 

인터페이스 제공 

단점 운동 리스트 카테고리 구분 

불 명확 

내비게이션 장점 입력한 운동 및 신체 정보로 

사용자 분석 

 오늘의 운동 정보에 대해 

게시 및 실시간 공유 가능 

피드백 장점 긴 설정에 대한 진행률 표시  

전체적인 운동 난이도에 

대한 난이도 조절 가능 

단점 세션 변경 요청에 대한 

피드백 부재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운동에 대한 

세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운동 

방법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디지털 트레이닝 서비스의 경우 운동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과 운동에 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현재 상태 및 선택에 대한 명확한 시각적 표시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레틱스의 경우 운동 

리스트의 카테고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 

불편함을 야기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명확한 

정보 계층구조 수립을 통한 사용성 확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피드백 측면에서는 긴 설정에 대한 

진행률을 표시하고, 색채 피드백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은 노화에 따른 수정체의 혼탁과 안구의 

황화현상으로 인해 파장이 긴 빨간색, 주황색과 

같은 색을 푸른 계열보다 더욱 명확하게 인식한다. 

그로 인해 푸른 계열은 피하고 파장이 긴 색을 

선택하여 반영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 운동 난이도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운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표시하여 

사용자의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한 프로그램 구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 시 

사용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 운동에 대한 세부 설명 부족 

 

그림 7 사용자 맞춤 프로그램 추천으로 단순한 

네비게이션 구조 제공 

두종의 근 감소증 디지털 케어 서비스 사례와 

디지털 트레이닝 서비스 사례들을 용어와 심볼, 

레이아웃, 내비게이션, 피드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공통적으로 

웨어러블 기기 착용, 정밀한 사용자 행동 분석, 

사용자 상태 및 통증별 맞춤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추천을 제공한다. 그러나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연동된 

사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반 

재활 치료 서비스 사용 시 해당 서비스가 타겟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여부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용어와 심볼 측면에서는 과도한 텍스트를 

지양하고,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레이션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레이아웃 측면에서는 타이포, 

버튼 크기와 같은 전체적인 가독성 고려와 함께  

단순한 레이아웃과 컨트롤러의 사용이  필요하다. 

내비게이션 측면에서는 사용자 맞춤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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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여 개인화된 단순한 내비게이션 구조 이용, 

피드백 측면에서는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색상, 움직임) 피드백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근 감소증 환자의 홈케어 운동 서비스 제안 

앞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근 감소증 환자의 

디지털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디지털 서비스가 결합한 근 감소증 디지털 

서비스의 전략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용자의 

행동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디지털 서비스와 

연계 후 세밀한 자세 교정까지 연결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행동양식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화면 구성을 제안한다. 

(1) 기기 연결 및 초기 세팅 

SNS 계정 로그인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설정한다. 

기기 연결 시 휴대폰과 바디 수트의 거리를 통해 

가까운 거리에 배치 후 장치 탐색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순한 내비게이션 구조를 

이용한다. 기기 재탐색 역시 같은 화면 속의 버튼을 

배치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기기 연결 후 사전 설문을 통하여 근 감소증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해당 설문 페이지 

구성 시 스크롤 형식이 아닌 단일 페이지로 

구성하며, ‘전혀 어렵지 않아요! / 흠.. 조금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 할 수 없어요 

보조기(지팡이 등)를 사용해야 가능해요’의 

텍스트와 감정 아이콘을 결합하여 사용자의 빠른 

인지와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보기 방식을 제공한다. 

줄자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측정인 근육량 평가의 

경우 측정 모습의 일러스트를 중앙에 배치하여 

일러스트 요소만으로도 해당 페이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근육량 평가, 자가진단 화면 

(2)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추천 

도출 인사이트 중 사용자가 개인화된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단순한 내비게이션 구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징을 토대로 사전 설문 

완료 후 사용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간, 운동 구성, 시간, 횟수를 자동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운동 프로그램 목록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이름과 대표 운동화면을 주요 

배치하여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는다. 

만약 사용자가 구성된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궁금할 시를 대비한 내비게이션 구조 

또한 설정한다. 

운동 일정표를 활용하여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의 운동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9 사용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추천, 운동 일정표 

(3) 운동 프로그램 시작 및 완료 

운동 시작 전 준비가 필요한 운동 기구와 주의 사항 

등의 화면을 단일 화면으로 구성, 화면 속 요소들은 

일러스트와 텍스트의 결합 형식으로 제공한다. 혈압 

체크의 경우 혈압 커프 착용 후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운동 시작 후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자세를 

체크하며 자세 교정을 실시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색채를 사용해 시간 경과에 대해 운동을 

진행하는 사용자가 빠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운동 완료 후 운동 시 느꼈던 운동 강도를 

선택하라는 설문 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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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에요, 약간 힘들어요,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매우 매우 힘들어요’의 7단계로 강도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강도가 힘들수록 붉은 색채를 사용하고, 강도가 

양호할수록 초록 색채를 사용하여 이용 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림 10 운동 시작 전 주의사항, 운동 시 자세교정, 운동 

강도 설문 화면 

결론 

두 종의 근 감소증 디지털 케어 서비스 사례와 

디지털 트레이닝 서비스 (힌지 헬스, 엑소 리햅, 

프리레틱스)서비스 분석과 근 감소증 환자의 

홈케어 운동 서비스 제안을 통해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케어 서비스 UX 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터페이스는 과도한 텍스트 지양하고 이해를 

위해 텍스트와 일러스트를 함께 사용한다. 타켓층을 

고려한 타이포그래피, 버튼 크기와 같은 전체적인 

가독성과 단순한 레이아웃, 컨트롤러의 사용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한 내비게이션 구조와 , 현재 

상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색상, 움직임)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케어 서비스 제공은 사용자 맞춤 프로그램을 

추천하여 개인화 시켜야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고 

사용성이 올라가 몰입이 증가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근 감소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구성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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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지  치 제는 디지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분야로 현재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근거 

기반의 치 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임에 따라, 

특성상 환자인 사용자로 하여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의 접속 빈도와 유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디지  치 제에 한 

여러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 

지속적인 사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HCI 연구는 

부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디지  

치 제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온보 에서 사용자가 접하게 될 기능이나 게 될 

이 을 미리 파악하도록 하여 디지  치 제에 한 

사용 태도를 정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보 에서 두 가지 HCI 

시스템 요소로  약속의 공개 정도와 근거 전  

방식을 선정하고, 이에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약속의 공개 정도가 높을 때 디지  

치 제에 한 사용자의 사용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 다. 또한, 수치 근거 전  방식을 사용했을 때 

디지  치 제에 한 사용 태도에 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 으로 디지  치 제의 온보 을 

디자인하도록 제안한다. 

주제어 

설 적 디자인, 디지  치 제, 온보 , 설 , 

약속의 공개 정도, 근거 전  방식 

1. 서 론 

디지  치 제는 2018 년부터 디지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업 분야로 부상하며 현재까지 관심을 

받고 있다 [1,2]. 특히, 이러한 관심은 공급자와 

수 자의 이해 관계를 충 시  것으로 기 한다. 

의 인 및 환자의 치 에 한 연구를 개발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디지  치 제의 보급을 통해 

기존 의  데이터 플  비  낮은 비용으로 

량의 실시간 환자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3]. 

수 자이자 사용자인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 

자신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치 가 가능하다 

[4]. 

디지  치 제는 근거 기반의 치 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등 소프트 어 기반 프로그램으로 

정의되며, 일반인들의 질병에 한 예방부터 

환자들의 치  및 관리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디지  치 제는 질병의 예방, 

관리 및 치  용도의 증거 기반 소프트 어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5]. 디지  치 제를 통해 

환자는 불면증, 불안증, 우 , 중독 등과 같은 

전통적인 정신 강 문제부터 당 관리, 항  

치 에 이르기까지 질병에 한 일상적 관리 문제를 

극 하고, 넓은 범위의 장애나 질병들의 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  치 제에 한 많은 관심과 기 에도 

불구하고, 디지  치 제를 현장에 적용해 실제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사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디지  치 제의 경우 

일반적인 약의 약순응도 문제와 마 가지로 

어플리케이션 접속 빈도(접속 이라고도 한다)와  

접속 유지(리텐션이라고도 한다) 수치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많은 고 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6,7]. 이와 관련하여, 디지  치 제 분야의 

표기업인 페어 테라퓨 스(Pear 

Therapeutics)에 따르면 접속 빈도와 유지는 

환자가 디지  치 제 기반의 근거 기반 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공적인 치  효과를 

기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표로 

서술된다 [8]. , 디지  치 제의 효과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디지  치 제의 사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디지  치 제를 처음 

사용하면, 사용자가 접하게 될 기능이나 게 될 

이 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디지  치 제 사용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9]. 따라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와 마 가지로 처음 

사용할 때 는 과정으로서 온보 (onboardi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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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  치 제에 한 정보를 전 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다.  

온보 이  사용자로 하여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의 사용 목표를 성하는데 도움을 

 수 있는지를 판별하게  는 과정이다 [10]. 

관련하여, 기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온보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제품에 한 인상, 사용자의 

성취감, 재접속 , 그리고 사용자의 제품에 한 

충성도를 향상시 다고 보고되고 있다 [11,12]. 

본 연구에서는 디지  치 제를 처음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 하여  기능과 이 에 관한 정보 

전 에 한 경험을 설계함으로  온보 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  

치 제를 처음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 온보 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HCI 시스템 

요소로 사용자에게 디지  치 제의 사용을 

약속하는 행위와 효과의 근거를 전 하는 방식에 

관한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이 요소들을 온보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 

의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온보 (Onboarding)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디지  제품의 온보 을 통해 

사용자는 스스로 해당 제품의 기능과 이  요소를 

알게 됨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 판별하게 된다 

[10,13]. 기존 연구에서는, 온보  경험을 통해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4]. 온보 은 사용자가 

처음 제품을 사용할 때 소개 과정을 함하며, 안내 

스트, 상호작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인터 티  

리얼, 은 사용 속에서 트를 제안하는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9].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HCI 측면에서 적 한 

방식의 온보 이 사용자로 하여  제품에 한 

학습과 사용 의지에 있어 정적인 영향을 미 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의 

온보  초기 경험이 제품에 한 좋은 인식의 

심이라고 언급하였다 [13]. 다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온보 을 통해서 제품의 가치를 

파악함으로 ,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는다고 강조했다 [9]. 특히, 모바일 

기반의 테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보 을  

설계하면 사용자들의 사용성에 한 인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15]. 온보 은 

사용자로 하여  제품의 기능과 그로 인한 이 을 

인지시 으로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사용을 

설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기존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10,13]. 

본 연구에서는, 디지  치 제 어플리케이션의 

온보 에서 어 한 HCI 시스템 요소가 중요한지를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고자, 

우리는 설  경험을 제공하는 심 요소로 약속의 

공개 정도(Level of Commitment)와 근거 전  

방식(Delivery Type of Evidence)을 HCI 시스템 

요소를 활용했을 때 온보 을 통한 사용자들의 사용 

태도가 어 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약속의 공개 정도(Level of Commitment)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약속(commitment)은 개인의 

행동이나 결정으로 인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6]. 특히, 약속을 설 의 기술로서 

활용하는 방식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17,18]. 특히, 디지  시스템에서 약속은 지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13,19]. 지는 사용자로 

하여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행동을 

제공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요소들의 활용”이라고 정의한다 [20]. 이와 

관련하여 지난 연구에서는 스트로 전 되는 

세지에 지를 적용함으로 , 비만 청소년들의 

다이어트 이후 무게 유지에 한 효과를 

증명하였다 [21]. 다른 연구에서는 버  

인터페이스에 지 개념을 적용해 규모 온라인 

수업에서의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19].  

본 연구에서는 지의 한 방식으로 디지  치 제의 

온보  상황에서 약속을 노출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특히, 약속을 노출하는 정도의 차이는 디지  

치 제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지를 

적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가정했다. 저, 약속의 공개 수준이 높은 경우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발표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 등이 있다 

[16,19,22]. 디지  시스템에서는 페이스 , 

트위터, 은 특정한 소  미디어에서 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적 약속 행위가 가능하다. 반면 

약속의 공개 수준이 낮은 경우 앞서 언급한 높은 

수준의 공개적 약속 행위를 하지 않고 스스로의 

다  행위만 하는 경우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인 환자에게 예방 및 치  

효과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수반되 로 공개적 

약속을 통해 사용에 관한 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온보 에서 높은 수준의 약속 

공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  

타인에게 공개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설 적 효과를 

높일 것이다. 따라서, 약속 공개 정도가 높을수록 

사용 태도에 보다 설 적이라고 가정한다. 

가설 1. 디지  치 제 온보 에서 사용자의 사용에 

관한 약속 공개 정도가 높을수록 사용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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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근거 전  방식(Delivery Type of Evidence)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보 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제품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이나 

이 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10]. 

따라서, 디지  치 제 온보 은 치  프로그램이 

함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에 필요한 기능과 이점, 

위험 등에 한 근거들을 함하는 정보들을 

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온보 에서의 근거 

전  방식(Delivery Type of Evidence)은 크게 

수치 근거 전  방식과 내러티  근거 전  방식이 

있다.  

수치 근거 전  방식은 어떤 사 , 사람, 장소 은 

어떤 현상에 한 정량 사를 통해 증거를 

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따라서, 정보를 

제시하거나 사 에 한 관성을 제시하기 위해 

자 및 이에 준하는 정량적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표적이다 [24]. 이와 관련하여, 

Greene 과 Brinn 의 연구에서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세지의 근거 전  방식이, 수치 근거에 

기반했을 때 그 지 않았을 때 보다 정보적 가치를 

 인지했고, 궁극적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 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25].  

반면, 내러티  근거 전  방식은 시지상에서 

이야기가 전 될 수 있는 사 과 등장인물이 

유기적으로 표현된 구조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26]. 

이와 관련하여, 정보의 특성에 따라 내러티  근거 

전  방식이 사용자로 하여  설 력 있게 

평가된다는 연구가 있다 [27].  

특히, 본 연구에서는 디지  치 제 온보 에서 

어떤 근거 전  방식이 사용자의 디지  치 제 

사용 태도에 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디지  치 제의 특성상 

온보 에서 사용자에게 기능이나 치  효과에 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적 가치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 근거 전  방식이 내러티  

근거 전  방식보다 사용 태도에 정적 영향을 

끼  것으로 가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적 

사실의 정보 전 이 필요한 에서 수치 근거 

전  방식은 사용에 한 태도에 정적이라는 기존 

연구가 있다 [26,28]. 따라서,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수치 근거 전  방식을 적용한 온보 이 내러티  

근거 전  방식에 비해 디지  치 제를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보다 설 적이라고 가정한다. 

가설 2. 디지  치 제 온보 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관한 수치 근거 전  방식이 

내러티  근거 전  방식보다 사용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것이다.  

또한, 우리는 디지  치 제 온보 을 통한 사용 

태도가 강화될수록 사용자들의 지속적 사용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  것이라고 가정한다. 기존에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한 사용 태도가 어 한 

지에 따라 지속적 사용 의지에 영향을 미 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29]. 특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술을 접하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사용 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30].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  치 제는 아무나 사용해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인 만  온보 을 통해 

사용 태도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적 사용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  것이다. 

가설 3. 디지  치 제 온보 을 통한 사용 태도의 

강화는 디지  치 제의 지속적 사용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실험 프로 타입 레 스 

본 연구에서는 디지  치 제 온보 에서 약속의 

공개 정도와 근거 전  방식의 HCI 시스템 요소를 

통해 사용자의 사용 태도에 어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해 색한다. 특히, 사용하기 전 

온보 에서 스스로 사용을 다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약속을 통한 지와 근거 전  방식을 

통한 정보 인지가 사용자로 하여  사용 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시중에 공개된 20 여가지의 

디지  치 제 가운데 온보 에 접근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실제와 유사한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자 

프로 타입 디자인에 참고할 레 스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디지  

치 제 가운데 우 증이나 불안증 같이 최근 사 적 

문제로 인해 [31]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정신 

질환의 증상 완화와 치 를 목적으로 하는 

Ensemble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험 프로 타입 

개발을 위한 레 스로 선정했다.  

           

그림 1 약속 화면( )과 근거 전  방식(오) 화면 예시  

3.2 연구 모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레 스 디지  

치 제인 Ensemble 을 기반으로 온보 을 

재설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HCI 

시스템 요소 2 가지를 적용, 개발하였다. 최종 연구 

모델은 독립 집단 설계(Between-Subjects Design) 

디자인에 따라 2 (약속의 공개 정도: 공개 vs. 

비공개) x 2 (근거 전  방식: 수치 vs. 내러티 ) 

리얼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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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연구 모델 

3.3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디지  치 제 사용을 시작하는 

을 고려해 우 함과 불안함을 고 있는 일반 

참가자 135 명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제 

디지  치 제는 아니지만 문제 극 을 위해 

루션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를 상으로 하여 

실험에 한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35 명의 

참가자들을  배정 방식으로 총 4 가지 그 에 

배치하였다: 약속의 공개 정도 높음 x 수치 증거 

제공 방식 29 명, 약속의 공개 정도 높음 x 내러티  

증거 제공 방식 31 명, 약속의 공개 정도 낮음 x 수치 

증거 제공 방식 20 명, 약속의 공개 정도 낮음 x 

내러티  증거 제공 방식 29 명. 참가자들에게 

참여에 따른 보상으로 $30 수준의 어러  

디바이스와 $5 수준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였다. 

3.4 연구 과정 

실험 참가자들은 온라인 기반의 실험 시스템에 

접속해 본 연구자들이 설계, 개발한 디지  치 제 

온보  프로 타입을 경험하고 실험 설문에 

참여했다. 실험 설문은 10 분 안에 응 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으며, 처음 실험 시스템에 

접속하면 디지  치 제를 처음 접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이에 한 설명이 있으며 실험 시스템 자체에 

한 온보 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실험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디지  치 제를 

처방하기 전 문진하는 경험과 유사한 과정의 

일환으로 우 함과 불안함을 측정하는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 및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7) 질문지를 제공했다. 

실험 시스템 자체에 한 온보 이 완 된 , 본 

연구자들이 설계, 개발한 디지  치 제 온보  

프로 타입을 경험하게 된다. 인터 티  인 

프로 파이(ProtoPie)를 통해 개발된 온보 은 

실제와 거의 유사한 작동 구현이 가능하 로, 

참가자들의 실험에 한 몰입을 높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디지  치 제 온보 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이루어진  디지  치 제에 한 사용 

태도(Use Attitude towards DTx, UAD)와 지속 

사용 의지(Willingness of Continuous Use)에 

한 실험 설문에 응 했다. 

3.5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디지  치 제에 한 사용 태도와 

지속 사용 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4 개, 3 개의 

설문 아이템을 채택하였다 [32, 33]. 측정을 위한 

모든 질문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인 참가자들을 위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표 1 측정 도구 

측정 

항목 

내용 관련 

문헌 

UAD1 만약 내가 심각한 정서적 등을 는다면, 

이 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32

] 

UAD2 내가 오 동안 불안하거나 속상하다면 이 

의 도움을 원할 것 같다.  

UAD3 나는 감정적 문제를 을 때 자 해결하기 

보다는 이 디지  치 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WCU1 내가 이 디지  치 제를 처방 받을 수 

있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 

[33

] 

WCU2 나는 이 디지  치 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기 한다. 

WCU3 나는 앞으로 이 디지  치 제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 

WCU4 내가 이 디지  치 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제공하는 치  프로그램을 충실히 경험할 

것이다. 

 

4. 연구결과 

총 135 명의 참가자 데이터 가운데 의도적 또는 

비일관적 오류로 보이는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제된 참가자들의 데이터에 한 조  

별 N 은 다음과 같았다: 약속의 공개 정도 높음 x 

수치 근거 전  방식 24 명, 약속의 공개 정도 높음 

x 내러티  근거 제공 방식 24 명, 약속의 공개 정도 

낮음 x 수치 근거 제공 방식 23 명, 약속의 공개 정도 

낮음 x 내러티  근거 제공 방식 19 명.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번 로, 디지  

치 제의 온보 에서 약속의 공개 정도가 높았을 

때(평균 = 4.555) 낮았을 때(평균 = 3.897)보다 

디지  치 제에 한 사용 태도에 더 효과적이었다 

(F(1,88) = 3.957, p < 0.01). 두 번 로, 디지  

치 제의 온보  상황에서 수치 근거 전  

방식(평균 = 4.500)이 내러티  근거 전  

방식(평균 = 4.040)보다 디지  치 제에 한 사용 

태도에 더 효과적이었다 (F(1,88) = 3.455, p < 

0.01). 더 이, 디지  치 제에 한 사용 태도가 

강화될 수록 지속 사용 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다   .   <0.001, R2 =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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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계 결과 그래프 

5.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디지  치 제 온보 에서 필수적인 

두 가지 HCI 시스템 요소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디지  치 제 사용에 한 강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온보  상황에서 약속의 공개 정도와 근거 

전  방식의 조작을 통해 사용자의 디지  치 제 

사용 태도가 강화되는지 확인했다. 또한, 디지  

치 제의 사용 태도가 지속적 사용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해 가정하였다. 

가설 검증 에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가 설정한 모든 

가설은 검증되었다. 저, 사용자들은 디지  

치 제 온보 에서 약속의 공개 정도가 높을 때 

사용 태도가 보다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들은 디지  치 제 온보 에서 수치 근거 

제시를 받을 때 사용 태도가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용 태도는 지속적 사용 

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 다. , 디지  

치 제를 처음 접할 때 사용 태도의 강화는 실제 

디지  치 제가 제공하는 치  프로그램을 지속 

사용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디지  치 제가 기존의 약과 

마 가지로 문제를 고 있는 약순응도에 관한 

해결책으로서 온보  디자인에 한 중요성을 

증명했다. 특히, 병원 진 에서 벗어나 환자가 직접 

치 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 디지  제품을 

사용할 때, 온보 에서의 경험이 사용 태도와 

지속적 사용 의지에 영향을 미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 보다도, 환자인 사용자가 스스로 

다 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약속의 공개 

정도를 온보 에서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동기부여를 자연스럽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적 한 수치 근거 전 은 감성적이거나 이야기 

요소들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신 와 확신을 

심어주어 디지  치 제를 하는 태도를 

정적으로 만들어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디지  치 제를 연구, 개발함에 있어 온보 에 

한 보다 다양한 HCI 시스템 요소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함으로서 사용자가 

디지  치 제를 올바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 고려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다. 

 번 로, 약속의 공개 정도를 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 실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실험 시스템에서는 디지  치 제를 실제 

처방하고 사용하는 환경이 아  프로 타입의 

형태였으 로, 부 이 정해진 타인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약속하고 공개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약속 공개는 디지  치 제 사용 

태도에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강제성이 있는 경험을 

제공해 부정적 감정들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디지  치 제 사용을 위한 온보  특성상, 사전에 

우 감이나 불안감이 경미한 실험 참가자들을 

상으로 실험을 했기에 결과 해석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PHQ-9 을 통해 우 감을 측정한 결과, 

우 감이 높은 참여자들이 우 감이 경미하거나 

중간정도의 참여자들보다 디지  치 제 사용 

태도나 의도에 해 더 좋은 태도를 지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 감이나 

불안감의 정도에 따른 온보  경험이 사용 태도와 

지속적 사용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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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드론과 같은 소형 비행체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기동력 항공기의 가능성이 

열렸고, 여러 국가와 기업, 지자체에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1,2]. UAM 은 

기존 도심 교통에 신속성 및 쾌적성, 확장된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사용자인 대중의 신뢰와 사회적 

인식은 UAM 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현실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통해 UAM 에 대한 언급량 분석, 

연관어 분석, 긍/부정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UAM 에 

대한 국내 대중의 인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UAM 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한 가지 요소로서 대중의 인식을 분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주제어 

도심 항공 교통, UAM(Urban Air Mobility), 

개인항공기, PAV(Personal Air Vehicle),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1. 서 론 

최근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는 빠르고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항공기의 가능성을 

열었고, 동시에 드론과 UAV 같은 소형 비행체에 대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글로벌 

컨설팅업체들은 새로운 미래 사업으로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해서 높은 기대와 밝은 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1,4]. 또한, 국내외 여러 

기업과 국가, 지자체에서도 도심 인구 증가와 

교통혼잡, 환경문제를 해결할 미래 이동 수단으로 

UAM 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5]. UAM 은 도심 속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를 기반으로 한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비행체(eVTOL)로 도심을 

비행하며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이다 [6]. 

그림 1. UAM 및 버티포트 예시 

 이 UAM 은 기존 도심교통체계에 신속성과 쾌적성, 

확장된 연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 

UAM 이 기존의 교통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과 

아울러 미래 도심항공교통(UAM)의 잠재 이용 고객인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7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7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대중의 신뢰와 UAM 을 기존 교통의 대체 수단으로 

선택하기 위한 사회적 수용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은 UAM 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중은 UAM 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현실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3,7].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UAM 에 대한 국내 대중의 인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UAM 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UAM 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대중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바이브컴퍼니의 

Sometrend 를 통해 SNS 와 블로그, 뉴스 등 온라인 

웹 자료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언급량 분석, 연관어 분석, 긍부정 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앞으로의 

UAM 상용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기에 분석 기간은 최근 발생한 웹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최근 

12 개월(2021 년 12 월 ~ 2022 년 12 월)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 키워드로는 

“UAM”과 그 동의어 및 유사어를 사용하였고, 분석 

결과 언급량이 분석함에 의미가 없는 수준의 키워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에 오염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키워드는 제외어로 사용하였다.  

셋째, 언급량 분석을 통해 장기간(2014~2022 년)의 

'UAM' 언급량 추이를 도식화하여 대중의 관심 

변화를 확인하였고, 분석 기간 내(2021 년 12 월 ~ 

2022 년 12 월) 언급량 추이와 일간 업급량 합계 

200 건 초과 일[그림 2]을 확인하여 해당 일의 웹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고 내용을 종합하여 공통사항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UAM'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관어 분석을 통해 최근 

4 년간(2019 년~2022 년)의 연관어 추이를 분석하여 

'UAM 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분석 기간 내(2021 년 12 월 ~ 2022 년 

12 월) 상위 순위 연관어가 언급된 웹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고 내용을 종합하여 'UAM'의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용화'라는 연관어가 언급된 웹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고 종합하여 'UAM'의 상용화 

예상 시기를 도출하였다. 긍부정 분석을 통해 분석 

기간 내(2021 년 12 월 ~ 2022 년 12 월) 대중의 

일반적인 감성 인식과 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난 날의 

웹 데이터 조사, 분석하여 감성 영향 요인을 

확인하였고, 상위 언급 감성 단어의 웹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단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3. 빅데이터 분석 결과 

3.1 언급량 분석 

언급량 추이 분석을 통해 2014 년 이후 꾸준히 

'UAM'에 대한 언급량이 증가하였고, 2019 년을 

그림 2. 2021 년 12 월~2022 년 12 월, 일별 “UAM”에 대한 언급량 추이와 일별 언급량 합계 200 건 초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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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큰 증가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따라서, 'UAM'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최근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급량 분석을 통해 아래 

6 가지 인식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1)기업의 

기술개발 및 대규모 투자계획, 실증사업 추진, 

사업추진 계획, 비전 발표 2)기업과 지자체에서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 발표 3)정부의 현실화, 상용화 추진 

계획 발표 4)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 발생 

5)기업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6)정부 주최의 

박람회 개최 및 기업의 참여 등의 요인에 따라 사회의 

UAM 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연관어 분석 

연관어 추이 분석을 통해 3~4 년 전(2019 ~ 

2020 년)과 비교하여 최근 2 년간(2021 년 ~ 

2022 년) '사업', '산업', '계획'이라는 연관어가 많이 

언급된 것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관련 웹 데이터 분석을 

통해 UAM 에 대한 실증사업이나 현실화, 상용화를 

위한 계획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위 언급 연관어의 웹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부와 지자체 및 기업에서 

UAM 을 미래 혁신사업으로 여기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특화계획을 수립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시장 선도를 위한 시범사업과 실증사업 진행으로 

현실화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UAM 

사업은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와 융합을 필요로 하므로 

다양한 산업분야를 발전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상용화'라는 연관어의 웹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러 

국가와 지자체, 기업의 UAM 상용화 목표 시기를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5 년, 싱가포르는 

2024 년,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8 년, 부산시는 

2026 년, 제주시는 2025 년, 미국의 기업 아처 

에비에이션과 오버에어는 각각 2024 년 2026 년, 

일본이 기업 스카이드라이브는 2025 년 등 목표 

시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빠르면 2024 년에서 

2028 년 정도에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상용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상용화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을 재고해야 한다. 

3.3 긍부정 분석 

긍부정 분석을 통해 분석 기간 내 전체적인 사회적 

인식은 긍정(85.1%)이 부정(7.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긍부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기업의 소극적 투자 2)정부의 규제와 정책 

그림 4. 2021 년 12 월~2022 년 12 월, 월별 “UAM”에 대한 긍부정 비율 추이와 기간 내 전체적인 긍부정 비율 

그림 3. 2014 년~2022 년, 연별 “UAM”에 대한 언급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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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3)허황된 계획에 대한 비판 등의 경우와 이와 

관련된 보도 자료가 발생한 경우에 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긍부정 단어 분석을 통해 

'안전', '안정적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는데, 

관련 웹 데이터를 분석하여 UAM 상용화 시 안전이 

중요한 요소이며,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UAM 에 대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 및 

운용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4. UAM 의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고려사항 

이르면 2024 년에 상용화되는 UAM 에 대해 대중의 

인식과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 및 기업에서도 UAM 전용 노선을 설치하는 방안 

등 기술개발을 통해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들이 초협력적 사업 모델을 

형성하여 UAM 상용화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대중의 인식이나 사용자의 인식 등을 

평가하거나 서비스 관점의 전략 방안을 구축하는 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미국항공우주국 NASA 에 따르면, UAM 에 대한 

수용성을 저해하는 원인은 안전성에 대한 불확신 

때문이다 [8,9].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중의 인식에서 

‘안전’이 중요한 감성 단어로 언급된 바와 같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및 

신뢰성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사용자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래자동차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 뿐 아니라, 사용성 측면과 

서비스 제공 측면 등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을 위한 

연구 개발이 이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UAM 의 성공적 상용화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고려가 필요하며, 지각된 안전감 및 안락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0]. 구체적으로는 기체를 사용하기 

전후, 기체를 사용할 시의 사용자의 안전성, 신뢰성, 

사용성, 편의성, 편리성, 효율성, 만족감 등의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현시점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UAM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안전', 

'안정적인'이라는 감성 단어가 주로 언급되어 UAM 

운용에 안전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UAM 개발이 점차 진행되어 현재는 현실화를 앞둔 

시점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도처에서 UAM 을 미래 

혁신사업으로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장 선도를 위한 시범사업과 

실증사업 진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UAM 산업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으로 관련 

산업들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을 통해 

사회적 인식 영향 요인으로 6 가지 관심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3 가지 부정적 인식 증가 요인을 확인하였고, 

UAM 의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유럽 항공안전기구 EASA 에 따르면, 

UAM 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UAM 성공적 

상용화를 위해 관련 산업 및 기관에서는 사회적 인식 

영향 요인을 고려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미 

항공우주국 NASA 에 따르면 UAM 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저해하는 원인은 안정성에 대한 불확신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감성 단어로 언급된 것과 같이, UAM 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면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여, 사용자에게 지각된 안전감과 

안락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UAM 의 

감성적 경험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UAM 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인식 영향 

요인 도출을 통해 UAM 의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생성자의 연령과 성별, 정치적 

성향 등 인적변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한정적 

매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적 상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사용성 

측면과 서비스 제공 측면 등 UAM 에 대한 사용자 

경험 기반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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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소비 

주도층으로 부상한 50~60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는 기술 친숙도 등의 이유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쇼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에서는 모바일 활용 한계로 
인해 제한된 쇼핑 경험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UX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AR 모바일 쇼핑의 종류 중 기술 
도입 단계 대비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구 구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MZ 세대와 
액티브 시니어에게 동일 태스크를 진행하게 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페인 포인트에 대해 이해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의 니즈를 분석하여 AR 모바일 

쇼핑의 향후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액티브 시니어, 증강현실(AR), AR 가구 쇼핑, 모바일 

쇼핑, 사용자 경험(UX), 서비스 디자인 

1. 서 론 

1.1 연구 배경 

코로나 19 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오프라인 

쇼핑을 더 즐기던 50⋅60 세대도 온라인 쇼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은 디지털 
환경과 언택트 소비문화에 익숙한 MZ 세대의 

전유물이었으나 50⋅60 대가 온라인을 체험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1].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9 년에 견줘 2021 년 한 해 동안 50 대와 60 대 
이상의 온라인 업종 이용이 각각 110%, 142% 

증가했고, 20 대와 30 대 이용 증가율은 각각 45%, 

63%였다[2].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은 시니어를 지칭하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구매력과 쇼핑 의지가 

꼽힌다[3].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되고 4 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AR 기반 모바일 쇼핑 경험은 
소비자에게 색다른 체험과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쇼핑 활동에 몰입하게 하며, 

즐기면서 제품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4]. 

1.2 연구 목적 

액티브 시니어는 구매력과 쇼핑 의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모바일 기기의 한계로 인한 정보 부족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제한된 경험을 하고 

있다.[5]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에게 확장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AR 기반 모바일 쇼핑 경험을 연구하여 
이용 행태와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고 개선된 모바일 

쇼핑 경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MZ 세대에 비해 새로운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액티브 시니어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AR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5060 

액티브 시니어층[6]과 AR 쇼핑에 비교적 익숙한 2030 
MZ 세대[7]의 AR 모바일 쇼핑 경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다양한 AR 쇼핑의 분야 중에서도 

가구 쇼핑은 제품의 크기와 실재감을 경험할 수 있어 
AR 쇼핑이 적용되기 시작한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 AR 가구 쇼핑 앱을 선정하여 액티브 

시니어와 MZ 세대 각각 4 명을 대상으로 하여 앱 
서비스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용성 평가를 통해 태스크 수행 소요 

시간을 측정해 비교하였으며, 정성적 인터뷰 데이터를 
활용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진행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디자인 

인사이트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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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액티브 시니어의 기술 활용 

스마트폰과 IT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는 여러 분야에서 모바일 

활용 능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활용도는 사용성이 편리한 
모바일 메신저나 아날로그적인 기능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8] 

따라서 향후 AR/VR 등의 기술이 적용되어 다양한 
활용을 하게 될 모바일 경험은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더 다양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2 AR 가구 쇼핑 시장 현황 

글로벌 AR 시장 규모는 2021 년 225 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88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9]. 
특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주로 쇼핑이 이루어졌던 

가구의 경우 모바일 쇼핑 채널을 활용하면서 크기, 질감, 
색상 등의 확인 여부와 실제 사용자 거주 환경과의 
조화 파악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케아 플레이스, 한샘몰, 굳닷컴 까사미아 등 AR 가구 
쇼핑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다.[10] 

기존 AR 가구 쇼핑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앱에 
대한 분석과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11] 세대 간의 
비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 시니어와 MZ 세대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AR 가구 쇼핑 앱 선정 

연구 대상 앱은 사용자가 많은 AR 가구 쇼핑 앱을 

조사한 뒤 iOS용 앱과 안드로이드용 앱을 각각 하나씩 
선정했다. 이케아 플레이스(IKEA Place)는 가구업체 
최초로 AR 기술을 도입한 앱으로 iOS 운영 체계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용 
앱으로는 한샘몰과 굳닷컴을 비교한 결과, 한샘몰보다 
굳닷컴이 더 많은 제품에 대해 AR 기능을 적용할 수 

있어 굳닷컴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3.2 AR 가구 쇼핑 앱 사용자 선정 

액티브 시니어와 MZ 세대의 쇼핑 경험을 비교하기 

위해 50~60 대 4 인, 20~30 대 4 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8 인을 사용자로 선정하였다. 남녀 성비, 
이케아 플레이스 앱과 굳닷컴 앱 사용자 비율은 1:1로 

구성했다. 액티브 시니어 사용자는 S1, S2, S3, S4 로 
표기하고, MZ 세대 사용자는 M1, M2, M3, M4 로 

표기했다. 8인 중 이케아 플레이스 앱 사용자는 S1, S2, 
M1, M2, 굳닷컴 앱 사용자는 S3, S4, M3, M4이다. 
사용자의 연령대와 성별 등을 반영해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구분 

 액티브 시니어 MZ세대 

앱 이케아 플레이스 
굳닷컴 

까사미아 

이케아 

플레이스 

굳닷컴 

까사미아 

구분 S1 S2 S3 S4 M1 M2 M3 M4 

연령 50대 50대 60대 60대 20대 30대 20대 30대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여 남 

3.3 정량적 연구 방법 : 사용성 평가 

액티브 시니어 4인, MZ세대 4인에게 2022년 5월 
7 일~18 일까지 사용성 평가 태스크를 실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관찰했다. 표 2와 같이 회원 가입부터 

AR 기능을 실행해 가구를 배치하는 등의 10 단계 
과업을 제시하고 단계별 소요 시간과 실행 성공 여부를 

체크했으며, 총소요 시간도 측정하였다.  

표 2. 사용성 평가를 위한 AR 가구 쇼핑 앱 태스크 

 굳닷컴 까사미아 이케아 플레이스 

1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세요.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세요. 

2 AR 존에 접속하세요. 
프로필에서 설정에 접속해 언어를 

Korean으로 변경하세요. 

3 
카테고리 중 ‘서재가구’ 중 

원하는 책장을 선택하세요. 

카테고리 중 ‘북케이스’ 중 원하는 책장을 

선택하세요. 

4 
AR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곳에 책장을 배치해 주세요. 

AR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곳에 책장을 

배치해 주세요. 

5 
책장의 크기를 조정하고 책장을 

회전시켜 바르게 배치해 보세요. 

책장의 크기를 조정하고 책장을 회전시켜 

바르게 배치해 보세요. 

6 
배치한 책장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배치한 책장을 위시리스트에 담아보세요. 

7 

기존 책장을 그대로 배치한 

상태에서, 같은 책장을 복제하여 

추가로 배치해 보세요. 

기존 책장을 그대로 배치한 상태에서, 

카테고리에 재접속하여 소파를 추가로 

배치해 주세요. 

8 
책장의 크기를 조정하고 책장을 

회전시켜 바르게 배치해 보세요. 

소파의 크기를 조정하고 소파를 회전시켜 

바르게 배치해 보세요. 

9 
배치된 가구를 화면에서 모두 

삭제해 주세요. 

배치된 가구를 화면에서 모두 삭제해 

주세요. 

10 
장바구니에서 상품을 확인해 

주세요. 
위시리스트에서 상품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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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성적 연구 방법 : 사전·사후 심층 인터뷰 및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사용자의 AR 가구 쇼핑 앱 경험 전과 후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4월 28일 ~ 18일까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AR 가구 쇼핑 앱 경험 전의 AR 

기술에 대한 친숙도 확인,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과 가구 

쇼핑 관련 경험 등에 대한 질문을 편성하였다(표 3). 

표 3. 사전 인터뷰 문항 

 항목 설문 문항 

1 
AR 친숙도 

확인 

- AR(증강현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AR(증강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AR Commerce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알고 계신다면,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 

2 

온라인 
쇼핑 

경험(제품 

제한 없이) 

주로 사용하는 쇼핑 어플리케이션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사용 빈도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시각적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경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제품 정보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어떻게 얻는지 말씀해 

주세요. 

- 제품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알려주세요. 

- 제품과 제품 간의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3 

가구 쇼핑 
관련된 

경험 

- 보통 가구를 어떤 루트로 구매하시나요? 

- 가구를 앱(온라인)으로 구매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 구매했다면, 주로 어떤 앱(웹사이트)을 통해 구매하셨나요? 

- 구매했다면, 구매 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 앱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다면, 주로 구입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 가구를 쇼핑 앱(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용성 평가 후에는 제이콥 닐슨(Jakob Nielsen)에 
의해 구성된 10가지 사용성 지침을 기반으로 AR 가구 
쇼핑 앱이 사용자를 만족시켰는지를 확인하고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표 4>의 설문 문항을 작성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는 파편화되어 있는 산발적인 정보들을 
정리해 내기 위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ming)을 통해 데이터 분리, 그루핑 과정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표 4. Jakob Nielsen 10가지 사용성 지침 기반 설문 문항 

 
사용성 

10원칙 
설문 문항 

1 

시스템 

상태의 

가시성 

1. 원하는 과업에 대해 적당한 반응 속도를 제공하고 있나요? 

2. AR 기능 시 진행 상태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 

되었나요? 

2 

시스템과 
현실 

세계의 

조화성 

1. 앱 사용 시 방식이 어색하거나 새로운 점이 있었나요? 

2. 메뉴 항목 및 기능키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나요? 

3. AR 기능이 가구 쇼핑 경험 확장에 도움이 되었나요? 

3 

사용자 

주도성 
및 

자유성 

1. 과업 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때, 직전 단계로 쉽게 

돌아갈 수 있었나요? 

2. 원하는 화면(AR ZONE, AR HISTORY 등)에 쉽게 이동할 

수 있었나요? 

3. 원하는 가구를 찾는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나요? 

4 
일관성과 

표준성 

1. 앱의 디자인에 통일감이 있었나요? 

2. 가구 이름, 색상 등의 네이밍에 일관성이 있었나요? 

5 
오류 

예방성 
1. 과업을 수행하는 데 혼동되는 메뉴 및 버튼이 존재하였나요? 

6 
식별, 

이해성 

1. 앱의 AR 서비스 사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2. 필요한 메뉴 및 버튼이 적절한 때에 제공되었나요? 

3. 가구 탐색 시, 원하는 가구의 사이즈/색상을 찾기 쉬웠나요? 

7 
유연성과 

효율성 

1. 원하는 정보를 찾기까지 걸리는 단계가 적절한가요? 

2.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메뉴 및 버튼을 찾기가 쉬웠나요? 

8 심미성 

1. 앱의 글자 및 배열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2. 앱 내 AR 기능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심미적이라고 

생각하나요? 

9 

오류 

인식, 
진단, 

복구 

가능성 

1. 과업 수행 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동으로 오류가 

인식되었나요? 

10 

도움말과 
설명서 

제공성 

1. 과업 수행 시 사용 방법을 모를 때 적절한 설명 혹은 도움말이 

제공되었나요? 

4. 연구 결과 

4.1 사용성 평가 태스크 소요 시간 및 관찰 결과 

액티브 시니어와 MZ세대의 사용성 평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태스크 실행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해 비교해보니, 액티브 시니어는 
MZ 세대보다 2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표 5). 
MZ 세대의 오류 횟수는 평균 1 회인 반면, 액티브 

시니어층의 오류 횟수는 평균 6 회에 달했으며 일부 
태스크는 어려움을 느끼고 실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MZ 세대는 주어진 태스크를 신속하게 

수행했으며 태스크 외 다른 기능들도 자발적으로 
실행해보는 등 AR 가구 쇼핑 앱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가구의 회전이 잘 안되었다. 
가구를 공간에 배치할 때 앱이 공간의 길이도 
판단해줘야 하는데 앱에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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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 수행에 가장 긴 시간(10분)을 사용했던 S3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액티브 시니어는 여러 차례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아 AR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또 다른 시니어 S2 도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겨우 가구 회전과 배치를 해볼 수 있었다”면서 가구를 

회전시키거나 복제해서 배치해보는 태스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밝혔다. 

“앱 사용에 어색한 점은 없었다. 유저 저니에 맞춰서 잘 

짜여 있다고 느꼈다. AR 기능을 처음 써서 새롭게 
느껴졌지만 바로 익숙해졌다. 가구를 회전시켜 위치를 
손으로 정하는데 거기에 적용이 잘 된다고 

느껴졌다.(M1)” 

M1 과 같이 MZ 세대의 경우 대부분 디지털 기기의 
새로움에 전혀 낯설어 하지 않고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 

앱 실행 중 AR 기술이 적용된 단계에서 MZ 세대는 
오류 없이 익숙하게 태스크를 수행한 반면,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가구를 회전시키거나 복제해서 

배치해보는 태스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사용성 평가 관찰 조사 결과 (오류 발생 O, 오류 없음 X) 

 액티브 시니어 MZ세대 

앱 
이케아 

플레이스 

굳닷컴 

까사미아 

이케아 

플레이스 

굳닷컴 

까사미아 

 S1 S2 S3 S4 M1 M2 M3 M4 

1 O O X X X X X X 

2 O X O O X X O X 

3 O O X X X X X X 

4 O O O O X O X X 

5 O O O O X X O X 

6 X X X X X X X X 

7 X X O O X X X X 

8 O O O O X X X X 

9 O O O O X X X X 

10 X X X X X X X X 

오류 

횟수 
7회 6회 6회 6회 0회 1회 2회 0회 

총 
소요 

시간 
7분 6분 10분 9분 

2분 

25초 

3분 

20초 
4분 3분 

 

4.2 사전⋅사후 심층 인터뷰 결과 

사전 인터뷰 결과, AR 기술을 적용한 쇼핑 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MZ 세대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대부분 몰랐다고 답했다. 가구 

쇼핑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가구는 온라인에서 구경하더라도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한다고 답변했지만, MZ 세대는 ‘오늘의 
집’이나 ‘당근마켓’ 등을 통해 모바일에서 쉽게 
구매한다고 답했다. 쇼핑 앱을 통해 가구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액티브 시니어는 “나쁘지 않다”고 답변한 
반면, MZ 세대는 “가구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었다.  

사후 심층 인터뷰 결과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4.2.1 적절한 피드백 및 도움말 부재 

AR 기능이 낯선 사용자에게 적절한 피드백 및 

설명, 도움말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액티브 
시니어 사용자 중 S3은 “굳닷컴 앱 사용 시 AR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을 선택했을 경우, 즉각 

오류를 인식하고 알림을 줘야 하는데 한참 동안 
대기해도 로딩이 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4.2.2 화면 간 이동의 어려움 

MZ세대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때 
직전 단계로 쉽게 돌아갔으나,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실수가 발생할 때 직전 단계로 가는 것을 

어려워했고 아예 맨 첫 단계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 4.2.3 메뉴 항목 및 기능키 작동의 난해함 

시니어 사용자들은 메뉴 항목과 기능키들을 다루기 
어려워했다. 특히 굳닷컴 앱을 사용한 S4는 “가구를 

공간에 배치할 때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버튼 모양이 다른 버튼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었다”고 답했으며, 디자인의 직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2.4 가구 탐색 시 사이즈 확인의 어려움 

가구 탐색 시 사이즈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하는 사용자가 많았다. 이케아 플레이스 시니어 

사용자 S2는 “제품의 크기가 AR 기능을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배치해 볼 때만 확인이 된다”면서 
“제품의 크기가 텍스트로도 제공되어야 하는데 

제품의 이름과 가격만 잘 보이고 크기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굳닷컴 까사미아 사용자 S3도 “가구 크기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AR 기능을 활용해 공간을 

인식할 때 공간의 크기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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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그 공간에 가구를 놓았을 때 가구 길이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4.2.5 네이밍 통일성의 부재 

가구 이름 및 네이밍에 통일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MZ세대 이케아 플레이스 
사용자 M1과 M2는 “가구 이름이 낯선 외국어여서 
어색하고 어렵고 찾기도 힘들다”면서 “의자를 찾고 

싶은데 의자를 입력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름과 사진을 보고 찾아야 하니 어렵다”고 말했다. 
굳닷컴 사용자 M4는 “AR 기능 실행할 때는 책장을 

찾을 때 ‘서재 가구’ 카테고리에서 찾아야 하는데, 
메인 페이지에서는 ‘책상.책장’ 카테고리가 
있다”면서 구성과 네이밍에 통일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5. 논의 

5.1 액티브 시니어와 MZ세대의 UX 차이 

액티브 시니어와 MZ 세대 모두 AR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기존 쇼핑 경험에서 답답했던 

부분이 AR 기능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답했다. AR 
기술을 적용한 가구 쇼핑을 경험하기 전에는 상품 
탐색의 기능으로 AR 을 떠올리지 않았으나 경험한 

후에는 다른 분야 쇼핑에도 AR 기술이 적용되길 

희망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액티브 시니어와 MZ 세대의 사용자 경험 차이를 

살펴보면, MZ 세대 사용자들은 제시된 10 가지 
태스크를 문제없이 수행했으나 액티브 시니어 
사용자들은 설명 없이 태스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이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와 비교했을 때 AR 가구 쇼핑 과정에서 오류 

반복 횟수가 최대 6배나 많고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간이 2 배 이상 소요되는 등 큰 격차가 
드러났다. 반면, MZ 세대 사용자들은 버튼 조작이나 

카테고리 이동 시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수행했고 
태스크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도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액티브 시니어 사용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태스크는 AR 기능을 활용해 
가구를 회전시켜 공간에 바르게 놓는 것이었다. 
MZ세대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때 직전 

단계로 쉽게 돌아갔으나, 액티브 시니어는 아예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5.2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UX 개선 사항 

사용성 평가 결과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앱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5.2.1 신속한 오류 인식과 복구, 도움 정보 제공 

오류 인식과 진단, 복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하며 

단계마다 적절한 도움말이나 설명 이미지, 혹은 
시범 동영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심층 인터뷰에서 
사용자들 모두 과업 수행 시 어려움을 겪을 때 

오류가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사용자들이 AR 가구 쇼핑 앱 사용 시 가구를 
회전시켜 공간에 바르게 놓는 과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앱에서 적절한 설명 혹은 
도움말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 크기를 조절하고 가구를 

회전시켜야 하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반복한 후에야 
그 점을 알아차리거나, 바르게 놓는다는 과업 
자체를 포기한 사용자도 있었다. 미리 손가락 그림, 

방향 표시 화살표를 보여주는 등 도움말이나 
이미지, 동영상으로 가구 회전 방법을 미리 
알려준다면 사용자들의 오류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MZ세대 사용자들도 본인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AR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앱에서 시범을 미리 보여주거나 안내를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5.2.2 화면 간 이동이 수월하도록 유저 저니 재구성 

화면 간 이동을 어려워하는 사용자가 많으므로 화면 
간 이동이 수월하도록 유저 저니를 재구성해야 
한다. 사용성 평가 시, 앱의 오류 인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액티브 시니어들이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관찰되었다. 
MZ세대 사용자 역시 오류 발생 시 바로 직전 

메뉴가 아니라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이 

느껴진다고 했다.�

• 5.2.3 직관적인 CAT 버튼 디자인 제공 

보다 직관적인 CAT(Call to Action) 버튼 디자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CAT는 사용자에게 어떤 행위를 

권하거나 유도하는 도구나 기법을 말한다. 
시니어층은 현실 세계의 경험에서 구축된 멘탈 
모델(Mental Model)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 전체에서 CAT 버튼을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12] 인터페이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유추하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데, 시니어층은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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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익숙해진 멘탈 모델이 고정되어 있어서 
낯선 인터페이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굳닷컴 앱의 경우 사용자들은 태스크 수행 중 

버튼의 모양이 다를 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 5.2.4 가구 크기 정보의 용이한 확인 

AR 기능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앱에서 가구의 크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가구를 

배치할 공간의 크기도 AR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5.2.5 직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네이밍 제공 

사용자들은 이케아 플레이스 앱의 태스크 수행 시 
카테고리와 가구 이름이 스웨덴어로 되어 있어 

낯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굳닷컴 앱의 
경우 ‘최근 본 상품’을 ‘히스토리’라고 
표현하였는데, 액티브 시니어는 이 표현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상품명과 메뉴명이 쉽고 

직관적이며 통일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경험의 풍부한 콘텐츠 제공 
방법의 하나인 AR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용 경험 

전반을 파악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는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이드라인이 반영된다면 액티브 시니어에게 

확장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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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ational shipping industry is responsible for 

transporting approximately 90% of world trade, 
making ship safety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ransportation. Installing predictive maintenance 

systems on ships is a technology that is not yet 
widespread, and its high price tag makes it unaf-
fordable for many small and medium-sized enter-

prises(SMEs). As a result, many shipping companies 
are busy repairing ship defects that are discovered 
too late and are always at risk of falling into extreme 

additional costs. 

My practice partner developed a corresponding web 
application for this purpose, and although no tech-

nical problems were found during the more than 
one-year testing phase, the fact that the program 
was developed without the involvement of a user 

experience(UX) designer led to criticism from users 
about the cluttered information categorization and 
the unfriendly logic of the system's operation. There-

fore, in this study, I addressed this issue by experi-
menting with user behavior based on the principles 
of human-centered design (HCD) and user habits. It 

also shows that UX designers need to have the ability 

to collaborate on interdisciplinary projects alone. 

Keyword 

HCD, UX, user habits 

1. Introduction

1.1 Problem and relevance of the topic 

The installation of the predictive maintenance system 

on a ship serves to reduce damages on a ship. But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shipping companies use older 
ships to carry out transports, scheduled and tourist 

trips. However, the old ships have many problems: 
mechanical wear and tear and outdated technology 

lead to deficits in safety and environmental friendli-

ness of the operated ships.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AGCS) ana-

lyzed the number of total losses over the past several 
year. The British Isles saw the highest number of re-
ported incidents(668 out of 3,000). Machinery dam-

age or failure accounted for over one-third incidents 
globally(1,311).(Figure. 1) In addition, mechanical 
damage to vessels caused more than $1 billion in 

losses to the insurance industry between 2013 and 
2018 - the third largest cause of marine insurance 

losses. It follows that mechanical failures (including 
engine failures) have become a major cause of ship-
ping accidents, and this trend is unlikely to change 

soon as more and more safety defects are identified 

due to rising repair costs. 

Figure 1. Safety and Shipping Review 2022 In Numbers 
(Data from Allianz) 

My practice partner NautiTronix from Putbus in 
Germany developed a web application for a mainte-
nance system for SMEs, which has already been in a 

test phase for 13 months and without any problems 
of technology, and the target was only for engineers. 
Nevertheless, there is no good feedback in the UX of 

this application. The main feedback issues 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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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overly cluttered information categories, too much 
data to accept at once, and complex operational 

processes. 

Therefore, in this context, I tried to improve the UX 
of the maintenance system based on HCD and user 

habits in this study in order to make the system ulti-

mately more effective and productive. 

1.2 Research scope and methods  

This paper is based on a redesign practice project, so 
the research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Nau-
tiTronix's current and potential future user groups. 

At the same time, this paper will consider the corre-
sponding design process based on the Double Dia-
mond Design Process Model. The complete design 

process will be used to identify the current practical 

problems and find solutions.  

2. Design Research and Design Thinking 

2.1 Research of current maintenance system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al pain point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is research, I first divided the 
information architecture of the current maintenance 

system.(Figure. 2) 

 

Figure 2. Previous Information Architecture 

The results of the information architecture analysis 

clearly pointed out that there were obvious problems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existing web application. 
Without main menu means that it is difficult for a 

new user to learn the program without an overview 
in a main menu. In the presented structure, there are 
only three important focal points: All important in-

formation is in the hamburger menu button. This 

means that every time a message appears, two clicks 

are needed to display the message, etc. 

To understand more specifically the problems caused 
by faulty information structures, I designed a task 
(find the data of speed and fuel from the ship SIM 

Altefaehr on 02.12.2019 on the page of measured 
values) for an experiment and conducted usability 

test on an existing application.(Table 1, 2 and 3)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Usability Test 

Location Designer Device Participants 

Companies Chengsi Li Laptop 4 

Table 2. Basic Information of Experiment Subjects 1 

Groups Identity Age Background 

Group 1 2 Engineers 

(German) 

31&42 Some experience 

using the appli-

cation 

Group 2 2 Staffs 

(German) 

21&33 No experience u-

sing the applica-

tion 

Table 3. Time Results of Experiment 

Experiment Subjects Time(unit in seconds) 

Engineer-1 (age 31) 86.13s(finished) 

Engineer-2 (age 42) 138.92s(finished) 

Staff-1 (age 21) Over 180s(didn’t finished) 

Staff-2 (age 33) Over 180s(didn’t finished) 

The results of the different test groups showed that 
only one engineer completed the task I had set in 90 

seconds, and even 2 staffs eventually gave up on the 
task. This is clearly not in line with the initial design 

intent(total of 19 steps to finished the task). 

Based on the above comparison results, I think the 
main problem here is that the engineers were devel-
oping the application based on their own usage. 

They did not consider the real usage habits and real 
needs of the user community. Donald Arthur Nor-
man says "User-centered design(UCD) means work-

ing with your users all throughout the project." Ac-
cording to him, then the existing system clearly v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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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 this principle. As a service discipline, the main 
responsibility of design is for designers to improve 

and optimize existing products based on the needs of 
users so that customers can have a better UX. And 
about the HCD, “it is a practice where designers fo-

cus on system users’ human needs. Donald Arthur 
Norman sees it as a step above UCD.” So, to com-
plete this topic, we must first understand some 

standards and core requirements regarding UX, 

HCD and usability. 

2.2 Human-centered Design 

As Donald A. Norman said, “HCD is not about fol-
lowing processes. It’s about being mindful of HCD 
principles. Keep focus on people and the entire sys-

tem to solve the right problems.”  

He also thinks that “HCD is an approach that puts 
human needs, capabilities, and behavior first, then 

designs to accommodate those needs, capabilities, 
and way of behaving.” A design that does not focus 
on the users and the people in the system leads to a 

negative user experience of the product. Complicated 
and confusing user processes and interfaces can 
frustrate users and hinder work performance.(This 

term is defined in the ISO standard 9241-210:2019 
21:) So there have 4 principles of HCD(Figure 3) we 
have to follow: User will be the centered of design; 

Find the right problem; View everything as one sys-

tem; Iteration and optimization. 

 

Figure 3. Four Principles of Human-centered Design (Data 
from Interaction Design Foundation) 

2.3 In-depth interview 

To get more into the issues, I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three people(Table 4) of Nau-

tiTronix, focusing on the following three points: 1, 
Why did you design and use this system; 2, What 
were your expectations for the purpose; 3, What 

kind of problems did you want to solve? 

Based on the conversations with them, i got 3 core 

Table 4. Basic Information of Interview Subjects 

Interviewees Background 

Hartmann 

Schleifer 

CEO, lots of experience of using 

this web app 

Robert Garbe CTO, lots of experience of using 

this web app 

Andy Krueger PM., some experience of using this 

web app	

requirements around the above 3 questions: 1, This 
system is designed for engineer to better monitor the 
mechanical values and real-time position of the 

ships; 2, It’s hoped that it can detect the potential 
risks of the ships in time; 3, Have problems with the 
operation logic of the current application, and it 

takes too much time in finding the relevant data. It 
would be ideal if the task could be completed within 

1 minute. 

2.4 Design thinking and hypothesis 

Following the answers of the 3 interviewees and the 
examination of the actual usage situation, I think the 

application should not be designed for engineers only, 
but for all the staffs of the company. Otherwise, 
when the engineer who uses this application is not in 

the company, and an emergency happens at that 
time, how should others use it? Even if it is a very 
specialized procedure, as a UX designer should be 

able to simplify it to the point where most people 

can get up to speed quickly. 

Sinc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is professional 

web application violates the principles of HCD and 
does not consider the real needs of the user when 
using the application, I will make a hypothesis here: 

by redesigning the professional web application ac-
cording to the user's habits, its ease of use will 

change dramatically for most people. 

3. Empirical Investigation  

3.1 Observation of user habits 

In order to find out the main habits of users when 
using the application, I conducted a 3-day live re-
cording(8 hours/day) of the current operator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users spent more 
than 90% of their time using the following 2 f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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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Figure 4). At the same time, confusion, and 
errors in finding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ship 

occurred regularly. The main reason for this is the 
confusing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in the appli-

cation and the insufficient guide of the buttons. 

 

Figure 4.1. Map of Current Application 

 

Figure 4.2. Technical Data 

At the same time, many of the buttons are not set up 
in a way that suits the user's habits - the user often 

has to re-find menus and buttons on the page during 
operation, and the visual line of sight is shifted over 

long distances. 

3.2 Analysis of user habits 

Therefore, the functional areas of the user interface 
needed to be re-planned, and the information cate-

gorized, while reducing the large changes in func-
tional areas and buttons when switching between 

interfaces.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most of the time 
users only need to know the 4 most basic infor-
mation when viewing the ship information in the 

map. So the use of pop-up will improve the efficien-
cy even more - just use the hover function of the 
mouse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without any 

clicking operation. 

4. Conception 

4.1 Priority sorting 

Before redesign, I reordered the mechanics of the 
main vessels of the customer group. Through discus-

sions with the engineers, I divided them into 3 levels. 

(Table 5) 

Table 5. Prioritized Number of Hybrid Ship Information 

Category Priority 1 Priority 2 Priority 3 

Engine 2 3 10 

Drivetrain 2 2 0 

Ruder 2 2 0 

Bow Thruster 2 2 0 

Main Engine 0 0 8 

Generator 0 0 6 

By ranking the priority levels, we find that engine, 
drivetrain, ruder and bow thruster are the most 

dominant information categories, which also coin-
cides with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above 
observations. The results of this classification are 

proved to be convincing. 

4.2 Flowchart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simplify the operation 

of the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of HCD, UX 
and the actual user habits, I redesigned a Flow-chart. 
We could see that there are only 2 situations–one is 

with alarm and another is without alarm. This will 
greatly reduce the cost of learning the operating sys-
tem for new users, as well as increase productivity. 

(Figure 5) 

4.3 Design solution based on user's habit 

Based on my design concept and optimized flow-

chart, I redefined the functional areas of the system 
according to the design principles of HCD and users' 
habits: 1, Header - primary menu category is needed 

at the top; 2, Sidebar - secondary menu category is 
set up on the left; 3, Display area is set up in the vis-
ual center part; 4, Pop-up is set up on part of the 

visual icon.(Figure 6, the prototype is in German 
because it is a cooperation project with the German 

Fle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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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lowchart of New Operational System 

 

Figure 6.1. New Map – Part of Application 

 

Figure 6.2. New Interface of Technical Data– Part of Ap-
plication 

4.4 Experiment design and analys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 solution, I 
conducted another usability test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and requirements: 1, The test was con-

ducted at the potential customer's company (Table 6); 
2, The content and requirements of the test were ex-

plained to the subjects; 3, Tasks were completed on 
the laptop according to the predefined tasks; 4, Sub-

jects were recorded by me in real time; 5, All sub-
jects were not allowed to communicate with me 

during the test.  

Table 6. Basic Information of Experiment Subjects 2 

Subjects Identity Age Background 

Tester 1 Engineer 

(German) 

37 First time using 

this application 

Tester 2 Staff 

(German) 

42 First time using 

this application 

Tester 3 Staff 

(German) 

23 First time using 

this application 

Tester 4 Staff 

(German) 

30 First time using 

this application 

Under these conditions, the time results of the usa-
bility test were as follows (Figure 7, blue shows the 

time it takes to complete the task on the new system, 

gray is for the old system). 

 

Figure 7. Time Results of Usability Testing 

These 4 testers had a short experience with the pre-
vious system 7 months ago, so the influence of the 
third variable can be judged as very slight. To sum-

marize the core content of their feedback, the main 
points are: 1, System's operation logic is obviously 
rationalized; 2, Division of functional areas allows 

them to reduce re-learning time in the process of 
using; 3, Display of information is more concise, and 

they can see the data they want at the first time. 

Depending on the final experimental results, by using 
redesign based on user habits, it not only reduces the 
learning cost of users and substantially improv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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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fficiency – from 19 steps to 7 steps, but also 
expands the customer group. Therefore, the hy-

pothesis is valid. 

5. Conclusion 

Reviewing the whole research process of the project, 
I did 5 different stages: 1, Through the research 
background determined the scope and methods; 2, 

Conduct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xisting 
system; 3, Through in-depth internal interviews, 
observed and analyzed the users' habits during the 

actual operation; 4, During the redesign, various 
prototypes were designed and tested based on users' 
habits and 4 principles of HCD; 5, in the final test, 

the influence of the third variable was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and the desired experimental re-

sults were obtained. 

However, it still has some limitations of this experi-
ment. The number of experimental subjects is too 
small, and the sample is not representative enough 

due to time constraints. The lack of programming 
done during the experiment may also have led to the 
results of the simulated experiment being different 

from the real results. But based on the data tracked 
by my partners over the past year, the overall feed-
back from the redesigned system is satisfactory for 

the existing customer group. 

At the same time, I also hope that I can continue to 
cooperate with other companies in the future to 

make this system more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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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소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오직 디지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가상 인플루언서는 높은 실재감을 

가지고 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 인플루언서의 외양은 실제 인간과 아주 게 

제작되어 물리적 실재감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 하였다. 그래서 가상 인플루언서의 물리적인 

실재감보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근한 와 행동, 

의지를 가진 화 등으로 사 적 실재감을 높여 

로 들에게 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소  미디어에서 로 들에게 

사용하는 시지들이 사 적 실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와 실험 및 

관  방법을 이용하여 가상 인플루언서의 시지 

유형에 따라 사 적 실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후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가상 

인플루언서의 사 적 실재감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시지 유형에 따라 사 적 실재감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가상 인플루언서, 소  미디어, 시지 유형, 사 적 

실재감 

  

1. 서 론 

 현  소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이러한 환경에서 

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인 인플루언서도 

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오직 디지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가진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제 인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활동하며 

중들에게 영향을 미 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미국의  미 라(Lil Miquela)를 시작으로 국내의 

로지(Rozy), 래아 등 각자의 페르소나를 가진 가상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 마케팅과 

광고에서 꾸준히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이전의 가상 

인물들보다 다르게 보이는 가장 큰 부분은 가상 

인플루언서가 가지는 높은 실재감 때문이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상 인플루언서의 

자연스러운 와 행동을 추고 자신의 가치관과 

의지를 가지고 화하는 가상의 인플루언서에게 

신 감과 함을 느끼고 사 적 실재감에 영향을 

미 다고 하였다[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에 도 한 물리적 실재감보다는 사 적 실재감이 

가상 인플루언서에게 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중들이 가상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을 올리는 다양한 방식에서 

느 지는 근감이나 게시물의 과 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와 같은 사 적 

실재감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가상 인플루언서가 

소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시지가 사 적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가상 

인플루언서의 사 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가상 인플루언서의 

소  미디어 시지 유형과 그에 한 사 적 

실재감을 알아보았으며, 이후 실험을 통하여 가상 

인플루언서의 시지 유형에 따라 사 적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가상 인플루언서 

가상 인플루언서  기업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생성된 가상의 디지  인물로, SNS 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를 가리 다.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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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들은 실존 인물처  그 듯한 모습을 

추고 이름, 성별, 나이, 출신 지역 등의 구체적인 

특 을 지니고 있다. 또 일반적인 인플루언서들과 

마 가지로 SNS 로 화보나 개인 일상을 공유하고 

로 들과 이나 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소통한다[3]. 가상 인플루언서는 제작 

과정에서 기 력과 기술력 등 많은 자본과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플루언서보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변수로부터 

생기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트 이 

용이하다는 특 이 있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4].  

 

2.2 사 적 실재감 

실재감(Presence)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실제적인 접 이 배제된 가상환경 속으로 

이동하는 느낌 은 그 안에 존재하는 느낌을 한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실재감은 물리적 실재감과 사 적 

실재감으로 나 며, 사 적 실재감이  매체 속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을 통해 상 방을 지각하고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근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되었다[1]. 사 적 실재감을 구성하는 요인은 

공존성, 성, 직접성이다. 공존감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의 공간적인 존재감을 의미한다. 감은 

타인을 신 하고 관계를 는 정도를 의미하며, 

직접성은 타인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에 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5]. 

또한 사 적 실재감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문자 

기반의 온라인 론에서 주고받은 시지의 유형과 

수에 따라 사 적 실재감을 측정하기도 하였으며 그 

준거는 표 1 과 같다[6]. 

표 1  사 적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시지 유형 

분류 준거 정의 

정서적 

반응 

감정의 표현 감정을 표현하는 

상시적 또는 비상시적 

표현들, 반 적 구두점, 

이모티콘 등의 사용 

유머의 사용 림, 아이러니, 자 

등의 사용 

자기-개방 에 한 구체적 

제시나 자신의 약점을 

표현함 

상호적 

반응 

변 이어가기 새로운 주제를 

만들기보다는 변 

시스템을 이용함 

타인의 시지 

인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시지 

전체를 인용하거나 

부분선택하여 

여쓰기 

타인의 

시지에 

명시적으로 

의  제시 

타인의 시지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 

질문  타인에게 질문함 

 타인 또는 타인의 

시지내용을 함 

의 제시/동의

표현 

타인이나 타인의 

시지에 동의를 표현 

결속적 

반응 

호명 참여자들을 이름으로 

호명 

군집 명사를 

사용하여 그  

호  

그 을 호 할 때 

‘우리’ ‘저희’ 등과 같은 

명사를 사용함 

사교적인 인사 순수하게 사 적 

기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 인사, 

음  등 

 

3. 실험 방법 

3.1 실험 설계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소  미디어 시지 유형이 

사 적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6]. 또한 사 적 실재감은 공존성, 성, 

직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이에 근거하여 가상 인플루언서의 시지 유형을 

독립변수로, 사 적 실재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그림 1 과 같이 연구 모형을 구성하여 가상 

인플루언서의 시지 유형이 사 적 실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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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도구 

가상 인플루언서가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 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가상의 인스타그램 화면을 제작하여 

진행되었으며, 기존 인플루언서 중 인지도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 의 규모가 적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인 이프랑(franc.gram)의 

모델을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소 미디어 시지 유형을 인스타그램에서의 게시  

및  활동으로 변경하여 3 가지 실험도구를 

피그마로 제작하였다. 시지 유형 이외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다른 화면 구성 요인들은 동일하게 

제작되었다. 각 시지 유형이 반영된 실험 도구는 

표 2 와 같다. 

표 2 실험도구 

시지

유형 

실험도구 이미지 유형  예시 

정서적 

반응 

 

감정의 

표현 이모티콘을 통한 

감정 표현  

 

유머의 사용   

‘통장이 완전 장…’ 

  

자기-노출, 가치관 

표현 ‘수 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는 진 

공간이에요.'  

상호적 

반응 

 

타인의 시지 직접 

인용 실험 상자의 

을 고정함  

 

동의, , 변 

이어가기 에 

좋아요를 누르고 에 

의 표현 사용 

 

타인의 의  질문   

‘ 이 곳에서 만난 가장 

진 드, 

디자이너를 

공유해주세요~’ 

결속적 

반응 

 

사교적인 인사  

‘안 하세요 미 들!’ 

  

군집 명사( 임)을 

사용해 호  

‘ 미 들이 

추 해주 서~’ 

 

이름 호명 실험 

상자의 계정을 

태그하여 호명함 

또한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사 적 실재감 측정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변경,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공존성, 성, 직접성을 측정할 수 있는 

12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있으며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속성 문항의 마지막 문항은 

변의 신 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문항으로 

제시되었다[5]. 

표 3 사 적 실재감 측정 설문지 

사 적 

실재감 속성  

설문지 문항 

공존성 1.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와 

함께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2.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존재를 느 다. 

3.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을 

느 다. 

4. *나는 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성 1.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와 

따 하고 편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와 

정서적으로 가 다고 

느 다. 

4. *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며 

행 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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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 1.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 

2.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에게 격려를 

받았다. 

3.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나를 

발 했다. 

4. 나는 가상 

인플루언서에게 공정한 

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3.3 실험 상 및 차 

실험 상자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상으로 

무작위로 30 명을 선정하였다. 실험은 11  

13 일부터 25 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으로 실험 

도구를 제시하였다. 실험은 실험 상자들이 가상 

인플루언서를 로우하는 로 가 되어 조작된 가상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화면을 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상자별로 총 3 가지의 실험 

도구를 하나씩 제시하였고, 학습 효과를 이기 위해 

실험 도구의 순서는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전 

실험과정에서 실험 상자가 생각하는 점을 소리 

내어 하도록 하여 실험 상자의 반응을 

관 하였다. 실험 과정은 실험 참가자의 동의를 어 

진행되었으며, 각 실험을 진행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사 적 실재감을 측정하였다. 

 

4. 실험 결과 

실험 후 설문지 응  데이터를 바 으로 각 문항의 

평균 을 계 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4. 설문지 응  결과 (n=30) 

  시지 유형 

  정서적

반응 

상호적

반응 

결속적 

반응 

사

적 

실

재

감 

공존성 10.7 15.5 13.9 

성 9 13.4 11.6 

직접성 11.4 13.5 13 

합(점수) 31.1 42.4 38.5 

 

표 3 에 따르면 가상 인플루언서의 상호적 반응이 

사 적 실재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정서적 반응은 상호적 반응과 큰 격차를 두고 

사 적 실재감이 가장 어졌다. 상호적 반응과 

결속적 반응에서는 사 적 실재감 요인 중 공존성이 

가장 높은 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적 반응에서는 

직접성이 가장 높은 이었다. 모든 시지 유형에서 

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나, 이는 짧은 

실험도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가상 인플루언서와 

신 를 쌓기 어려 을 가능성이 있다. 아래로는 각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실험 상자들이 한 

응 들이다. 

표 5 정서적 반응 시지 유형 실험 결과 

시지 

유형 

관  내용 (예시) 

정서적 

반응 

(P 21) “(게시 을 유심히 

으며) 가 조  더 근한 

느낌이다” 

(P 26) “게시 에  트가 

좋았다.” 

(P 10) “기부 이야기 하니까 진  

사람 같다. 이모티콘 때문에 

시원시원한 성격이 보이는 것 같다" 

(P 5) “(머 거리며)그 … 나 자 

드는 느낌…””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다” 

(P 27) “(무표정으로) 량 생 된 

가상 인플루언서 계정 같다  

정서적 반응 실험 도구에서 게시 의 근한 와 

가상 인플루언서가 가치관을 표현한 게시 의 내용에 

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실제 사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자기-개방적 반응과 근한 

감정표현이 사 적 실재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플루언서의 게시 이 

량으로 생성된 계정이 린 시지 같다는 응 은 

가치관이 있음을 강조하는 시지가 가상 

인플루언서의 실재감을 어트리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반응 시지 유형에서는 자기-개방 및 감정의 

표현이 사 적 실재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으나, 

유머의 사용은 사 적 실재감에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상호적 반응 시지 유형 실험 결과 

시지 

유형 

관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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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적 

반응 

(P 22) “(신난 듯한 목소리로)  

언급했어?  고정했지?” “  

고정해서 호기심이 들고 조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P 3) “이전 것(결속적 반응 실험)은 

해시 태그가 끝이라 코  같은데, 

이  좋아요도 그 고 도 

하나하나 다 아 서 가상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 

(P 27) 을 자 마자 피드백이 

있어서 가상이 아  것 같았다.” 

(P 26)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을 아주니까 

거부감이 좀 사라졌다( 음)” 

(P 22) “도움을 받은  모르 고 

그  보인 것 같다" 

(P 15) 에 진정성이 느 지지 

않는다. 가식적인 것 같다" 

상호적 반응 실험 도구에서는  언급 및 고정 등 

가상 인플루언서가 타인의 시지를 인용하여 의 을 

주는 피드백이 로 에게 정적인 영향을 끼  

것으로 나타났다. 로 가 을 고 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드백이 오는 것이 

사 적 실재감을 높이고 가상 인플루언서에 한 

거부감을 이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상호적 반응 

실험 도구에서는 부분 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자신의 에 한 이 가식적인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의 도 존재하였다. 상호적 반응 시지 

유형에서는 변 이어가기 및 타인의 시지에 

명시적으로 의 을 제시하는 행위가 사 적 실재감을 

높이는 큰 반응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문이나 

의 제시/동의 표현에 있어서는 사 적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다. 

 

표 7 결속적 반응 시지 유형 실험 결과 

시지 

유형 

관  내용 (예시) 

결속적 

반응 

(P 11 ) “구독자( 로 ) 애 이 

근함이 느 요" 

(P 19)  태그한 게  고정보다 

더 정성스럽다.  더 생각한 느낌이 

든다( 음)" 

(P 9) “태그당했 요. 선택당한 

기분이다“ “태그당하니까 함께 있는 

기분이 안 들었다가도 든다.” 

(P 26) “( 름한 표정으로)다 같이 

모아서 언급하니까 형식적인 

느낌이다 

(P 10) “이모티콘 없이 게시 을 

서 조  한 느낌이다" 

결속적 반응에서는 자신을 호명하거나 로  애 을 

사용하는 것이 근하다는 의 이 있었다. 자신의 

계정을 호명하며 언급하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활동에서 근함을 느끼는 것이 사 적 실재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각 개인에게 

을 아주었  상호적 반응과 리 다른 사람과 

함께 여 언급하는 것이 형식적인 느낌이 들어 

근감을 어트리는 요인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결속적 반응 시지 유형에서는 자신을 호명하거나 

로  애 을 사용한 것이 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적인 인사에 해서는 사 적 

실재감에 한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5. 결론 

 가상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로 들에게 

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위해 가상 인플루언서의 

사 적 실재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시지가 

사 적 실재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소  미디어 

시지 유형과 사 적 실재감의 구성 요인에 해 

알아보고, 실험과 관 을 통해 가상 인플루언서의 

시지 유형이 어 게 사 적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및 관  결과 정서적 반응 

시지 유형에서는 자기-개방 및 감정의 표현이 

사 적 실재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 고, 상호적 

반응 시지 유형에서는 변 이어가기 및 타인의 

시지에 명시적으로 의 을 제시하는 것이 사 적 

실재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결속적 반응 

시지 유형에서는 자신을 호명하거나 로  

애 으로 호명하는 것이 사 적 실재감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 으로 가상 인플루언서가 

중들에게 더  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사 적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실제 사람과 

같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기계적인 응 이나 보 수단처  

느 지는 게시  내용은 실재감을 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근한 와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것 보다 1 1 로 로 와 교류하는 것이 

정적인 반응을 기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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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시지 유형에 따라 

사 적 실재감을 측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사 적 실재감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본 연구는 실험 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각 

시지 유형이 사 적 실재감에 미  영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한계점을 지 다. 

또한, 가상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방식을 게시 로 

한정 고, 실제 가상 인플루언서의 활동 방식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가상 인플루언서의 사 적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반영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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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구간에서 배송 
로봇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배송 로봇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실내외를 주행하는 로봇을 
사람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객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배송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2014 년부터 2022 년 11 월까지 9 년간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언급량 추이 비교 분석을 통해 ‘라스트마일’과 ‘배송 
로봇’ 키워드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고 같은 맥락의 
요인으로 관심도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도별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토대로 
대중들의 긍·부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중점으로 배송 로봇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사용자 경험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에 따라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이 유발되는 상황을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도출된 불편 요인에 
대응 가능한 UX 전략으로 한 가지 방향성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배송로봇(Deilvery-Robot), 
자율주행배송로봇(Autonomous Delivery Robot),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mile delivery), 빅데이터(big data),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HRI(Human-Robot-Interaction) 

 

1. 서 론 

COVID19 의 영향으로 이커머스(e-commerce)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물류 시장의 택배 물동량 추이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이커머스 

시장 전망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물류 시장에서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송 마지막 구간을 의미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1]. 그러나 라스트마일 구간에서 경상용 차량과 

오토바이는 km 당 158.4g 의 CO2 를 배출하며[2],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총 물류비용의 최대 절반으로 
높은 비용 부담이 든다[3].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높은 배송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증가하는 배송 건수로 인해 일관된 서비스의 품질을 
제공받기 어려워진다. 물류 유통 업계는 이 같은 변화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배송  
로봇의 도입에 주목하고 있는데, 코로나 19 이후 
언택트(untact) 분위기와 함께 로봇 산업 활성화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13]. 그러나 배송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 전망과 함께 몇 가지 우려가 

언급되고 있다.  

 

그림 1 배달의 민족 배송 로봇 [16]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9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9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이 큰 특징으로 공유 공간에서 

사람들의 경로를 방해할 수 있다[6]. 또한 사람이 
밀집한 통행로와 같은 혼잡한 환경에서 로봇의 정차가 
길어질 경우 배송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스트 마일 
단계의 배송 로봇은 사회적 규범을 따르면서도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객체로 받아들여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7]. 따라서 성공적인 라스트마일 배송 로봇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수용은 핵심 과제로 대중 인식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6] [9]. 

이에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배송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2014 년부터 2022 년 
11월까지 9년간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단계에서 배송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사용자 경험(UX)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전략을 도출하며, 사회적 수용의 

길을 밝히는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뉴스,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상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언급량 추이 분석, 연관어 분석, 감성 분석을 
제공하는 Daum Soft 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Somtrend 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첫째, 2014 년부터 현재까지 배송 
로봇과 라스트마일의 언급량 추이 비교 분석을 통해 두 
키워드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분석을 통해 2016 년부터 현재까지 소셜 
미디어상에서 나타나는 연도별 배송 로봇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로봇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다양한 요인에 
달려있으며, 로봇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9]. 따라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구간에서의 배송 로봇에 대한 
대중들의 시기별 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배송 로봇의 UX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1빅데이터 분석 설계 

구분 내용 

분석 방법 언급량 추이 분석,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 

분석 키워드 배송로봇, 배달로봇, 로봇배달, 로봇배송,  

포함어 라스트마일, 라스트마일딜리버리 

분석 기간 2014년 1월 1일 ~ 2022년 11월 1일 

 

3. 빅데이터 분석 결과 

3.1 언급량 추이 비교 분석 

2014년부터 연도별로 배송 로봇과 라스트마일에 대한 
언급량 추이를 비교해본 결과 배송 로봇과 라스트마일 
키워드는 같은 맥락으로 언급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급격한 상승을 보인 구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 년도에 ‘도미노 피자’에서 
선보인 세계 첫 배송 로봇인 드루(DRU)를 공개함에 

따라 언론 미디어상에서 관심도가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 년 이후 배송 로봇에 대한 관심도 
추이의 꾸준한 상승 요인은 1 인 가구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라는 주거 형태 변화와 소셜 커머스의 
이용량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유통업계에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가 주요 전략이 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12].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8년도에 
‘우아한 형제’들에서 첫 배송 로봇 딜리(Dilly)를 
선보였으며, 국내외 업계에서 배송 로봇 개발 및 실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 배송 로봇과 라스트마일 연도별 언급량 추이 비교 

 

이처럼 배송 로봇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된 
2020년에 언급량(4,550건)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무인 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등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비접촉 서비스의 일상화가 2020년 배송 로봇 

인식의 성장 촉진 요인으로 파악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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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 

표 2 연도별 감성 분석 결과 

년도 긍정어 부정어 중립어 비율 

2016 781 38 26 92/4/3 

2017 293 106 60 64/23/13 

2018 808 159 120 74/15/11 

2019 1,777 284 160 80/13/7 

2020 5,635 729 1,166 75/10/15 

2021 4,419 650 712 76/11/12 

2022 6,105 1,083 909 75/13/11 

 

표 2 는 2016 년도부터 2022 년 10 월 현재까지의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2016년 이전 

데이터는 언론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데이터가 대부분으로, 
대중의 의견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계 첫 배송 로봇이 등장한 시기인 2016 년도를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 범위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긍·부정 인식 분석 결과, 변화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인 

인식과 중립적인 인식은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며 긍정적인 인식이 확연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감성어 키워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 년도에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14 건)’이라는 부정 감성어가 등장하고, 이는 

자동화 기술 발전에 대한 대중들의 회의적인 시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5]. 그러나 2018년도부터 ‘해결하다’( 21건-
43 건- 93 건)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늘어나는 배송 수요에 따른 배달 인력의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 
변화로 확인된다. 또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Block 

Chain) 등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능성에 따라 일자리 위협에 대한 부정 감성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15].  

나아가,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에서 추출한 감성어의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 연구에 대한 두 

가지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4. 배송 로봇 UX 연구 방향성 제안 

4.1 사용자 관점의 ‘안전’에 따른 UX 연구 필요성 

2016년(11건)도부터 2017년(15건), 2018년(38건), 
2019 년(73 건), 2020 년(373 건), 2021 년(221 건), 

2022년(495건)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상위 감성어는 
‘안전’으로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가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승강기 탑승, 보도 통행 중 보행자와의 충돌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시각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에서 안전 

기준 확립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가 의미하는 ‘안전’은 소비자에게 배송 
서비스에 대한 편리함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서비스 가치로 확인된다. 배송 로봇에 대한 
안전 인식은 중요한 이슈로 판단되며, 사람들이 자율 
주행하는 로봇 기술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확인하였다[14]. 따라서 국내 사회적 
규범에 따른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사용자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며, UX  측면에서 사용자의 안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4.2 ‘환경적 요인’에 따른 UX 연구 필요성 

연도별로 부정어 감성 비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지만, 
감성어의 의미 분석 결과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부정적 
인식과 우려가 일부 확인되었다. 의미 분석을 위해 

살펴본 소셜 미디어상의 원문 및 댓글 등에서 ‘인도 
턱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빌라촌 골목에서 오류가 
발생할 것 같다’, ‘야간 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잠재적 사용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현재는 캠퍼스, 스마트 도시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실행되고 있으나, 2022 년부터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향후 사용되는 공간 범위가 확대되었을 때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 실내외를 자율 주행하는 배송 로봇은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통행로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 통과가 어려운 경우 등 불규칙한 상황에 빈번하게 
놓인다. 이때 로봇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센서를 장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재정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들이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UX)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 따라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부정적 인식이 유발될 수 있는 배송 

시나리오에 현재의 기술 수준 안에서 적용 가능한 

UX대응 전략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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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송 로봇 UX 설계 전략 제안  

앞선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통해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유발되는 부정적인 인식과 사용자 관점의 
안전 요인이 배송 로봇 UX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배송 로봇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제안하고자 하는 UX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다. 

감성어가 나타난 일부 원문에서. ‘비를 맞으면서 배송 
가는 로봇이 안쓰럽다’, ‘기특하다’ 등을 통해 사람들이 

로봇을 사회적 실체로 인식하여 감정적 공감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5].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1996 년 심리학자 Byron Reeves 와 Clifford 

Nass 가 제안한 ‘미디어 방정식(media equation)’이 
있다. 이 이론은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 시 
발생하는 사회적 규칙이 기계 및 미디어와 사람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한다[4] [5] [10]. 

 

그림 3 The Media Equation (인간+인간=인간+컴퓨터) [8] 

이에 본 연구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시나리오에서 
미디어 방정식 이론에 기반한 배송 로봇의 사회적 

상호작용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은 실생활에서의 사람 간 
상호작용과 같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를 기반으로 배송 로봇의 
사회적 신호를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규칙이 

적용된 배송 로봇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중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배송 로봇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3 과 같이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유발되는 상황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각 유형에 따른 UX 전략 관련 요소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3 배송 로봇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 유형 

부정적 인식 유발 

1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주행 관련 
인식 

2 
평지가 아닌 곳에서 구르거나 음식이 
뒤집어질 것 같다 

3 음식/물품이 다 흔들려서 올 것 같다 

4 차가 많은 곳은 어떻게 주행하나 

5 
팔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버튼은 어떻게 
누르나 

로봇 외형 
관련 인식 

6 배달물품을 누가 가져가면 어쩌나 
보안 문제 
관련 인식 

7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은 어떻게 
배송되나 

기타 서비스 
수준 관련 

인식 

8 야간배달은 어떻게 하나 

9 
새벽에도 고객이 공동 현관까지 나가서 
받아야 하나 

10 빌라촌 골목에서 오류 날 것 같다 

11 
비가 오거나 눈 오는날 배송은 어떻게 
하나 

 

표 4 부정적 인식 유발 유형에 따른 UX 설계 요소 

부정적 인식 유발 유형 UX 대응 전략 관련 설계 요소 

주행 관련 
속도, 흔들림, 충돌 회피, 외형적 
특징(바퀴의 유무 및 형태), 상태 
인지 스크린 및 신호 디자인 

로봇 외형 관련 
외형 크기, 팔의 유무, 위화감 수준, 
표정 및 시선 

보안 문제 관련 
자동문 / 보안 카메라 / 인증 스크린 
디자인, 주의 신호 설계 

기타 서비스 수준 관련 
조명, 상태 인지 스크린 및 신호 
디자인, 외형적 특징(바퀴의 유무 및 
형태), 상호작용 신호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와 배달 로봇이 같은 맥락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꾸준하게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도별 긍·부정 인식 분석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는 상황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UX 대응 전략 관련 설계 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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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이에 본 연구는 배송 로봇 UX 전략을 위한 한 
가지 방향성으로 미디어 방정식 이론에 기반한 사회적 

신호 설계를 제시한다. 인간-로봇 상호작용(HRI)에서 
심리적 불편함은 로봇의 외형, 시선, 말, 자세, 상호작용 
중 사회적 규범 위반 등 기타 특성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도출된 표 3 과 4 를 기초 자료로 배송 
로봇의 어떤 특성이 대중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했는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래 배송 로봇을 마주하게 될 잠재적인 
사용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배송 로봇과 대중 수용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사용자 경험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9년 간의 배송 로봇에 
대한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배송 로봇에 

대한 인식 및 경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의 범위 기준인 2016 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7년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위 감성어 
키워드는 안전이었으며, 이에 따라 배송 로봇의 안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사용자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라스트마일 배송 단계에서 불규칙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송 로봇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우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상황을 유형화하였다. 결론적으로 
배송 로봇 UX 설계 전략에 대한 한 가지 방향성은 
미디어 방정식 이론에 기반하여 표 3, 4에서 도출된 각 

요소에 따라 대응 가능한 사회적 신호를 설계하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요인에 따라 배송로봇의 어떤 

특성이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도출한 UX 
개선 전략이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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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 과정과� AR/VR� 기술을�

적용한�모바일�쇼핑�과정의�차이점에�대하여�알아보고�

AR/VR�모바일�쇼핑의�발전�방향에�대하여�탐색하였다.�

특히�제품의�필요성,�정보탐색,�제품�비교�및�선정,�구매,�

제품�평가의�5단계를�갖는�쇼핑�과정이�모바일�쇼핑�및�

AR/VR�모바일�쇼핑에서�어떤�사용자�여정을�갖는지를�

비교하였다.� 이후� AR/VR� 기술의�친숙도가�서로�다른�

10 명의�피험자를�대상으로�일반�모바일,� AR�모바일,�

VR� 모바일� 쇼핑이� 가능한� 앱을� 통하여� 신발� 구매�

Walkthrough�실험�및�인터뷰를�진행하였다.�그�결과�

AR�기술은�전반적인�모바일�쇼핑�과정에�도움을�주고�

있으며,� VR� 기술은� 오프라인� 매장� 방문� 체험의�

요소로서�작용하고�있음을�발견했다.��

주제어�

모바일�쇼핑,�AR,�VR,�고객�여정�지도,�서비스�디자인�

1. 서�론�

1.1 연구�배경�및�목적�

코로나로�인한�팬데믹�이후�언택트�시장이�확대되면서�

모바일�쇼핑의�비중이�늘었다.�2021년�12월�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당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15.8%�증가하였으며,�그중�모바일쇼핑은�22.9%�

증가하여�13조�6,075억�원을�기록하였다[1].��온라인�

쇼핑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VR,� AR�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가� 여러�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VR� 쇼룸을�

제공하는�현대백화점과�‘손가락으로�모든�서비스�체험이�

가능한�새로운�쇼핑’이라는�의미의� ‘핑거�쇼핑’을�업계�

최초로�시작한�롯데홈쇼핑�등이�있다[2].�AR/VR�기술이�

쇼핑에�갓�적용되기�시작한�AR/VR�모바일�쇼핑에�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기술에� 대한� 적용에� 집중하였고�

실제� 사용자들의� 여정에� 따른� 서비스� 관점의� 연구는�

부족한�상황이다.�따라서�본�연구에서는�많은�사람에게�

익숙한� 기존� 모바일� 쇼핑을� 기준으로� AR/VR� 기술이�

모바일� 쇼핑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한� 후,� 두� 기술의� 쇼핑� 여정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두�

기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형태의� 쇼핑� 서비스가�

구현되면� 좋을지에� 대한� 디자인� 제언� 제시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및�범위�

본�연구에서는� ‘제품의�필요성’,� ‘정보�탐색’,� ‘제품�비교�

및�선정’,� ‘구매’,� ‘제품�평가’�총�5 단계로�정의되는�쇼핑�

단계를� 기반으로[3]� 사용자의� 모바일� 쇼핑� 여정을�

분석하였다.� 범용적� 활용이� 되기보다는� 기술의� 도입�

단계인� AR,� VR� 모바일� 쇼핑에� 대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를�파악한�후,�다양한�사용자들을�대상으로�AR/VR�

모바일� 쇼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답변을�분석하여�AR/VR�기술�경험,� AR/VR�

모바일�쇼핑�경험,�선호하는�쇼핑�방식에�대한�3가지의�

기준을�세워�10 명의�참가자를�선정하였다.�피험자들을�

대상으로�Walkthrough[4]� 형식의� ‘모바일�쇼핑’,� ‘AR�

모바일�쇼핑’,�‘VR�모바일�쇼핑’의�3 가지�Task 를�주었고�

실험� 영역은� 신발� 구매로� 제한하였다.� Walkthrough�

세션에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활용하여�

Task 를� 완료한� 뒤,� 사후�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및�Walkthrough,�인터뷰�결과�분석을�토대로�

대표�퍼소나�2개를�설정해�각각의�AR,�VR�모바일�쇼핑�

고객� 여정� 지도를� 제작하여� 최종� 인사이트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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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배경�

2.1 고객�여정�지도(Customer�Journey�Map)�

고객�여정�지도(Customer� Journey�Map)는�서비스를�

이용하기�전,� 이용하는�중간,� 이용한�후까지�사용자가�

서비스를�경험하는� 전체� 여정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방법이다[4].� 고객� 여정� 지도는� 해당� 서비스의� 강점,�

약점,� 기회� 요인을� 고객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5].� 고객� 여정� 지도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6]�서로�다른�서비스를�동일�분석�관점에서�분석�

가능한� 장점이�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

단계를� 가로축� 기준으로� 세로축은� 사용자의� 행동,�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여� 최종�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AR/VR� 모바일� 쇼핑을� 비교� 분석하여� 고객� 여정을�

시각화하였다.�

2.2 모바일�쇼핑의�고객�여정��

일반적인�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과정은� ‘문제� 인식’,�

‘정보탐색’,� ‘대안� 평가’,� ‘구매’,� ‘구매� 후� 행동’� 총�

5 단계로� 구성된다[3].� 오프라인� 쇼핑� 여정에서�

일반적으로� ‘구매�욕구’가�발생한�뒤에� ‘매장의�탐색’이�

이루어지고�‘제품의�탐색�및�상세�보기’,�‘구매�후보�선정�

및�비교하기’,� ‘구매�결정’,� ‘결제’의�순서로�쇼핑�여정이�

이루어진다[3].�웹�또는�모바일�쇼핑�여정도�마찬가지로�

위와� 동일한� 단계로� 진행이� 된다.� 오프라인과의�

차이점은� 온라인� 쇼핑� 특성상� 쉽고� 다양하게� 매장과�

제품을� 탐색할� 수� 있어� 오프라인� 쇼핑보다� 더� 많은�

반복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제품을� 직접적으로�

자세하게�탐색할�수�있는�오프라인�쇼핑에�비해�방대한�

정보와� 실제� 제품을�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이�

소요�시간도�더�길다.�

2.3 AR/VR�모바일�쇼핑�

모바일� 쇼핑에� AR,� VR� 기술은� 현재� 모바일� 쇼핑의�

부족한�부분을�보완해�더�나은�경험을�제공할�수�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온라인,� 모바일� 쇼핑몰� 시장의�

과도한�가격경쟁�등�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AR,�VR�

기술을�접목하여�새로운�고객�경험�제공으로�경쟁력을�

갖춰�고객층을�확장하려는�목적으로도�기술이�발전되고�

있다[7].��

App� store 와�Google� Play� store 에서�찾을�수� 있는�

AR,� VR�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은� IKEA� Place,�

굳닷컴,� 하이마트,� 라운즈� 등� 가구나� 가전기기,� 패션�

제품� 쇼핑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AR� 기술이� VR�

기술보다�쇼핑�분야에�많이�활용되고�있었다.� AR/VR�

기반의�쇼핑�애플리케이션을�활용한�연구들을�살펴보면�

VR�쇼핑의�특징으로�수용도가�가장�높은�품목이�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의류’로� 밝혀졌다[8].� AR� 쇼핑의�

경우에는�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이� 간소하고,� 수월한�

애플리케이션을�선호한다[9].�전반적인�AR,�VR 의�쇼핑�

환경은�‘실재감’이�중요하여�제품�정보의�유용성에�맞춘�

환경을�구축해야�한다[10].�

이처럼�각� AR 과�VR�기술�기반의�모바일�쇼핑에�대한�

이해는�각각의�콘텍스트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이�두�

기술이�어떠한�차이점을�가지는지에�대한�연구는�깊이�

있는�탐색이�필요하다.�

3. 연구�방법�및�결과�분석�

3.1 설문조사�

사람들의�쇼핑에�대한�전체적인�배경�파악� 및� 모바일�

쇼핑에�대한�현황,�AR/VR�모바일�쇼핑에�대한�인식과�

두�기술에�대한�인식을�파악할�수�있는�질문들로�설문을�

구성하였다.� 구글� 폼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제작하여�

2022 년� 5 월� 17 일~21 일,�총� 5 일의� 기간� 동안�

진행하여� 총� 69 명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Female=44�people.�Major�Age=20s,�92.8%).��

�

그림�1.�제품�구매�단계별�중요성�

설문조사� 결과,� 평소� 쇼핑� 선호� 방식은� 68.1%가�

모바일� 쇼핑이었다.� 모바일의� 빠른� 접근성� 및� 제품�

비교의� 용이성,� 다양한� 후기� 확인이� 그� 이유였다.�

그다음으로�직접�제품을�확인할�수�있어�좋다는�의견이�

대다수였던�오프라인이�24.6%,�온라인(웹)은�7.3%로�

가장�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객의�입장에서� 제품을�

구매할�때� 쇼핑�여정� 5 단계에서�가장�고려하는�핵심�

단계는� ‘제품의�필요성’이�46.4%,� ‘정보탐색’이�8.7%,�

‘제품� 비교� 및� 선정’이� 31.9%,� ‘제품� 평가’가� 13%,�

‘구매’� 0%로�제품�구매�단계의�마지막인�구매�자체에�

대한� 중요성은� 전혀� 나타나지�않은�것을�볼�수� 있다.�

제품을�구매하는�단계에서�‘제품의�필요성’과�‘제품�비교�

및� 선정’하는�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수�있었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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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경험에�대한�설문에서는� 20 대가�많이�참여한�

만큼� AR/VR� 기술을�접해본�경우가� 53.6%로�반수를�

조금� 넘는� 비율이었다.� 기술� 경험이� 있다고� 답한�

참여자들의� 경우� ‘게임’을� 통한� 경험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AR/VR�모바일�쇼핑�경험을�해본�사람의�비율은�

7.2%로�현재� AR/VR�모바일�쇼핑�서비스가�제공되고�

있는�것에�비해�서비스에�대한�인식이�부족함을�확인할�

수�있었다.�

3.2 Walkthrough�기반의�심층�인터뷰�

3.2.1 Walkthrough 를�위한�Task�

Task 는�총�3 가지로�기존�모바일�쇼핑,�AR�모바일�쇼핑,�

VR�모바일�쇼핑의�경우를�모두�준비하였으며,�각각의�

쇼핑�여정을�비교하기�위해서� 3 가지� Task 의�동일한�

구성을�하고자�신발�구매를�중심으로�진행하였다.�기존�

모바일�쇼핑인�Task�1 은�AR과�VR�모바일�쇼핑�여정의�

특징을� 파악하여�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단계이다.� 대표적인� 쇼핑�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무신사로� 설계하였다.� Task� 2,� AR� 모바일� 쇼핑은�

Adidas�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메라를� 활용해� 신발을�

직접� 신어� 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서�

선택하였다.� 마지막� Task� 3,� VR� 모바일� 쇼핑은�

FASSKER 로� 선택하였는데� 신발을� 포함한� 의류�

브랜드들을� VR� 스토어�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까지�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Task� 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3 가지� 앱을�

가지고� 마지막� 제품� 평가� 단계를� 연구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있어�신발�구매�단계까지�경험할�수� 있도록�

각각의� Task 를� 기획하였다.� 연구는� 진행의�수월성을�

위하여�참여자�본인의�모바일�폰을�이용하도록�했으며�

각�Task�진행�시�화면�녹화를�하여�기록하며�진행하였다.�

표�1.�심층�인터뷰�참여자�기준�

� AR/VR�기술�경험�유� AR/VR�기술�경험�무�

AR/VR�모바일�쇼핑�

경험�유�

AR/VR�모바일�쇼핑�

경험�무�

AR/VR�모바일�쇼핑�

경험�무�

오프라인�

선호�
A�/�20 대�/�남�/�직장인�

C�/�20 대�/�남�/�직장인�

D�/�20 대�/�여�/�대학생�

E�/�30 대�/�남�/�직장인�

H�/�20 대�/�남�/�

대학생�

I�/�20 대�/�남�/�

대학생�

(온라인)�

모바일�

선호�

B�/�20 대�/�여�/�대학생�
F�/�20 대�/�여�/�대학생�

G�/�20 대�/�남�/�직장인�

J�/�30 대�/�여�/�

직장인�

심층� 인터뷰� 참여자는� 설문조사� 답변을� 기반으로�

3가지의�기준을�세워�표�1 과�같이�10명을�선정하였다�

(표� 1).� AR/VR� 기술의� 경험� 유무에� 따라� 기술을�

활용하고� 접하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본�

연구의�Task�수행에서�AR/VR�모바일�쇼핑�경험�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선호하는� 쇼핑� 방식에�

따라서도�두�가지의�기술에�대한�니즈가�다르게�나타날�

수� 있어� 이를� 스크리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심층�

인터뷰의�질문은�참여자의�설문조사�답변�관련과�Task�

별�수행�과정에�관한�질문들로�구성하였다.�

3.2.2 Task�오류�측정:�정량�분석�

현재� AR/VR� 모바일� 쇼핑에서� 부족한� 점이�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사용자� 행위를� 쇼핑� 여정� 단계로� 나누어�

사용자들의�Task�진행을�분석하였다.�정량�분석�방법은�

Task 마다� 어떤� 오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지�

정리하여�사용성�테스트의�오류�속성들을�참고해[11]�

Task� 별� 오류� 속성을� 비슷한� 오류의� 내용끼리� 모아�

레이블링하였다.� 오류의� 기준은� Task 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구간의� 횟수를�

측정하였다.�

Task� 진행� 결과를� 두고� 1.� AR/VR� 모바일� 쇼핑�경험�

유무,�2.�AR/VR�기술�경험�유무,�3.�선호하는�쇼핑�방식�

총� 3 가지의�기준을�가지고� 3 번의�분석을�진행했다.�

1번의�경우�2번과�비슷하게�분석�결과가�나왔기에�1번�

기준만의�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않아� 2,� 3 번에�

해당하는�분석�결과를�표�2 로�정리하였다.�

표�2.�AR/VR�기술�경험�유무를�기준으로�분석�

�
AR/VR�기술�경험�유� AR/VR�기술�경험�무�

오류�속성� 오류�비중� 오류�속성� 오류�비중�

Task�1�

무신사�

사용�용이성� 60%� 사용�용이성� 50%�

시각적�명확성� 40%� 시각적�명확성� 50%�

Task�2�

Adidas�

사용�용이성� 43%� 행동�유도성� 37.5%�

시각적�명확성� 36%� 사용�용이성� 37.5%�

사용자가�

예상하는�

행위와�대응�

14%� 시각적�명확성� 25%�

행동�유도성� 7%� -� -�

Task�3�

FASSKER�

사용�용이성� 57%� 행동�유도성� 42%�

시각적�명확성� 29%� 사용�용이성� 33%�

사용자가�

예상하는�

행위와�대응�

7%� 시각적�명확성� 25%�

행동�유도성� 7%� -� -�

Task�2,�3 에서�AR/VR�기술�경험이�있는�경우�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 AR/VR� 기능� 모두�사용�용이성에�대한�

오류가� 가장� 자주� 발생하였다.� 이어서� 정보에� 대한�

시각적�명확성,�참여자가�예상하는�기능의�부재로�인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 경험이� 없는� 경우,�

AR/VR� 기능� 자체에� 대한� 사용� 방법의� 부재로� Task�

진행에�큰� 어려움을�겪어�행동�유도성에�대한�오류가�

높게�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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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선호하는�쇼핑�방식을�기준으로�분석�

�
오프라인�쇼핑�선호� (온라인)�모바일�쇼핑�선호�

오류�속성� 오류�비중� 오류�속성� 오류�비중�

Task�1�

무신사�

시각적�명확성� 67%� 사용�용이성� 50%�

사용�용이성� 33%� 시각적�명확성� 50%�

Task�2�

Adidas�

시각적�명확성� 46%� 사용�용이성� 50%�

행동�유도성� 27%� 시각적�명확성� 20%�

사용�용이성� 18%� 행동�유도성� 20%�

사용자가�

예상하는�

행위와�대응�

9%�

사용자가�

예상하는�

행위와�대응�

10%�

Task�3�

FASSKER�

사용�용이성� 40%� 사용�용이성� 33%�

시각적�명확성� 30%� 시각적�명확성� 27%�

행동�유도성� 20%� 행동�유도성� 27%�

사용자가�

예상하는�

행위와�대응�

10%�

사용자가�

예상하는�

행위와�대응�

13%�

표� 3 에서는�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그룹의�경우�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그룹보다� 시각적� 명확성에�

대한�오류의�비중이�높다.�제품을�착용해�보고�실제로�

확인하고자� 하는� 니즈가� 모바일� 쇼핑에서도� 나타나�

제품에�대한�시각적�명확성의�오류가�가장�높은�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경우� AR/VR� 기능이� 모바일� 쇼핑이� 갖는�

편리함의� 장점을� 오히려� 불편하고� 번거롭게� 만들어�

사용�용이성에�대한�오류가�가장�큰� 비중을�차지하게�

되었다고�볼�수�있다.�

3.3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결과�분석:�정성�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토대로� 서로� 다른�

2 인의� 디자인� 연구자가� 반복적인� 어피티니�

다이어그래밍을� 진행하였다.� 정성� 분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일간의� 간격을� 주고� 총� 3 번의�

어피니티�다이어그램을�진행하였으며�마지막�어피니티��

다이어그래밍에서는�한�명의�디자인�연구자를�추가하여�

최종�인사이트를�도출하였다.�

모바일�쇼핑�안에서�고객마다�쇼핑의�할인율,�가격�정보,�

리뷰�평가�등�추구하는�기준이�명확하다.�모바일�쇼핑은�

시간과�장소의�제약을�받지�않는�점과�편리함이�가장�큰�

강점이기에�모바일�쇼핑�안에서�복잡한�기능을�원하지�

않고,�한눈에�모든�과정이�이루어지기를�원한다.�

AR/VR� 쇼핑의� 인식으로는� AR/VR� 모바일� 앱이� 많은�

사람에게�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현재� AR/VR� 쇼핑�

앱들의�기능들이�다�다르게�구성되어�있어� AR/VR 을�

체험하기�전�온보드�형식의�설명이�필수적이다.�

AR� 쇼핑의� 특징으로는� AR� 기능이� 쇼핑에� 직접적인�

도움이�될�수�있다는�점과�AR�안에서�가상으로�착용을�

할�수� 있어도� 실제� 사이즈�또는� 상품의� 상세� 정보가�

반드시�필요하다.��

VR�쇼핑의�특징으로는�모바일상에서�VR�기능은�매장�

체험의� 요소가� 오히려� 모바일� 쇼핑의� 장점인� 쇼핑�

목록을�한눈에�확인할�수�있다는�점을�사라지게�해�실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VR� 기능은� 실제�

매장을� 방문하는� 듯한� 공간적� 경험을� 분명히�

가져다주기에� 사용자� 쇼핑� 특성에� 따라� 만족도가�

상반되게�나타났다.�

3.4 사용자�여정�비교�및�분석�및�AR/VR�모바일�쇼핑�
디자인�제언�

위의�인사이트를�기반으로�참여자�선정�기준의�퍼소나�

2명을�설정하여�본�연구에서�진행한�리서치�데이터들을�

모두�반영한�고객�여정�지도를�제작하였다.��

표�4.�퍼소나�설정�

� 퍼소나�1� 퍼소나�2�

쇼핑�방식�및�

기술�경험�

- AR/VR�경험:�유�

- 온라인,�모바일�쇼핑�선호�

“상품�구매할�때�고민을�많이�하는�

편이라�모바일�쇼핑이�편리해서�

좋아요."�

- AR/VR�경험:�무�

- 오프라인�쇼핑�선호�

“무조건�입어보고�사야�해요.�

모바일�쇼핑으로는�정보에�대한�

신뢰가�떨어져요"�

목표�

- 모바일�쇼핑에서�성공률을�
높이고�싶다.�

- 매장�방문하지�않고도�나에게�
맞는�사이즈를�어느�정도�

파악할�수�있었으면�좋겠다.�

- 모바일�쇼핑에서�새로운�경험을�
해보고�싶다.�

- 관심�있는�브랜드의�팝업�
스토어를�구경해보고�싶다.�

- 내�주변�매장에�없는�상품을�
모바일로�편하게�구매하고�

싶다.�

- 모바일에서�만족스러운�쇼핑을�
해보고�싶다.�

니즈�

- 모바일�쇼핑에서�후기를�가장�
중요하게�생각한다.�

- 모바일�쇼핑은�제품�비교를�한�
눈에�할�수�있다는�게�좋다.�

- 앱은�사용성이�좋아야�한다.�

- 모바일에서�오프라인�쇼핑과�
가까운�실재감을�느끼고�싶다.�

- 누군가와�함께�쇼핑하는�걸�
좋아한다.�

- 모바일�쇼핑을�할�때�원하는�
상품의�목록을�한눈에�볼�수�

있어�유용하다.�

페인�포인트�

- 오프라인에서는�점원을�대하는�
게�부담스럽기도�하다.�

- 앱에�정보가�너무�다양하게�
많거나�단계가�복잡하면�

불편하다.�

- 모바일에서�사이즈�정보가�각�
신발�종류가�다른�것을�알고�

있지만,�번번이�실패한다.�

- 모바일에서�얻는�상품의�
정보의�신뢰성이�부족하다.�

- 오프라인에서�볼�수�없는�
제품들이�가끔�있다.�

- 모바일�쇼핑을�실패했을�때�
반품�및�교환�과정이�

번거로워서 직접�입어볼�수�

있는�오프라인�쇼핑을�더�

선호하게�되었다.�

쇼핑�여정�비교를�위한�첫�번째�기준은�AR/VR�경험에�

따라�AR/VR�모바일�쇼핑�여정에�차이가�있어�AR/VR�

경험�유무로�나누어�보았다.�두�번째는�평소�쇼핑�방식에�

따라�모바일�쇼핑을�바라보는�시각의�차이가�있어�쇼핑�

방식을�기준으로�설정해�보았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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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설정한�퍼소나�당� 2개의�고객�여정�지도를�

작성하여�비교�및�분석해�본�뒤,�각�퍼소나별로�더�많은�

영향을�미치는�모바일�쇼핑�기술에�대하여�그림�2,�그림�

3 과�같이�제작하였다.�

기존�모바일�쇼핑과�비교해�AR�기능은�전반적인�모바일�

쇼핑�여정에�도움을�준다.�AR�기능�사용�시�더�명확한�

정보�제공을�원하는�것을�발견했다.�AR�기능으로�신발�

착용� 시� 신발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별로� 실제�

사이즈가� 다를� 수� 있기에� 사용자의� 몸에� 딱� 맞게�

착용하는� 기능이� 오히려� 단점이�됐다.� 많은� 사용자가�

있는� 기존� 모바일� 앱에� 비해� 현재� AR� 쇼핑� 앱은�

사용자들의� 후기가� 부족하여�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제품�비교�및�선정에�가장�큰�영향을�주고�있으며,�제품�

선정� 시� AR� 기능으로�인해�디자인의�요소가�더�크게�

작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여정의�흐름을�확인했다(그림�2).�

퍼소나� 2 는� 기존� 모바일� 쇼핑� 정보에� 대한� 부족한�

신뢰도와�실제로�착용해�봐야�한다는�생각으로�인해�AR�

기능으로�제품을�가상으로�착용해�볼�수�있다는�점에서�

그림� 2 와� 동일하게� 정보� 탐색과� 제품� 비교� 및� 선정�

단계에서�상승� 그래프를�확인하였다.�초반에�AR�기능�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부재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오프라인�쇼핑을�선호하는�특성에�가상�체험의�기술은�

기존�모바일�쇼핑보다는�높은�이용�가능성이�보였다.�

퍼소나�1의�VR�쇼핑에서는�AR의�쇼핑�방식보다�정보�

탐색�초반에�큰�흥미를�유발하지만,�기존의�모바일�쇼핑�

여정보다� 구매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VR� 기능은�

스토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이지� 제품을�

비교하거나� 선정,� 구매하는데� 유용한� 기능이� 되지�

못한다.� VR� 기능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여,� 매장을�

둘러보는�데에�어려움이�존재했다.�따라서�기존�모바일�

쇼핑보다� 제품� 탐색에� 불편함을� 주는� 부분도� 있어�

재이용에�대한�의사를�찾아보기�힘들었다.�

반대로�오프라인�쇼핑을�즐겨�하고�브랜드별�스토어를�

둘러보는�경험을�중요하게�생각하는�퍼소나�2에게�VR�

스토어가�정보�탐색부터�제품�비교�및� 선정�과정까지�

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VR�기능은�편리함이나�효율을�

중시하는� 사람들보다� 스토어�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림�2.��퍼소나�1의�AR�모바일�쇼핑�고객�여정�지도�

그림�3.�퍼소나�2의�VR�모바일�쇼핑�고객�여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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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전체적인�단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VR� 스토어를� 탐색하는� 방법이나� 제품� 탐색의� 과정이�

어려워도� 기존� 모바일� 쇼핑과� 다른� 새로운� 경험에�

재이용�의사를�보인다(그림�3).�

4. 결론�

현재� 상용화된� AR/VR� 모바일� 쇼핑은� 최근� 도입되어�

사용의�여정에�갓�영향을�미치기�시작한�단계이다.�고객�

여정�지도로�AR,�VR 을�비교하면�AR�모바일�쇼핑에서�

두�퍼소나�모두�전반적인�모바일�쇼핑�과정에�도움�주는�

요소로�작용하였으며,�AR�기능�내에�사이즈�등�명확한�

정보� 제공을� 원하였다.� VR� 모바일� 쇼핑은� 정보�

탐색부터�제품�비교�및�선정�과정까지�영향을�주었다.�

VR은�오프라인�매장�방문�체험의�요소로�작용해�스토어�

체험을�중요하게�여기는�사람들에게는�긍정적인�영향을�

주는�것을�볼�수�있지만�제품을�탐색�및�비교를�중요하게�

생각하는�사람들에게�불편함만�주는�기능이었다.�

AR/VR� 기술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쇼핑에� 적용이�

되었을� 때� 모든�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위치하고�기능에�대한�설명이�있어야�한다.�AR은�제품�

탐색�및�선정에�있어�직접적인�도움을�주는�요소이므로�

제품의�사이즈와�같은�상세한�정보의�발전이�중요하며,�

VR 은� 현재� 매장� 체험의� 요소로만� 작용하여� 모바일�

쇼핑의� 장점이� 사라진� 상태이다.� 따라서� 모바일의�

기본적인�기능인�제품의�목록�확인이나�장바구니�기능�

등이�VR�스토어에�맞게�구성되어야�할�것이다.�추가로�

AR�기능까지�접목이�될�수�있다면�VR�모바일�쇼핑의�

모든�단계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모바일� 쇼핑� 내� 신발� 구매를�

중심으로� Task� 연구가� 진행되어� 비교적� 저가이며�

크기가� 크지� 않은� 상품을� 다루는� 신발� 또는� 의류�

구매만이�갖는�특성이�결과에�영향을�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쇼핑에는� 가전,� 가구� 등�각�카테고리�

구매�방식의�특성에�맞게�AR/VR�쇼핑�서비스의�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에� 모바일� 쇼핑� 내의� 카테고리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대상은� 20 대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연령대별� AR/VR� 기술에� 대한�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추후에� 타� 연령대의�

AR/VR�모바일�쇼핑�경험에�관한�연구를�진행할�필요가�

있다는�점이�한계점이다.�

사사의�글�

이� 논문은� 2022 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연구임(POO12725).�

참고�문헌�

1. 한혜선.�팬데믹�이후�온라인쇼핑�규모�늘고,�모바일�
비중� 커졌다.�

http://www.tradetime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1018.�2022.05.10�

2. 한지명.� [위기를� 기회로]� 모바일� 강화·VR� 도입…�
'신사업'� 힘싣는� 롯데홈쇼핑.�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

06/01/2020060100094.html.�2022.05.10�

3. 정령,� 반영환.� (2019).� 사용자� 중심의� 통합적�
쇼핑경험� 연구:� 온·오프라인� 쇼핑의� 탐색과�

비교단계를� 중심으로.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20(11),2193-2202.�

4. �벨라�마틴,�브루스�해닝턴.� �디자인�방법론�불변의�
법칙� 100가지� Universal� Methods� of� Design.�

고려문화사.�2013.�

5. 최민영� 외.� 서비스·경험디자인� 이론서.�

한국디자인진흥원.�2022.�

6. 김영석,�이정현.� (2017).�사용자경험(UX)�관점에서�
고객여정지도를� 통한� 인사동의� 고객경험�

연구.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61(),319-330.�

7.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쇼핑� 체험이�
소비자�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가치의�

매개효과� 분석.� Korea� Business� Review,24(신년�

특별호),173-187.�

8. 정연승,�안수진.� (2019).� VR쇼핑의�소비자�수용도�
분석�연구.�생산성논집,�33(1),�79-97.�

9. 이준혁,� 김승인.� (2019).� AR� 기반의� 쇼핑�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사용자� 경험� 평가� -IKEA�

Place와� Amazon� AR� View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17(10),411-416.�

10.�홍수지,� 한상린.� (2020).�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환경에서의�쇼핑�체험이�소비자�의사�결정에�미치는�

영향:�지각된�가치의�매개효과�분석.Korea�Business�

Review,24(신년�특별호),173-187.�

11.�전민수.� UI� 사용성� 테스트� 실무� 사용자� 중심의�

웹서비스를� 탄생시키는.� 멘토르.� 2011.

�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0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0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Identifying the needs and wishes of generation Z  regarding clothing 
maintenance.

Dayoung Shin 
Industrial Design 

tlsekdud9@unist.ac.kr   

Aziza Abdyrazakova 
Design  

aziza@unist.ac.kr 

Yerslan Ababayev 
Design  

ababayev@unist.ac.kr 

Beomsu Kim 
Biomedical Engineering 

Kbs3132@unist.ac.kr 

Abstract 

Despite the huge success of LG Styler on the local 
and global market, it seems to target housewives in 

their 40s, instead of people in their 20-30s who are 

the main consumers of the clothing industry and 

consequently have more interest in clothing 

management and maintenan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eeds and wishes of the older 

representatives of generation Z regarding clothing 

care as well as the reasons behind the low demand 

for stylers among them. To meet this goal, we 

surveyed generation Z representatives and received 

80 responses, conducted 6 extreme user interviews 
along with collage making, and analyzed gathered 

data with the use of affinity diagrams. Based on this, 

we developed criteria and directions for the further 

work of redesigning LG Styler (S3MFC) to meet the 

needs of generation Z, the population group that is 

most interested in clothing care. 

Keyword 

User experience, Styler, Generation Z 

1. Introduction 

Modern people are showing a lot of interest and 
preference in fashion. Clothing is perceived not just 

as a necessity, but as a way of self-expression and 

communication in society. Consequently, the need 

for clothing care appliances is growing. To meet this 

need in 2011 LG electronics introduced a styler to 
the general public. Since then, according to industry 

estimates [2], the domestic sales volume of LG 

clothing care appliances including stylers reached 

50,000 units in 2016 and continued rising from 

there. The figure hit 300,000 in 2018 and doubled to 
600,000 in 2020. To keep users satisfied, every year 

LG Electronics launches an improved model of the 

styler. One such model is an LG TROMM Slim 

Styler (S3MFC) model, on which we focused 

throughout the study. As the name suggests, this 

model is a smaller version of the original styler 

designed to fit single households, the number of 

which is expected to reach some 9 million by 2040, 

taking up 37.9 percent of the total households here 
[3]. These types of households are mainly occupied 

by people in their 20-30s (MZ generation 

representatives), who are also main consumers of the 

clothing industry. This group might be a perfect 

target for a styler, however, the biggest customer 

segment of LG stylers is housewives in their 40s.  

Based on the researched data, we concluded that the 

styler is a successful home appliance. However, it 

doesn’t seem attractive to the most obvious target 

users. Therefore, we researched older representatives 
of generation Z, who are in their 20s, intending to 

understand their lifestyle, behavior, needs, and 

wishes in clothing care. This data pointed out the 

reasons behind the poor interest in the styler and 

helped to develop criteria for new styler designs that 
will satisfy the Generation Z lifestyle and will finally 

become an inherent part of the clothing management 

routine for them. 

2. Method 

We needed to find out the user expectations about 

the styler and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or 

the users.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prepared to 

collec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mainly 
about lifestyle, clothing maintenance behavior, and 

familiarity with the style. Through the survey, we 

recruited participants for collage making and 

interviews. Collage making was conducted to 

address emotional needs that cannot be expressed 
verbally as well as find out hidden expectations and 

wishes related to clothing care. Additionally, extreme 

user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deeper understand 

findings that were collected from the previous 

methods as well as to discover differen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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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ies in perception and expectations about the 

styler from two extreme points of view. Additionally, 
the contrast in the user experience with the product 

helped to indicate key issues of the design and 

provided insights for the design improvements.  

2.1 Survey 

• Participants 

We were aiming for people in their 20s to fill out 

the questionnaire, therefore we distributed the 

survey link through SNS (social media network), 

specifically Facebook and Kakao Talk.  

• Materials 

Digital questionnaire was made using Google 

Forms. It consisted of 23 questions and was divided 

into 5 sections (demographics, lifestyle, clothing 

care, home appliances and electronics, and styler 

experience). 

• Procedure 

People found the link and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It was open for a week and required 

only about 10 minutes to fill out. Since it was 

digital, respondents could fill it out at any preferred 

time and location. 

2.2 Collage making 

• Participants 

Out of 80 survey participants we recruited 6 people 

for the collage making and extreme user 

interviews: three extremely familiar styler users and 
three unfamiliar users, some of them didn’t even 

know about the existence of such a product. Below 

you can se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s.  

 

Table 1. Collage making and Extreme User Interview 

participant information 

Num. Gender Age Familiarity with styler 

1 M 26 O 

2 M 24 O 

3 M 25 O 

4 F 22 X 

5 M 23 X 

6 F 24 X 

 

• Materials 

A3, scissors, post-its, markers, glue, and magazines 

• Procedure 

Before starting the activity two facilitators (guiding 

facilitator and note-taker) prepared all necessary 

materials listed in the above section, explained the 

procedure, and introduced the question to the 

participant: 

 

‘Please express your dreams with clothing care in 

2030 when everything is possible’ 

 

15 minutes were given to create a collage with 

provided materials. To create a more comfortable 

environment for participants, facilitators didn’t 

directly observe the collage making process and put 

background music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preference. Additional 5 minutes were provided if 

needed. After completing the collage, participants 

were asked to explain their outcome. Guiding 

facilitators asked guiding questions to extract more 

detailed explanations, at the same time the second 
facilitator was taking notes. The above process was 

conducted individually with 6 participants and 

continued with the interview. 

2.3 Extreme user interviews 

• Materials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two sets of 

interview questions were prepared for two types of 

interviewees (extremely familiar and extremely 

unfamiliar). Two sets of questions slightly varied 

from each other depending on the type of 

interviewee.   

• Procedure 

Before starting the interview, participants were 

familiarized with the procedure and asked for 

consent to record the interview which was 

necessary for data collection. As previously in the 
collage making activity, two facilitator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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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view that lasted for 30 minutes. The 

guiding facilitator was asking the questions and the 
recording facilitator was taking notes. According to 

the answers of interviewees, additional guiding 

questions were asked to help interviewees develop a 

detailed answer. 

3. Results and Discussion  

3.1 Survey 

We received 80 responses to our survey.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representatives of 
generation Z living in a single household. More 

specifically, they were Korean university students 

(19-26 years old) living in university dormitories or 

studio apartments. Generation Z is generally willing 

to spend only up to 25% of their living expenses on 
clothing, according to the survey, but may buy 

clothing every month or every season. Results 

showed a clear trend of buying inexpensive and 

practical clothes. There are no special patterns in the 

care of clothes of representatives of generation Z. 
They wash their clothes once a week and we have 

received a lot of responses about difficulties with 

fabrics such as wool and leather.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have 

several expensive devices like a phone and a laptop, 
from which we concluded that Generation Z is ready 

to buy appliances and electronics if they need or 

want them. This could mean Gen Z could become a 

staple if they consider it a daily necessity. Only 

17.5% of all respondents have used a styler to at 

least follow them. We assumed that the styler is not 
popular among Gen Z because it is not affordable, 

Gen Z does not yet have their own space to house 

the styler, and they cannot see the value of the styler 

at a glance. once, however, for all those who have 

 used a styler at least once, the styler has become a 

daily necessity for them.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urvey, our target group often buys new cheap 

clothes. This may be due to rapidly changing trends 

and the desire to  

 

3.2 Collage making 

The results of collage making are divided into two 

according to the type of users. Below you can see the 

outcomes of three collages of extremely familiar 

users (Figure 3) and three collages of extremely 

unfamiliar users (Figure 4)  

 

 

 

 

 

 

 

 

Figure 1  Collage image of extremely familiar user #1 

 

 

 

 

 

 

 

Figure 2  Collage image of extremely unfamiliar user #1 

• They want to deliver information such as the 

weather in the form of lighting, not just delivering 

it. 

Collage results of the extremely unfamiliar users 

weren't much different from the familiar users 

• Unfamiliar participants wanted the styler to be 

invisible, hidden in the wall or the wardrobe to 

look harmoniously fit the interior and not take 

much space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1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1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 Unfamiliar users want the styler to manage 

clothing care (folding clothes, washing, ironing) 
instead of them to reduce the burden and save 

personal time 

• Unfamiliar participants want to experience 

automated, but natural clothing care. Without 

robotic feeling.  

3.3 Extreme user interview 

Extreme user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about the styler. We asked mostly the 

same questions to extreme users to find interesting 
patterns in later analysis which is the affinity 

diagram. In addition, thes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Generation Z’s pain points 

in daily clothing care. 
• Extremely Familiar Users 

Users familiar with styler usage complained of 
discomfort with the water shortage notification 

being guided during use. The interviewee also 

fou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o wash 

clothes with labels, and he suggested that 

interviews with various functions but not using 
them should suggest functions in advance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addition, an 

interviewee said that the shape of the hanger 

induces misunderstanding about how to use it.  

• Extremely Unfamiliar Users 

Unfamiliar with the styler interviewees were found 

to struggle in choosing the right clothing material 

during shopping and taking care of them in the 

right way. Participants say that they don’t pay 

attention to the materials of clothes, however, they 
struggle afterward to take care of them. Through 

interviews, we could observe those interview 

participants, as the representatives of Generation Z, 

tend to have diverse interests and their wardrobe 

usually corresponds to their spheres of interest. 
Participants who are very interested in sports have 

a lot of diverse sportswear, however, those special 

uniforms have certain requirements for washing 

because of the materials. Participants think about 

clothes and their features that meet their hobbies 

and interests, but they don’t think long-term about 

how to take care of them. 

3.4 Discussion 

After proceeding with 4 user study methods, all essay 

answers and insights were collected for analysis. All 

collected insights are written on post-it regardless, 

and highly relevant post-it is clustered. After 
clustering, find the characteristics and insights of 

each cluster.  
 

 

Figure 3  Affinity Diagram1 

 

Figure 4  Affinity Diagram2 

 

As shown in the picture above, 17 clusters were 

created. Some interesting insights include: 

1. Location Issues - The expected role depends 
on the location of the styler. How about 

putting it in the closet rather than in the closet? 

2. Noise Problem - Let's add a sleeping option. If 

you set the sleeping option additionally, it will 

operate in a quieter mode. 

3. Smell and Warmth - Aroma is important to 

gen Z, and the warmth you feel after using the 

styler gives you a clean clothing care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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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er Expectations for Styler - Expect to 

function in clothing fashion. Need to show a 
little more than a styler is a cleaning machine. 

Misleading especially with the name 'Styler'. 

5. Use Smart Styler - Interworking with other 

devices or services 

6. Various reasons for and how to use the Styler 
- When asked who the styler would be useful 

to,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answers that 

it would be useful for those interested in 

clothes and those who didn't know at all. 

7. The Limits of Styler - Let's find the limitations 
that Styler can't solve. Ex) Apply the medicine 

to the stain and turn the stain mode. 

4. Conclusion 

The current styler has already become an inherent 

part of daily clothing care for many people and an 

increase in demand for styler was observed over the 

past five years. However, for the majority of 

generation Z representatives, the styler didn’t look 
attractive at the first glance. Therefore, we conducted 

research consisting of four methods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d needs of Generation Z regarding 

daily clothing care. As a result, we revealed 

generation Z’s understanding of stylers, their pain 
points, expectations, and wishes regarding clothing 

care. Gathered data was used to formulate a 

direction for redesigning the current styler to meet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 target group as 

well as reveal hidden and provide new values. More 
specifically, the new model of the styler is planned to 

be more interactive, assistive, suggestive, compact, 

and trustworthy. 

This study has potential limitations. The sample 

mainly consisted of the students of a particular 
university, therefore the collected data set is 

subjected to biases. Additionally, 90 people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and only 6 people were recruited 

for the interviews and collage making. The sample 

size is small, so the estimated data is not sufficient. In 
future studies, the sample size will be bigger and 

more versatile to collect sufficient amounts of data to 

fulfill possibly mi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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ㇷ ᾎឋ ㉌ㇷ㈃ 㵤㒀 㶻ᶓ䀃ᴿ 㝘㑯 

㉐㑳䄃 㑯ᶓ䀃ᴿ ᚫ㉐ ᚯᶓ䀇 ⛔❀ᶏ. 㝘㑯 

❯ṯ㈃ ➠㉌䀇 ᜫ⭗ ㉐㤃 ⭗ㅔ䀃㑫 ⿵ឋṯ ㉌ㇷ 

㝘ㇷ䀃 ㉐❼㈃ ㌟㉗ 㠿㋀䀟➧ ⳃ ㈳ᴿ ㉐㊻ 

㈳ᶏ. ᢣ⊗ᭃ 㝘㑯 ᛇ㈣㈃ 㝘ᚬ ⭗ㅔ䀃 ㉌ㇷ 

㶻ᶓ䀃ᣛ ῷ◣ほ, ㊯◣ᚫ⑷ 㝘㑯 㱠䀟 㑯ᶓ 䀋 ⳃ 

㈳┛, Ẅ㈧䀇 ㇷほ ᶫ䀃 ㊯◣ᚫ⑳ᶏ 㑯ᶓ㈃ 

㹣㛓ᚫ ⛇⮈䀃ᴿ ◣㋇ᚫ ㈳ᶏ. 

➣ ゛᠗ほ⯇ᴿ 1 㛓ㅻ ㈿㛓ⶋᝨ⒈ 䄇ㅔ䀃 ㇷ 

ⰷ㈃ ㈰⋐ 㱠䀟 ㉌ㇷ㈃ ㇋◟ 㭻㑫䀃ᴿ 㣠䀄ⵠ 

╓ḣ 䀄ⵠ䀃カᶏ.  ⛔❀ ➠㉌䀇 ⶋ䃣㝃 ⛔❀ 

⭗ㅔ䀃㑫 ⿵ឋṯ ㇷほ⯇ ㉌ㇷ㈃ ⠫ ᰽ 

㋀䄀ṯ⌇ 㑯ᶓ䀃ᴿ ᜮ ᚫᵐ䀃 䀇ᶏ. 䀄ⵠệ 

㣠䀄ⵠ ╓ḣ The CirCor DigiScope 

Phonocardiogram ḛ㯛⯶ほ ᶫ䀇 㛓ᜫ㑈ほ⯇ 

㉌ㇷ ᜫ㡇䀃ᴿ ឧ㋀ほ⯇ weighted F1-score 

0.85  ᣛ⌈䀃カᶏ. ᴿ ➣ ╓ḣ 䅓ឧ㊬⌇ 

㉌ㇷ ᜫ㡇䀟᭟ឋ ㈳┛, ㉐❼ 㑯ᶓ䀃ᣛ ㆯ䀇 

ⵏ㬗ᶈ ⛔❀⌇⯇㈃ 䄇ㅔ ᚫᵐ⯜ ➟㎫ᶏ. 

 

주제어 

ㇷṯ, ㉌ㇷ ᜫ㡇, 㣠䀄ⵠ, ㈿㛓ⶋᝨ⒈ 

 

1. 서 론 

ㇷ ㉐ 䂳「 ㅟ⛃䀃ᣛ ㆯ䀟 ⳃ㡀 ₻ᴿ 

䄀㉐䀃ᴿ ឧ㋀ほ⯇ ⛇⮈䀃ᴿ ⰷ⌇, ㉐ ㊯㝟ほ 

ᜣ㝻⯇ ㊯ᶗểた ᾏ ⳃ ㈳ᶏ. ㇷ 㝘㑯ᣛ 㱠䀟 

ᚯᶓ䀃 㝘ㇷ䀋 ⳃ ㈳┛, ㊯◣ᚫᴿ ㇷ 㱠䀟 

㉐㈃ ⭬㮇 㶻ᶓ䀋 ⳃ ㈳ᶏ[1]. 

ᛀ䀇 ⭗∷㈃ ㉐ ⛀Ẅ ឧ㋀ほ⯇ ᢇ㤄㊬ឋ ┰䄀䀇 

ⰷ ⛇⮈ⶇ㭏㑫⑷, ㉐ほ ◣㋇ᚫ ㈳ᴿ ᝨㅛ ⛀Ẅ 

ឧ㋀ほ⯇ ㉐ ㉌ㇷ(heart murmur) ⛇⮈䀃ᣛṯ 䀇ᶏ. 

㉌ㇷ ⛇⮈䀃ᴿ ᜮ ㈻㝟ᚫ ㉐㑳䄃⌇ ⠯␃ểᴿ 

ᜮ ᵳ㑫⑷, ㉌ㇷ ⅇ⋢䀃 ᾏᴿ ᝨㅛ 

㉐㑳䄃㈃ ㌟㉗ ᚫᵐ⯜ ᰽♫⌇ ㋀⚫䀇 㠿ᚫᜫ⭗ᚫ 

㿯ㄿ䀃 ệᶏ. Ί∧⯇ ㇷ 㝘ㇷ 㱠䀟 ㉌ㇷ 

㋀䄀䀃 㭻㑫䀃 ᠗⠯䀟᭧ ⳃ ㈳ᶏ┟ ㆯ䂃⯜ ᰽ 

㉐ 㑳䄃 ㌛ᣛほ ⛇䀋 ⳃ ㈳ᴿ ⛔❀ ệᶏ[2]. 

㝘㑯 ㉌ㇷ 㭻㑫䀃ᴿ ᚫ㉐ ᚯᶓ䀇 ⛔❀ᶏ. 

㝘㑯 ❯ṯ㈃ ➠㉌䀇 ᜫ⭗ ㉐㤃 㿯ㄿ⌇ 䀃㑫 ⿵ᣛ 

ῷ◣ほ ᜫ⭗ ㉐ⰷほ 㬗 ᠗》⛆㑫 ⿵ឋ ⭗ㅔ ᚫᵐ䀇 

㑯ᶓ ⛔❀ᶏ. ᢣ⊗ᭃ ㇷ 㣌㋀䀃ᴿ ឧ㋀ほ⯇ 

䃣䈌ᭃ ㉐ᣛ㈃ ㅟẄ⌇ ㈣䀇 ⰷ ₻䀇 ⛇⮈䀃ᣛ 

ῷ◣ほ ㇷ⑷ ⠯䀟⯇ 㝘ㇷ䀃ᴿ ᜮ た⋠ᶏ[3]. 

₻䀇 㝘ㇷ 㱠䀟 ㉌ㇷ ᜫ㡇䀃ឋ ㉐❼㈃ ᚫᵐ⯜ 

㶻ᶓ䀃ᴿ ᜮ ㊯◣ᚫ㈃ ᛇ㈣ 㝘ᚬ 㱠䀃 ⎓た㑫ᣛ 

ῷ◣ほ Ẅ㈧䀇 ㇷ ᾎឋṯ ㊯◣ᚫ ⭗㈃ 㑯ᶓ㈃ 

㹣㛓ᚫ ⛇⮈䀃ᴿ ◣㋇ᚫ ㈳ᶏ. 

㈃⍷ ガほ⯇ 㑯ᶓ ឧほ ᶫ䀇 ᛇ㈣ ᵐ⋐㈃ 㹣㛓 

㎯ឋ, ᷿ ᰽ ㋀䄀ṯ㈃ 㑯ᶓ ឧ てᣛ ㆯ䀟 

㣠䀄ⵠ ᣛ❀ ⭗ㅔ䀃ᴿ ᜮ ㋇ ᷿ ⭬ ⶋᣛ䀇 

䂯⭬ ᵳᶏ. ⊗ 㑳❼㈃ 㑯ᶓ ㆯ䀟 ᶏ〼䀇 ㈃⍷ 

ガ⭬ ᣛᣛᾏ 䄇ㅔểឋ ㈳┛,  㱠䀟 てた㑯 ㈃⍷ 

⚣㑫ᴿ 㑯ᶓឧ 䀓ᦃ ᣛ⌈ểた 㑳❼ ⠫ ⠯␃䀃ᣛ 

ㆯ䀇 ╓ḣ 䀄ⵠほ 䄇ㅔểឋ ㈳ᶏ[4]. 

ᢣ⊗ᭃ 㝘㑯 ㈃ ╓ᾋ ㈃⭗ᾏ ㈧⛃㊬⌇ 䀴䀃ᴿ 

ᚫ㉐ ᣛ㞳㊬㈣ ᜫ㑯 ⛔❀㈯ほṯ ⠳᠗䀃ឋ, 㝘㑯 

ឧ㋀ほ⯇ てた㑫ᴿ ⰷ ⶋ䃣 ḛ㯛ᴿ ᶫ⠫⠯ 䀟ᶤ 

ᜫ㑯ほ⯇ ㈧䄷⯜⌇ ⭗ㅔệ 䅯 ᣛ⌈ể㑫 ⿵ 㛯⌇ 

ⰷ┣ểᴿ ᜮ 䂯ⶏᶏ. ㇷ 㣠䀄ⵠ ᣛ❀ 

⭗ㅔ䀃 ⠯⯈䀃ឋ㈻ 䀃ᴿ ᰣ⋐ ᶏ〼䀃 ⎓た㑫ឋ 

㈳ᭃ[5-6], ⠯⯈ ㆯ䀇 ᣛ⛃ ḛ㯛ᴿ ㈃⍷ ガ⭬ 

ḛ㯛ほ ⣯䀟 ⒏ㅛ ⠫㌜䀃ᶏ. 㝘㑯⌇ 㝘ㇷệ ⰷ 

ⶋ䃣 ᣛ⌈䀋 ⳃ ㈳ᴿ ᾿㑫㯣 㝘㑯ᣛル ᛄ ᜫ⭗ 

ᣛᣛᚫ ⚣ ᛇ⛇ểた ㈳ㇷほṯ ⠳᠗䀃ឋ 䂯㉐ほ⯇ᴿ 

⊗䀇 ᣛᣛᚫ ㉃ 䄇ㅔể㑫 ⿵ឋ ㈳┛ ㇷ ㋀➟ ₻䀇 

㉃ ➟ឫể㑫 ⿵ឋ ㈳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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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᠗ほ⯇ᴿ ⯜❯, ᭃ, 㭏, ╣◟ ᾜ㈃ ᣛ㞳㋀➟ル 

ㇷ⑷ 䄇ㅔ䀃 ㉌ㇷ㈃ 㭻㑫 ᚫᵐ䀃 䀃ᴿ 

㣠䀄ⵠ ╓ḣ ᛇ⛇䀃ឋ㈻ 䀃カᶏ. ㈃⍷ ⚣㑫 

⠯⯈ほ ᮻ ⭗ㅔ䀃ឋ ㈳ᴿ ㈿㛓ⶋᝨ⒈(Residual 

Network)[8] ᠗㌛ 1㛓ㅻ 䃀㮇⌇ ᠗⯜䀃 ⰷ ⶋ䃣 

ḛ㯛 㑬㊼ ㈰⋐ ⛆ ⠯␃䀋 ⳃ ㈳ᴿ ╓ḣ 

⯏ᝯ䀃, ⰷ ⶋ䃣 ḛ㯛⑷⌇ṯ ᰽ ⯜ᵐ⌇ 

㑯ᶓ ᚫᵐ䀓 䄀㈣䀃ឋ㈻ 䀃カᶏ. ₻䀇, ㉌ㇷ ᜫ㡇 

⠫ ┰䄀䈳 㶻ᶓ䀃ᣛ た⋏ㅟ ⠯␃㈣ ⠳┰䄀 ⠯␃ 

㺗䀓䀃 ㌫ ᷿  ⶏ㋇ル ㇋⭗䀇 ឧ てឋ㈻ 䀃カᶏ[9-

10].  㱠䀟 ⰷ ⶋ䃣 ᜫ⭗ ḛ㯛㈃ ⳃ㑼 

㎼ㄿ䀓 䄃ᣛ䀃ឋ, ᷿ ⑹ ḛ㯛㈃ 㡀㊬ 㱠䀟 ᷿ 

᰽ ⯜ᵐ㈃ ╓ḣ ṯ㡇 ᣛᶫ䀟➧ ⳃ ㈳ᶏ. 

 

2. 연구 배경 

2.1 소리 신호 분석  

ⰷᴿ ㎧㶷ⳃル 㑯㺘⌇ ᢣ 㵤㒀 㼇䂯䀋 ⳃ ㈳ᶏ. 

㎧㶷ⳃᴿ 㞳ᶤ 㑯Ẅ㈃ 䅊ⳃ ᭃ㭫᭟┛, ⰷ㈃ 

㎧㶷ⳃᚫ ᰽ ᝨㅛ ᷿ ᰽ ㇷ⌇, ㎧㶷ⳃᚫ ᭙ ᝨㅛ 

᷿ ᭙ ㇷ⌇ ᾏ ệᶏ. 㑯㺘 㑯Ẅ㈃ 㬗ᣛ 

ᭃ㭫᭟┛, 㑯㺘 㬟ⳃ⌈ ᷿ 㬛 ⰷ⌇, 㑯㺘 ㈼ⳃ⌈ 

᷿ ㈼ ⰷ⌇ ᾏ ệᶏ. ㈧⛃㊬㈣ ⰷᴿ ᶏ〼䀇 

㎧㶷ⳃル 㑯㺘 ᚫ㑫ᴿ ⊗ ⰷᚫ 䀔⯜ểた ឋ㇋䀇 

㵤㒀 ᚫ㑫 ệᶏ. 

ⰷᴿ 䂯ⶏほ⯇ ᭋ⌇ᢣ ⶋ䃣㈃ 䃀㮇⌇ ㌟㉗䀇ᶏ. 

ⰷᴿ ⒏㑳㈃ 㑯Ẅほ ㈃䀟 ⛇⮈䀃♫⌇ ⒏㑳㈃ ㆯ㤃 

❫䃿 ⶇᚯ㡀ឧ 䀓ᦃ ᭃ㭫᭣ᶏ┟ ⰷ㈃ ❫䃿 

ⶇᚬ㊬⌇ 㼇䂯䀋 ⳃ ㈳ᶏ. ⊗䀇 ⛔❀⌇ ⰷ 

㈧㛓ㅻ㈃ 㹴┟ほ ᭃ㭫᭣ ᜮ ⰷ㈃ 㶷䃀 ᢣ≃㾯∧ឋ 

䀃┛,  㱠䀟 䂯ⶏ㈃ ⰷ ㋀➟ ṯ㼇⌇ 㼇䂯䀃 

⠯⯈䀋 ⳃ ㈳ᶏ. 

ᭋ⌇ᢣ 䃀㮇⌇ ㌟㉗䀃ᴿ 䂯ⶏ㈃ ⰷ 㦟㾓㯛⌇ 

⠯⯈䀃ᣛ ㆯ䀟⯇ᴿ ⰷ ㋀➟ 㦟㾓㯛ᚫ 䀟䀋 ⳃ 

㈳ᴿ ᾿㑫㯣 ḛ㯛⌇ ㊯䄃䀃ᴿ ᜮ 㿯ㄿ䀃ᶏ.  

ឧ㋀ ㈧⛃㊬⌇ ⑳㬗⌇ ㈰⋐ệ ⶋ䃣ᚫ ᭋ⌇ᢣ-

᾿㑫㯣 㦓✯㯛(ADC) 㱠ឧ䀃┟⯇ ⎓た㑫 ệᶏ. 

 ῷ ⑳㬗ほ⯇ ㈰⋐ệ ゛ⰸệ ⰷ ⶋ䃣㈃ ❫ㆯ 

⠳゛ⰸ㊬㈣ ᾿㑫㯣 ḛ㯛⌇ ᣛ⌈䀃〧 䀃♫⌇, 㞳ᶤ 

┲ ✳ᭃ ᣛ⌈䀃ឋ㈻ 䀃ᴿ㑫 ㋀䀃〧 䀃ᴿḛ  

⮃㾷⑬㎧ᣛ(sampling rate)∧ឋ 䀇ᶏ. Ẅ㈧䀇 ᭋ⌇ᢣ 

ⶋ䃣ほ ᶫ䀟 ⮃㾷⑬㎧ᣛᚫ 㒒ⳃ⌈ ឋ䀟⭬ṯ㈃ ⰷ 

➠ㅻ䀋 ⳃ ㈳㑫⑷, ⮃㾷⑬㎧ᣛᚫ ᣣた㑳ⳃ⌈ ➠ㅻệ 

ⰷ㈃ 䀟⭬ṯᚫ ᭙㑫 ể┛ ㈧⠫ ㎧㶷ⳃ㈃ ㋀➟ᴿ 

ⰷⶏể ệᶏ. 

2.2 의료 데이터 기계학습 

ᣛ㌟㈃ ㈃⍷ ḛ㯛 ⠯⯈ ⚺ ╓ḣ ⮈⯜ ㎧⌇ 

㈃⍷㊯◣ᚫᚫ ㈧㈧䈳 ⳃ㈼ば⌇ ḛ㯛㈃ 㵤⯜ 

㠿㡇(feature extraction)䀃 ⎓た㋷ᶏ. ᣛᝯ䀄ⵠ 

⛔❀ほ ᣛ⛃䀇 ⠯␃ ╓ḣᾏ ⠯␃ほ ⭗ㅔ䀃ឋ㈻ 䀃ᴿ 

㵤⯜ ゛᠗㈻ᚫ 㑬㊼ ㋀㈃䀃 ⯋㮈䀟〧 䀇ᶏ. Ί∧⯇ 

゛᠗㈻㈃ ḛ㯛 䀟ṯ ⚺ 㵤⯜ 㠿㡇䀃ᣛ ㆯ䀟 

⭗ㅔ䀃ᴿ ㊯㝃㈃ ⛔❀ ᾜ ╓ḣ㈃ ⯜ᵐほ 㬛 ガ䁐 

⚣㤃 ệᶏ. 

⛃┟, 㠇ᢧほ ᶏ〼䀇 ゛᠗ᚫ ⳃ䀴ểឋ ㈳ᴿ 㣠䀄ⵠ 

ᣛ⛃㈃ ㈃⍷ ḛ㯛 ゛᠗ᴿ ⊗䀇 㵤⯜ 㠿㡇㈃ 

ᢣ⑧ 1. ㇷ㈃ ㎧ㄿ 㣌㋀ ㆯ㤃 ⚺ 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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ឧ㋀ほ⯇ ⣯㊬ ㈻㇋⌘ᶏᴿ 㵤㒀 ㈳ᶏ[11]. 㣠䀄ⵠ 

╓ḣ ゛᠗㈻ᚫ 㑬㊼ ╓ḣほ ⭗ㅔ䀋 㵤⯜ 㑫㋀䀃ᴿ 

ᶫⶋ, ╓ḣ ⛃➠㊬㈣ 䀄ⵠ 㱠䀃 ⠯␃ほ 㿯ㄿ䀇 

㵤⯜ 㠿㡇䀃 ⭗ㅔ䀃ᴿ ⛔ⶈ⌇ Ẅ㈼䀇ᶏ. Ί∧⯇ 

゛᠗㈻㈃ ḛ㯛 䀟ṯᚫ ᰽㑫 ⿵᷿∧ṯ ᰽ ㋀䄀ṯ㈃ 

╓ḣ ṯ㡇 ᚫᵐ䀇 ⛃┟, 䀄ⵠ ㆯ䀟 ⒏ㅛ ⑹ 

ḛ㯛ᚫ 㿯ㄿ䀇 ᶓ㊻ ㈳ᶏ. 

䀄ⵠ ᚫᵐ䀇 ḛ㯛㈃ ⳃᚫ 㡔⠯䈳 䄀➟ểᴿ ᝨㅛ, 

㣠䀄ⵠ ⛔❀ 䄇ㅔ䀇 ╓ḣ㈃ ㋀䄀ṯᚫ ᣛᝯ䀄ⵠ 

⛔❀ 䄇ㅔ䀇 ╓ḣほ ⣯䀟 ᷿ ᭃ ⯜ᵐ ➟㎧ឋ 

㈳ᶏ. ᢣ⊗ᭃ ㈃⍷ ḛ㯛㈃ 㵤⯜⭬ ᶫᢇ╓ ḛ㯛㈃ 

䄀➟ᚫ た⋏ㅟ ᝨㅛᚫ ⑹ 䀄ⵠ ㆯ䀇 ḛ㯛㈃ 

ᶏ〼⯜ 㡔⠯䈳 䄀➟ể㑫 ⿵ᴿ ᝨㅛᚫ ⑹ᶏ.  

➟ワ䀃ឋ㈻, 㣠䀄ⵠ ⛔❀ ⭗ㅔ䀃ᴿ ᝨㅛ ᚫ⭬㈃ 

ḛ㯛 ⮈⯜䀃 䄇ㅔ䀃ᴿ ḛ㯛 㑈ᛀ(data 

augmentation) ᣛ❀ 㱠䀟 ㊬ ⳃ㈃ ḛ㯛⌇ṯ 

ᶏ〼䀇 䀄ⵠ ⎓た㑳 ⳃ ㈳ 䀇ᶏ[12]. 

2.3 심음 데이터 분석 

ㇷ ḛ㯛㈃ ⠯⯈ ㈧⛃㊬⌇ ⶋ䃣 ㊯㝃, 㵤⯜ 

㠿㡇, ╓ḣ 䀄ⵠ, ឧ ⠯␃㈃ ⳇ⯇⌇ ⎓た㑫 ệᶏ. 

ⶋ䃣 ㊯㝃 ᶓᝯᴿ ㅻ ḛ㯛ほ 㺗䀓ểた ㈳ᴿ ⠯⯈ほ 

ឫᝯぱᴿ ⶋ䃣 ㋇䀃ឋ, ⠯␃ểた〧 䀃ᴿ 㵤⯜ ㌫ 

᷿ ┰䄀䀃 ᾇ⊗ᭋ ⳃ ㈳ṯ⌈ ḛ㯛 ❫䄃䀃ᴿ 

ᶓᝯᶏ. ➣ ᶓᝯほ⯇ᴿ ᰣ㐳 ㋇ ₻ᴿ 㿯㯛 

⭗ㅔ䀇 ㎧㶷ⳃ ᶫ 䀇㋀ ᾜ㈃ ឧ㋀ 㱠䀟 ḛ㯛 

ᤓᬂ䀃 䀃ᴿ ឧ㋀ឧ, ㋀ᢇ䃿 ₻ᴿ ⶋ䃣 㑈㺘 ᾜ㈃ 

ឧ㋀ 㱠䀟 ឫ㛛䀃ឋ㈻ 䀃ᴿ 㵤⯜ ㌫ ᷿ ┰䄀䀃 

ᭃ㭫ᭃṯ⌈ 䀃ᴿ ឧ㋀, ḛ㯛 ⠯䀋 ₻ᴿ ❫㌛ệ ḛ㯛 

⮈⯜ ᾜ 㱠䀃 ḛ㯛 㑈ᛀ䀃ᴿ ឧ㋀ ᾜ 

㺗䀓ệᶏ. 

㵤⯜ 㠿㡇 ᶓᝯᴿ ㈧⛃㊬㈣ ᣛᝯ䀄ⵠ ⛔❀ ⭗ㅔ䀃ᴿ 

ᝨㅛ ⳃ䀴ểᴿ ᶓᝯᶏ.  ᶓᝯほ⯇ᴿ ⶋ䃣 ㊯㝃 

ᶓᝯ 㱠ឧ䀇 ḛ㯛ᾏほ ᶫ䀃 㑼㎼䀃ឋ㈻ 䀃ᴿ 

㵤⯜ 㠿㡇䀃 ╓ḣ 䀄ⵠ ㎫⣯䀃 ệᶏ. ᶓ, 

㣠䀄ⵠ ⛔❀ ⭗ㅔ䀃ᴿ ᝨㅛ  ᶓᝯᴿ ᚯⰷ䃿ểᭃ 

⮈≠ể ệᶏ. 

䅯 ╓ḣ 䀄ⵠ ⚺ ឧ ⠯␃ ᶓᝯᴿ ㈧⛃㊬㈣ ᣛᝯ䀄ⵠ 

ឧ㋀ឧ Ẅ㈧䀃 㑯䀴ệᶏ. ㊯㝃ル 㵤⯜ 㠿㡇 

ワ⍷ệ ḛ㯛 ╓ḣほ ㈰⋐䀃ឋ. ╓ḣ㈃ 㡇⋐ ឧ 

⛆ ㋀ᶠឧ ⣯䀃 ᢣ 㛓 ╓ḣほ ㈧⠫ ⛃ガ䀃ᴿ 

ឧ㋀ ⛃➠㊬⌇ ⳃ䀴䀃 ╓ḣ㈃ ㋀䄀ṯ 

䁐⭬ⶇ㭓ᶏ. ╓ḣ㈃ ⠯␃ ឧル ㋀ᶠឧ㈃ 㛓 

ᭃ㭫᭟ᴿ ⰻⶏ䀓ⳃᴿ ✿㎧ 㛓 み㵣⌇㿧(categorical 

cross-entropy) ⭗ㅔ䀃 ╓ḣ ㋀䄀䀇 コ㣌 

ⳃ䀴䀋ⳃ⌈ ᢣ ⰻⶏ ᚽ㈃ 㬗ᣛᚫ ㎯たᾏṯ⌈ 䀇ᶏ. 

2.4 심잡음  검출 심층학습 방법 

㣠䀄ⵠ ⭗ㅔ䀃 ㇷ ḛ㯛 ⠯⯈䀃ឋ ㉌ㇷ 

ᜫ㡇䀃ᴿ ⛔❀ ㎧⌇ ỻ ᚫ㑫 ⛔䁐⌇ ⎓た㑫ឋ 

㈳ᶏ. 䀃ᭃᴿ ⶋ䃣 ᚯᶓ䀇 ㊯㝃⑷ 㤇 㛯 ᢣᶫ⌇ 

㈰⋐⌇ ⭗ㅔ䀃 㣠䀄ⵠ ╓ḣ 䅳⋓ⶇ㭏ᴿ 

⛔❀┛, ᶏ␣ 䀃ᭃᴿ ⰷ㈃ 㵤㒀 䄀㈣䀋 ⳃ ㈳ᴿ 

᠘ⰷ 㼣ほ ❫䄃ᭃ ⵏ㹄㵣⌇ᢣ≓ ᾜ 䄇ㅔ䀃 

㈰⋐㈃ 㛓ㅻ 䄀㉐䀃 ╓ḣ 䀄ⵠ䀃ᴿ ⛔❀ᶏ. 

⭬ⳋ䀇 ỻ ᚫ㑫 ⛔䁐 ╓ỻ ㉌ㇷ ᜫ㡇 ㆯ䀇 

⛔❀⌇⯇ ㈃⚣ ㈳ᴿ ᰽ ㋀䄀ṯ ᣛ⌈䀃ឋ ㈳ᶏ.  

ⶋ䃣㈃ 㛓ㅻほ ᶫ䀇 ❯ṯ㈃ ❫䄃 ⳃ䀴䀃㑫 ⿵ឋ 

㉐ᶓᣛ⓿╓(Long-Short Term Memory) 䄇ㅔ䀇 

╓ḣ 91.39%㈃ ㋀䄀ṯ ➟カ┛[13], ⶋ䃣 

2㛓ㅻ㈃ ⵏ㹄㵣⌇ᢣ≓⌇ ❫䄃䀃 䀔⯜វ ⶋᝨ⒈ 

⭗ㅔ䀇 ╓ḣ ₻䀇 89.5%㈃ ㋀䄀ṯ ➟カᶏ[14]. 

⊗䀇 ឧᴿ ᶏ〼䀇 㣠䀄ⵠ ᣛ❀ᾏ ㉌ㇷ ᜫ㡇ほ 

䅓ឧ㊬⌇ ⭗ㅔị ⳃ ㈳ㇷ ㈃⚣䀇ᶏ. 

ᢣ⑧ 2. ResNet50 ╓ḣ ᠗㌛[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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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데이터셋 

➣ ゛᠗ほ⯇ᴿ The George B. Moody Challenge 

2022  㱠䀟 ㋇ហệ The CirCor DigiScope 

Phonocardiogram ḛ㯛⯶[16] ⭗ㅔ䀃カᶏ.  

ḛ㯛⯶ 2014ᯯឧ 2015ᯯほ ⢷∧㑳 ⠬Ẅ⠫ 㑫㈃ 

21 ⯣ ⚣⑷㈣ 1,568 ┰㈃ ᜫ㑯㈻ほ ᶫ䀟 ㎧ㄿ 㣌㋀ 

ㆯ㤃ほ⯇ 㣌㋀ệ 5,272 ᛇ㈃ ㇷ ᰤㇷ ḛ㯛 

ⳃ⌈䀃ឋ ㈳┛, ᜫ㑯㈻㈃ ᣛ㞳 ㋀➟ル ㊯◣ᚫほ ㈃䀟 

㶻ᶓệ ㉌ㇷ ᜫ㡇 ⠫ᚫ ᚬᚬ ᜫ㡇(present), 

⣯ᜫ㡇(absent) ₻ᴿ ⠳┰䄀(unknown)㈃ ⯣ᚫ㑫 

⠯␃⌇ 䀓ᦃ ㋇ហệᶏ. ➣ ゛᠗ほᴿ ㆯ ḛ㯛⯶ ㎼ 

䀄ⵠㅔ⌇ ហᛇệ 942┰㈃ ᜫ㑯㈻ほ ᶫ䀇 3,163ᛇ㈃ 

ㇷ ᰤㇷ ḛ㯛 ⭗ㅔ䀃カ┛, ᚬ ⠯␃❯ ᜫ㑯㈻ 

ⳃᴿ ㉌ㇷ ᜫ㡇 179 ┰(19.0%), ㉌ㇷ ⣯ᜫ㡇 

695┰(73.8%), ⠳┰䄀 68┰(7.2%)⌇ ᠗⯜ểた ㈳ᶏ. 

3.2 모델 구조 및 학습 

㉌ㇷ ㌟㉗ ⠫㈃ ⠯␃ ㆯ䀟 1 㛓ㅻ ㈿㛓ⶋᝨ⒈ 

╓ḣ ⯏ᝯ䀃 ᚬᚬ㈃ ⠯␃ ㆯ䀇 䀄ⵠ ⶇ䀴䀃カᶏ. 

⚣㑫 䀄ⵠほ ᮻ ⭗ㅔểឋ ㈳ᴿ 2 㛓ㅻ ResNet50 

╓ḣ ⚿㮀⌇ 䀃, ᝯ㣠㈃ ⳃル ᚬ ᝯ㣠㈃ 㛯ᮻ ⳃ 

⚺ ゛⭛⛔❀ ᢣᶫ⌇ ㇋㑫䀃ể 䀔⯜វ 

ᝯ㣠(convolutional layer)㈃ ᠗㌛ 1 㛓ㅻ⌇ 

❫䃀䀃 ⰷ ⶋ䃣 ḛ㯛 ㈰⋐⌇ ⭗ㅔ䀋 ⳃ 

㈳ṯ⌈ 䀃カᶏ. 

ḛ㯛⯶ほ ⳃ⌈ệ ᚬᚬ㈃ ᶫ⭬㈻ほ ᶫ䀇 ḛ㯛ᴿ ᢣ 

㣌㋀ ㆯ㤃 ⚺ ᣣᚫ ㈧㋀䀃㑫 ⿵ᶏ. ᢣ⊗ᭃ ⯏ᝯ䀇 

㈿㛓ⶋᝨ⒈ ╓ḣ ㈧㋀䀇 ᣣ㈃ ㈰⋐ 㿯ㄿ⌇ 䀃♫⌇ 

ㅻ➣ ḛ㯛 ᢣᶫ⌇ ╓ḣほ ㈰⋐䀃ᴿ ᜮ 

⠳ᚫᵐ䀃カᶏ.  䀟䀃ᣛ ㆯ䀟 ⓧ㊫ ㅻ➣ ḛ㯛 

㈧㋀䀇 ᣣ⌇ ⠯䀋䀃ឋ, ㅻ➣ ḛ㯛㈃ ⠯␃ ⊳⢿ឧ 

䀓ᦃ ╓ḣほ ㈰⋐䀃ᴿ ⛔❀⌇ ╓ḣ 䀄ⵠ䀃カᶏ. 

⊗䀇 ⛔❀ 䀇 ⭗∷㈃ ḛ㯛 ⊗ ㌛ᚬ⌇ 

⠯䀋䀃 ⊗ ✳ 䀄ⵠほ ⭗ㅔ䀓⌇⸓ ㈧㌰㈃ ḛ㯛 

㑈ᛀឧ ᛄ 䅓ឧᚫ ㈳ᶏ. 

㠇㌰ ⠯␃ ᶓᝯほ⯇ᴿ ᚬᚬ㈃ ⠯䀋ệ ḛ㯛 㶻ᶓ䀇 

ឧ ╓ỻ 㢓䀔䀇 , ᢣ ឧᾏ ㎼ ⭬㈃ ⠯␃ᚫ ㈧㋀ 

⭬㈣ ᝨㅛ, ㊯㝟㈃ ⠯␃ ឧ ⭬⌇ ⠯␃䀃カᶏ. 

㵤䈳, ㉌ㇷ ᜫ㡇 ⠫ ㎼ ⠳┰䄀 ⠯␃㈃ ᝨㅛ, 䀄ⵠ 

ᣛ⛃ ḛ㯛 ㎼ ⣯㎼ ᭙ 㹣⌇ 䀄ⵠ ឧ ₻䀇 䀟ᶤ 

⠯␃ᚫ ㉃ ⎓た㑫㑫 ⿵ᴿ ◣㋇ᚫ ㈳♫⌇, ⠳┰䄀 

⠯␃㈃ ⣯㎼ ㊯㝟㈃ 20% ⭬ ểᴿ ᝨㅛ ᶏ␣ ⠯␃ 

ឧル ឫᝯぱ 䀟ᶤ ⠯␃ ⠳┰䄀⌇ ⠯␃䀃カᶏ.  

 

4. 연구 결과 

⭗ㅔ䀇 ḛ㯛⯶ほ ᶫ䀇 5⠯䀋 㛓ᜫ㑈 ឧ ㉌ㇷ 

ᜫ㡇 ⠯␃ ╓ḣ ⠯䀋ệ ㈰⋐ ḛ㯛ほ ᶫ䀇 ⠯␃䀇 

ឧ㈃ weighted F1-scoreᴿ 0.79⌇ 㹴ᚫểびᶏ. ₻䀇 

⠯䀋ệ ⠯␃ ឧ ᛇ㈣❯⌇ 䀔䀃 ⠯␃䀇 ᚬ 

ᶫ⭬㈻ほ ᶫ䀟 ⠯␃䀇 ឧ㈃ weighted F1-score ᴿ 

0.85⌇ 㹴ᚫểびᶏ. 

ⓧ㊫ ⠯䀋ệ ㈰⋐ ḛ㯛ほ ᶫ䀇 コ㣌 ឧ 

䀟⯈䀟➟┟, ╓ḣ ⭬ᶤ䈳 ᰽ ㋀䄀ṯ⌇ ㉌ㇷ㈃ 

㇋◟ ⠯␃䀟᭟ឋ ㈳ㇷ ⿷ ⳃ ㈳ᶏ. ㉌ㇷ 

㌟㉗䀃㑫 ⿵ᴿ ⰷ ⶋ䃣ほ ᶫ䀇 ╓ḣ㈃ ⯜ᵐ 

ᛇ❯⠯␃ F1-score 0.89 ⌇ ㈃ ᶫ⠫⠯㈃ ⶋ䃣 

⣯ᜫ㡇⌇ ㉃ ⠯␃䀃カᶏ. 䀇㹣, ㉌ㇷ ㌟㉗䀃ᴿ ⰷ 

ⶋ䃣ほ ᶫ䀇 ╓ḣ㈃ ㋀⚫ṯᴿ 0.70 ⌇ ⣯㊬ ᰽ 

ᭃ㭫᭗ᭃ, ㉗䂯ṯᴿ 0.46⌇ ㌛ᢳ ⁓た㑫ᴿ ⯜ᵐ 

ᣛ⌈䀳ᶏ. ᢣ⊗ᭃ ⠳┰䄀 ⠯␃㈃ ᝨㅛ ╓ḣ 䀟ᶤ 

⠯␃ ㈃ ᜫ㡇䀃㑫 ╦䀃ᴿ ⯜ᵐ ➟カᶏ. 

㠇㌰㊬㈣ ⠯␃ ឧ ㋀䀃ᴿ ᚬ ᶫ⭬㈻㈃ ⠯䀋ệ 

ឧ ╓ ṯ㡇䀇 コ㣌 ឧほ⯇ᴿ ⠯䀋 ㈰⋐ 

ḛ㯛ほ ᶫ䀇 コ㣌ឧ ⣯ⵢ䀇 ⯜ᵐ ➟カᶏ. ╓ḣ 

⣯ᜫ㡇 ⠯␃ほ ⰸ䀃ᴿ ḛ㯛ほ ᶫ䀟⯇ᴿ ᰽ 

㋀䄀ṯ(F1 0.92) ᣛ⌈䀃カឋ, ᜫ㡇 ⠯␃ほ ᶫ䀟⯇ṯ 

⭬ᶤ䈳 ᰽ ㋀䄀ṯ(F1 0.77) ➟カᶏ. ᢣ⊗ᭃ ⠳┰䄀 

⠯␃㈃ ḛ㯛ほ ᶫ䀟⯇ᴿ ⭬ᶫ㊬⌇ ᭙ ⯜ᵐ(F1 

0.33) ➟カᶏ. 

 

5. 논의 및 한계 

⯏ᝯ䀇 ╓ḣ ⭬ᶤ䈳 ᰽ ㋀䄀ṯ⌇ ㉌ㇷ㈃ ㌟㉗ 

⠫ ᠗⠯䀟᭟びᶏ. ㉌ㇷ ㈯㈃㊬㈣ ⳇᚯほ 

⛇⮈䀃ᣛ➟ᶏᴿ ㉐㈃ ⛀Ẅ⑳ᶏ ㎧ᣛ㊬⌇ ⛇⮈䀋 

ᜮ⌇ コ⭬ể♫⌇, 䀃ᭃ㈃ ᜫ㑯㈻㈃ ḛ㯛 ⠯䀋䀇 

 ᚬᚬ㈃ ⠯䀋ệ ḛ㯛ほ ᜫ㑯㈻㈃ ⊳⢿ Ẅ㈧䀃 

⠫䀃᷿∧ṯ ⠯䀋ệ ⶋ䃣ほ ㉌ㇷ 㺗䀓ểた ㈳ 

ᚫᵐ⯜ ᰽ᶏ. Ί∧⯇ ḛ㯛 ⠯䀋䀃 ╓ḣ 

䀄ⵠ䀃ᴿ ⛔❀ ㊬㊳䀇 ḛ㯛 㑈ᛀ 䅓ឧ⌇⯇ 

㈼ㅔ䀃カ ᜮ⌇ 㶻ᶓệᶏ. ₻䀇 ⚣㑫㈃ 㵤㒀 

䅓ឧ㊬⌇ 㠿㡇䀟᭟ᴿ ㈿㛓ⶋᝨ⒈㈃ ㉐㊻ ⰷ 

ⶋ䃣ほ ᶫ䀟⯇ṯ ㎼ㄿ䀇 㵤㒀 㠿㡇䀃ᣛ ㆯ䀟 ㉃ 

㈼Ẅ䀃ឋ ㈳ㇷ 䄀㈣䀋 ⳃ ㈳ᶏ. 

䀇㹣, ⠳┰䄀 ⠯␃㈃ ⯜ᵐ ᭙ ᜮ 䀟ᶤ ⠯␃㈃ 

╓䃣⯜ほ⯇ ᢣ ㅻ㈣ 㛩 ⳃ ㈳ᶏ. ḛ㯛⯶ 

㊯◣ᚫ㈃ 㝘ㇷ ឧ ㉌ㇷ㈃ ㌟㉗ ⠫ ┰䄀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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㶻ᶓ䀃ᣛ た⋏ㅟ ᝨㅛ 䀟ᶤ ḛ㯛 ⠳┰䄀⌇ 

⠯␃䀃カᭃ, 䂯ⶏ㈃ ㉌ㇷ㈃ ㌟㉗ ⭬㮇ᴿ ㌟㉗ ₻ᴿ 

⣯㌟㉗㈃ ἃ ㎼ 䀃ᭃ㈃ ⭬㮇㈧ ᜮᶏ. Ί∧⯇ 

⠳┰䄀∧ᴿ ⠯␃ᴿ ㊯◣ᚫ㈃ 㝘ㇷ⌇ᴿ ⠯␃䀃ᣛ 

た⋏ㅟ ⭬㮇 ᭃ㭫᭟㑫⑷, ㋀⚫䀇 ⶋ䃣 ⠯⯈ 

ⳃ䀴䀇ᶏ┟ ㉌ㇷ㈃ ㌟㉗ ⠫ 㶻❯䀋 ⳃ ㈳ᴿ 

⠫⠯ ㈳ᶏ. ⑳㛗ᚫ㑫⌇ 㣠䀄ⵠ ╓ḣ ᰽ 

⯜ᵐ⌇ 䀄ⵠểび ᝨㅛ, ⠳┰䄀⌇ ⠯␃ệ ㈰⋐ 

ḛ㯛ほ⯇ṯ ㉌ㇷ㈃ ㌟㉗ ⠫ ᜫ㡇 ₻ᴿ ⣯ᜫ㡇⌇ 

⠯␃䀟᭧ ⳃ ㈳ ᚫᵐ⯜ ㈳ᶏ. Ί∧⯇ ⠳┰䄀 ⠯␃ほ 

ᶫ䀟 ⯜ᵐ ᭙ ᜮ ╓ḣ㈃ ⭬∧ឋ 㶻ᶓ䀃ᣛ 

➟ᶏᴿ ⠯␃ ⛔❀ほ Ί␣ ⠳ᚫ㿧䀇 䂯⭬⌇ ➧ ⳃ ㈳ᶏ.  

⑷〨 ⊗䀇 ⠳┰䄀 ⠯␃㑫ṯ ┰䄀䀃 ᠗⠯䀟᭟ᣛ 

ㅻ䀃ᴿ ᝨㅛほᴿ コ㣌㈃ ⶋ⍛ṯ 䄇ㅔ䀃ᴿ ᾜ ❯ṯ㈃ 

⛔❀ 㿯ㄿ䀋 ᜮ⌇ ➟㈣ᶏ. 

゛᠗㈃ 䀇ᝯ⌇⯇, ➣ ゛᠗ほ⯇ 䀄ⵠほ ⭗ㅔệ 

ḛ㯛⯶㈃ 㬗ᣛᚫ 㬗㑫 ⿵ឋ, 㵤㋀䀇 ᶫ⭬ほ ᶫ䀟 

ⳃ㑼ệ ḛ㯛⯶ ⭗ㅔ䀃カᣛ ῷ◣ほ ➣ ឧ ᢣᶫ⌇ 

㈧⛃㊬㈣ ㉌ㇷ ᜫ㡇 ⯜ᵐ⌇ ㈧⛃䃿䀃ᣛᴿ た⋠ᶏᴿ 

㊻ ㈳ᶏ. ゛᠗ほ ⭗ㅔ䀇 ḛ㯛⯶ 㵤㋀ 㑫ほ⯇ 

㈧㋀䀇 ᠗ᚯ ᭟ ᭃ ᚫ㑫ᴿ ᜫ㑯㈻㈃ ḛ㯛 

ⳃ㑼䀇 ᜮᶏ. Ί∧⯇ ᜫ㑯㈻ ᚯ㈃ ㈣㌰㊬㈣ 㵤㒀ᭃ 

⮈䄇ほ ᶫ䀇 ហ㱠㊬㈣ ⠫⠯ ⑹ ᚫᵐ⯜ ᰽┛, 

╓ḣ ⊗䀇 ហ㱠㊻ ⚿㮀⌇ ᰽ ⯜ᵐ 

ᣛ⌈䀃カ ᚫᵐ⯜ ㌟㉗䀇ᶏ. ◧⌋ ㇷ㈃ ⛇⮈ほ 

ᶫ䀇 ㈯㈃㊬㈣ ᛇ㈰ᭃ ㌛㈼ た⋏ㅟ ⠫⠯ ㈳ᭃ, 

⊗䀇 䀇ᝯᴿ ➣ ゛᠗㈃ ⛔❀ ᶏ␣ ㈣᠗㱠ᝯ䀄㊬ 

㵤㒀 ᛁᴿ 㑼ᶓほ ㊬ㅔ ⶇ ᢣ ឧᚫ ᶏ ⳃ ㈳ᴿ 

ᚫᵐ⯜ ㈳ᶏ. 

 

6. 결 론 

➣ ゛᠗ほ⯇ᴿ ᶫ⭬㈃ ᣛ㞳 ㋀➟ル ㇷ ḛ㯛⑷ 

䄇ㅔ䀃 ㉌ㇷ 㭻㑫䀃ᴿ 㣠䀄ⵠ ╓ḣ ⯏ᝯ䀃ឋ, 

ㇷ ḛ㯛⯶ 㱠䀟 䀄ⵠ䀃 ⶏ㋇⌇ ㉌ㇷ ㉃ 

㭻㑫䀃 ᠗⠯䀟᭧ ⳃ ㈳ᴿ㑫 㹴ᚫ䀃カᶏ. ➠㉌䀇 

ⶋ䃣 ㊯㝃㈃ ឧ㋀ᭃ ㇷ ⠯⯈ ㆯ䀇 ㊯◣㊬㈣ 

㑫ⶈ ⭗ㅔ䀃㑫 ⿵ឋṯ ⭬ᶤ䀇 ㋀䄀ṯ ᚫ㑫ᴿ ╓ḣ㈃ 

ṯ㡇 ᚫᵐ䀃カ┛,  䄇ㅔ䀃 ㉐ 㑳䄃 

㈃ểᴿ ᶫ⭬㈃ ⠯␃ほ ㇋ㅔ䀃 䄇ㅔị ⳃ ㈳ㇷ 

䄀㈣䀃カᶏ. 

䂯㉗ ㈃⍷ ḛ㯛 ⠯〧ほ⯇ ガ⭬ ḛ㯛ᴿ ⒏ㅛ 

䄇⛇䀃 䄇ㅔểឋ ㈳ᭃ ᢣほ ⣯䀟 ⰷ ⶋ䃣 

ḛ㯛㈃ 䄇ㅔ ⭬ᶫ㊬⌇ ⠫㌜䀇 㹣⌇ ➧ ⳃ ㈳ᶏ. 

ᢣ ㅻ㈣ ⶇᚬ㊬ ㋀➟ほ ⣯䀟 ⯏┰䀃ᴿ ᜮ た⋏ㅟ 

㝘ᚬ㊬ ㋀➟㈃ 㵤㒀ឧ, ⠫㌜䀇 ⰷ ⶋ䃣 㑯⍷ ḛ㯛㈃ 

ⳃほ⯇ ᣛ㈣䀇ᶏឋ ➧ ⳃ ㈳ᶏ. ᶫㅔ≴ ⰷ ⶋ䃣 ⠯⯈㈃ 

㇋ㅔ⯜ ➣ ゛᠗ ⚺ 㠇ᢧ㈃ ⊗ ᶏ␣ ゛᠗ほ⯇ṯ 

㑈┰ểឋ ㈳♫⌇, 㑯⍷ ⶇ ⳃ㑼ể㑫 ⿵ឋ ㈳ᴿ ⰷ 

ⶋ䃣 ḛ㯛ᚫ ㉃ ⳃ㑼ểた Ჯ㊬ệᶏ┟ ガ⭬ ḛ㯛ほ 

╦㑫⿵ ㎼ㄿ䀇 ḛ㯛⌇⯇ ⰷ ⶋ䃣 ḛ㯛ᚫ 

㈃⚣㈳ ⠯⯈ểឋ 䄇ㅔị ᜮ⌇ ᣛᶫ䀇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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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자아개념은 한 사람의 자신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서, 연구자들은 자기 지식의 표현 또는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인지의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확장으로 

자아개념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아동 

자아개념의 현 상태를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7 일 간 습관 형성을 돕는 ‘뽀미’ 

애플리케이션의 ‘하루 말하기 기능’을 사용하였다. 
자아개념의 요소가 반영된 질문에 대한 아동의 
답변을 근거 이론 방법에 따라 오픈 코딩하고 내용 

분석을 위한 분석 구성체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과 에이전트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상황에서 
아동의 자아개념을 탐색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개념의 위계구조(Self-
concept clarity),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Voice-

based conversational agent) 

 

서 론 

1. 연구 배경 

자아개념은 개인의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서[1], 

연구자들은 자기 지식(Self-Knowledge)의 표현 또는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한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아동의 낙관적 사고, 삶에 대한 만족, 
긍정적인 감정과 같은 정서적 웰빙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자아개념이 
원만히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2]. 특히 자아개념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고차원적이고 세분화된 개념인 자아개념에 대한 발달 

경향을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아동의 자아개념을 탐색하는 기존의 연구는 성인용 

자아개념 검사도구를 초등학생 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이경화와 고진영의 아동용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한다[3]. Byrne 는 아동이 읽고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자아개념을 평가할 수 있는 유효한 
척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4].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유아의 경우 그림 자료나 인형을 이용한 

인터뷰나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자아개념을 
평가한다[5][6]. 초등학교 1학년~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용 자아개념검사는 83 문항의 

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막 학교를 입학한 
저학년 아동의 경우 글을 읽고 어휘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자아개념을 탐색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화형 에이전트를 
활용한다. 최근 대화형 에이전트나 로봇에게 아동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7][8]. 아동에게 대화형 에이전트는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 파트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속에서 아동의 발화를 통해 
자아개념을 탐색하고, 나아가 자아개념의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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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도구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9]. 

 

2. 이론적 배경 

2.1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아개념(Self-concept) 

자아개념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과 같은 정신건강의 기본적인 측면을 포함한다[10].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속성이다[11]. 자아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인지적으로 
정교해지고 역할 수행 능력이 확장되는 5-6 세의 
아동은 확장된 사회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반응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8 
∼9세가 되면 개인의 사고, 느낌,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자아를 규정하고 타인의 평가에서 자아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12].  

발달적 관점에서 자아개념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과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의 

증가로 현실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며 초등학교 
시절 긍정적 자아개념이 감소한다고 한다[13]. 
아동의 자아개념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 보면, 

초등학생 자아개념의 학년 별 차이를 연구한 
양희용은 초등학생의 자아개념을 학년 별로 평가한 
결과, 일반적 자아개념의 하위 개념인 학문적, 

비학문적 자아개념이 학년 별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14].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아동의 
자아개념은 초등학교 시절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발달을 위하여 그 현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2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 

Shavelson 외 연구진은 자아개념을 자신에 대한 
개인의 지각 및 평가로 정의하였다. 연구진은 일반적 

자아개념의 하위개념으로 학문적, 비학문적 
자아개념을 제시하며, 자아개념의 위계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1],  이후 자아 개념을 외부-관계적 

경험과 내부-자율적 자기 성찰의 결과로 연구를 
발전시켰다[15]. 본 연구에서는 Shavelson 외 
연구진의 연구에 따라 자아개념을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스스로에 대한 개인의 
지각, 신념, 태도 등으로 정의하며,  학업적 자아개념, 
비학문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자아개념으로 

하위 개념을 나눈다[1]. 

2.3 아동과 에이전트의 관계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Voice-based 

Conversational Agent)는 아동의 감정 표현이나 
학습과 읽기를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도메인에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16][17][18]. Murray 에 의하면, 아동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음성 기반 에이전트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며 3 세에서 10 세 사이의 아동에게는 
친근한 기기로 인식되어,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19][20]. 

 

3. 연구 목표 및 범위 

본 연구는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 ‘뽀미’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상호작용에서 도출되는 

답변을 통해 아동의 자아개념을 파악하고, 발화의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위한 분석 

구성체(Analytics Construct)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기 지시 절차를 기반으로 아동의 
일상 생활 습관 증진을 위해 설계된 음성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 ‘뽀미’의 기능 중 하나인 ‘하루 말하기 

기능’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개념의 요소를 탐색한다[21].  

‘하루 말하기 기능’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과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아개념의 요소를 
반영한 질문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그림 1 과 같다. 아동은 에이전트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 화면 중앙의 ‘녹음하기’ 

버튼을 누르고 답변한다. 

 

그림 1하루 말하기 기능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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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하루 말하기 기능 아동 발화 시 녹음 인터페이스 

그림 2 는 아동이 답변을 진행하고 있을 때의 
화면으로, 답변이 끝나면 중앙의 ‘끝내기’ 버튼을 

눌러 완료할 수 있다. 이때 아동의 답변은 녹음된다. 
아동 발화의 녹음본은 WAV파일로 서버에 저장된 후 

뽀미 부모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된다. 

 

표 1 1일차부터 7일차의 질문 

일자 주제 질문 내용 

1일차 수업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척척박사가 

될 수 있대. 초등학교에서는 국어랑 수학을 

선생님께 배우게 돼. 오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잘했던 것에 대해 말해 줘!” 

2일차 친구 

"OO 이랑 나이가 똑같은 사람들은 다들 

1 학년이야. 다같이 학교에 다니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를 엄청 많이 사귈 수 

있어. OO 이랑 친한 반 친구에 대해서 

말해줘.” 

3일차 가족 

“엄마, 아빠, 동생처럼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가족은 

누구보다 서로를 아껴 줘야 해. OO 이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 

4일차 감정 

“달콤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대. 우리의 기분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OO 이의 오늘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 

5일차 신체활동 

“운동을 열심히 하면 힘이 세지고, 키가 

쑥쑥 클 수 있대. 줄넘기, 달리기 같은 

것처럼 몸을 움직여야 해! OO 이가 요즘 

좋아하는 운동은 어떤 거야? 그게 왜 

좋을까?” 

6일차 교사 

“선생님은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또 OO이네 반 선생님도 

계셔. OO 이의 담임 선생님이랑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 

7일차 외모 

“사람들은 눈이랑 코랑 입이 다 다르게 

생겼어. 모두 다 엄마랑 닮은 부분도 있고 

아빠랑 닮은 부분도 있어. OO이 얼굴에서 

엄마 아빠랑 닮은 부분을 이야기해 줘.” 

 

아동에게 제공되는 질문의 주제는 표 1과 같이 수업, 
친구, 가족, 감정, 신체활동, 교사는 Shavelson 외 

연구진이 구체화한 자아개념의 위계구조의 하위 
개념인 학문적 자아개념, 비학문적 자아개념[1]에서 

도출하였다. 

 

5.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아개념의 하위 개념이 반영된 질문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답변에서 드러난 

아동의 자아개념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1일차부터 7일차까지의 답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녹음된 음성 파일은 근거 이론 방법(Grounded 
Theory)을 적용하여, 트랜스크립(Transcript), 개방 
코딩(Open coding) 과정을 통해 의미 단위 분석을 

진행하였다[22]. 이후 도출된 개념은 유사한 맥락 간 
카테고리화하여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을 

위한 분석 구성체(Analytics Construct)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23]. 

 

6. 연구결과 

총 63 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본 실험에 

참여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111 개였다. 이 중 
11 개의 음성 데이터는 아동이 ‘녹음하기’ 버튼을 
누르고 발화하지 않거나, 녹음 시작 후 바로 ‘끝내기’ 

버튼을 눌러 음성이 누락된 데이터로 코딩 시 
제외하였다. 코딩 된 녹음 데이터는 총 100개였으며, 
이 중 자아개념이 반영된 아동의 답변은 75 개였다. 

이때, 각 주제 별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에이전트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답변은 

제외하였다.   

분석 구성체 및 구체적인 분류 유형은 표 2와 같이 총 
13개의 상위 범주와 23개의 하위 범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인식은 구어적, 수학적, 운동 능력과 

같은 특정 활동에 대해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인식은 친구, 가족, 교사와 같이 
아동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타인에 대해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바를 나타낸다. 인식된 성취는 아동이 
학교 혹은 학원에서 자신이 이루어 낸 성취를 말한다. 
신체 활동은 아동이 평소 하는 운동의 종류와 자신의 

선호 인유를 나타낸다. 아동의 경험은 타인 혹은 
자신이 하루 중 겪었던 일을 말한다. 상호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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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타인 혹은 에이전트와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 
속에서 느끼는 친밀감이나 겪었던 어려움을 나타낸다. 

타인에 대한 표면적 정보는 친구의 수, 가족 구성원의 
수와 같이 양적으로 셀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인식된 감정은 자신이 겪었던 감정과 그 표현을 

의미한다. 

 

표 2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분석 구성체 

상위범주 하위범주 차원 예시 

자신에 대한 
인식 

구어적 능력 고저 P1 “나는 발표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애.” 

수학적 능력 고저 P34 “나는 오늘 수학을 잘했어.” 

운동 능력 고저 
P19 “쌤한테 테니스 레슨도 받고 점점 실력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해서.” 

외모 특징 정도 P7 “눈이랑 코랑 입을 닮았어.” 

성격 특징 정도 P51 “오빠랑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나는 마음씨가 착해.” 

타인에 대한 
인식 

친구의 외모 정도 P20 “OOO(친구 이름)는 너무 예뻐.” 

친구의 성격 정도 P44 “내 친구는 엄청 착해. 그래서 항상 같이 놀아.” 

친구의 취미 정도 
P20 “음… 내 친구는 축구를 좋아해 가지고 맨날 운동장에 가서 
축구해.” 

가족의 성격 정도 P1 “엄마는 친절한 분이고, 아빠도 친절하고, 우리 누나도 친절해.” 

교사의 성격 정도 
P21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 주고 착하게 해 주니까 공부도 쉽게 해 
주니까 너무 좋아.” 

인식된 성취 

문어적 성취 고저 P31 “오늘 국어 받아쓰기 백 점 맞았어.” 

수학적 성취 고저 
P29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을 봤는데 왠지 백 점 맞은 것 
같애.” 

신체 활동 
운동 종류 유무 P10 “수영” 

운동 선호 이유 고저 P26 “줄넘기 왜냐하면 줄넘기를 하면 키가 크잖아. ” 

아동의 경험 

타인과의 경험 유무 

P24 “오늘 엄마랑 아빠랑 둘 다 가게에 안 가고 쉬어서 엄마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빠랑 재미있게 놀았어. 그리고 편의점 탐방도 했어. 
정말 재미있었어.” 
P23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어.” 

개인적 경험 유무 
P29 “드디어 내가 모아놨던 보석 십자수를 다 해서 기분이 무척 
좋아.” 

상호작용 

관계의 친밀함 유무 
P58 “OO (친구 이름)는 내 친구고 OO (친구 이름)는 내가 입학할 
때부터 같이 친구였던 좋은 친구야 저번에 같이 삼총사도 했었고, 
OO (친구 이름)랑 나는 엄청 친해” 

관계의 어려움 정도 
P38 “처음에는 친구하고 사귀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사귈 수 있게 됐어.” 

에이전트 친밀도 고저 P8 “나는 너가 젤 친해.” 

타인에 대한 
표면적 정보 

친구의 수 정도 
P1 “엄마는 친절한 분이고, 아빠도 친절하고, 우리 누나도 친절해. 
그리고 우리 누나는 똑똑하기도 하지.” 

친구의 이름 유무 P32 “OOO(친구 이름), OOO(친구 이름), OOO(친구 이름).” 

가족의 구성원의 
수 

정도 P10 “아빠, 엄마, 첫째 오빠, 둘째 오빠, 내가 있어.” 

인식된 감정 정서가 쾌불쾌 P11 “최고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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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아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기존의 설문지가 아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아개념의 요소가 적용된 에이전트의 질문에 대한 
아동의 답변을 기반으로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 

구성체를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작된 분석 구성체는 질문의 

주제를 구성할 때 사용하였던 자아개념의 위계구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아동과 에이전트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에이전트와의 관계’라는 새로운 

구성체가 도출되었다. 이는 아동이 에이전트 ‘뽀미’와 
일주일 간 상호작용을 하며 약속을 지키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아동 별로 ‘하루 말하기' 기능 사용 시작 시점이 달라 
각 주제 별로 수집된 문장의 개수가 다른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에이전트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상황에서 도출되는 
아동의 답변을 통해 자아개념을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기본 

바탕으로서 아동의 자아개념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자아개념이 반영된 질문을 제공하는 ‘하루 말하기 

기능’을 통해 에이전트와 상호작용 속 아동의 발화를 
분석하고,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증진을 위한 요소 

후속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HI22C0775) 

 

참고 문헌 

[1]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Sage publications. 407-441. 1976. 

[2]Oberle, E. Early adolescents' emotional 
well-being in the classroom: The role of personal 

and contextual assets. Journal of School Health. 

88(2).  Wiley-Blackwell. 101-111. 2018.  

[3]이경화, & 고진영. 자아개념검사. 서울: 학지사. 

2006. 

[4]Byrne, B. M. Measuring self-concept across the 
life span: Issues and instrumentation.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6. 

[5]이경화. 유아용 자아개념검사 (SCI-II) 개발-유아 
영재판별 과정에서의 활용. 영재와 영재교육. 18(1). 

한국영재교육학회. 79-100. 2019. 

[6]Sticker, R. M., Christner, N., Pletti, C., & 
Paulus, M.  The moral self-concept in preschool 
children: Its dimensions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s. Cognitive Development, 58. 

ScinceDirect. 2021. 

[7] Burger, F., Broekens, J., & Neerincx, M. A. 

Fostering relatedness between children and virtual 
agents through reciprocal self-disclosure. 
In Benelux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msterdam, The Netherlands. 137-154. 2016.  

[8] Ligthart, M., Fernhout, T., Neerincx, M. A., 
van Bindsbergen, K. L., Grootenhuis, M. A., & 

Hindriks, K. V. A child and a robot getting 
acquainted-interaction design for eliciting self-
disclosure. In Proceedings of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nomous agents and multiagent 

systems. Stockholm, Sweden. 61-70. 2019. 

[9] Lovato, S. B., Piper, A. M., & Wartella, E. A. 

Hey Google, do unicorns exist? Conversational 
agents as a path to answers to children's questions. 
In Proceedings of the 18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action design and children. 

Bilbao, Spain. 301-313. 2019. 

[10] Harter, S. Emerging self-processe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M. R. Leary & J. P. 
Tangney.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680–715. 2012. 

[11]Saikia, R. A STUDY ON SELF-CONCEPT. A 
STUDY ON SELF-CONCEPT. International 

Education and Research Journal. 2020. 

[12] Zafiropoulou, M., Sotiriou, A., & Mitsiouli, V. 
Relation of self-concept in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to school adjustm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04(3). Sage Publications. 1313-1327. 2007.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2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2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13]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14]양희용.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자기결정성동기의 학년별과 성별 변화에 따른 차이 
및 관계. 교육문화연구. 24(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539-561. 2018. 

[15]Corsano, P., Musetti, A., & Favari, D. Self-
concept, loneliness, and voluntary aloneness during 

late childhood. Current Psychology. 1(11). Springer. 

2020. 

[16]Garg, R., & Sengupta, S. Conversational 

technologies for in-home learning: using co-
design to understand children's and parents' 
perspectives.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Honolulu, Hawaiʻi, 
USA. 1-13. 2020. 

[17]Xu, Y., & Warschauer, M. What are you 

talking to?: Understanding Children's perceptions 
of conversational agents.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Honolulu, 

Hawaiʻi, USA. 1-13. 2020 

[18]Beneteau, E., Boone, A., Wu, Y., Kientz, J. A., 
Yip, J., & Hiniker, A. Parenting with Alexa: 

exploring the introduction of smart speakers on 
family dynamics.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Honolulu, Hawaiʻi, 
USA. 1-13. 2020. 

[19]Murray, G. W. Who is more trustworthy, 
Alexa or Mom?: Children’s selective trust in a 

digital age. Technol Mind Behavior. 2(3). APA. 

2021. 

[20]Hoffman, A., Owen, D., & Calvert, S. L. 

Parent reports of children's parasocial relationships 
with conversational agents: Trusted voices in 
children's lives. Human Behavior and Emerging 

Technologies. 3(4). Wiley Hindawi. 606-617. 2021. 

[21] Park, D. E., Shin, Y. J., Park, E., Choi, I. A., 
Song, W. Y., & Kim, J. Designing a Voice-Bot to 

Promote Better Mental Health: UX Design for 
Digital Therapeutics on ADHD Patients. In 
Extended Abstracts of the 2020 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Honolulu, 

Hawaiʻi, USA. 1-8. 2020. 

[22]Corbin, J. M., & Strauss, A. Qualitative 

sociology. 13(1). Springer. 3-21. 1990. 

[23]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18.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24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24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빅데이터 분석기반 제스처컨트롤 실차 적용 전후 대중 인식변화 및 

시사점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and implications before and after applying 

gesture control to real vehicle based on big data analysis

김영진 

Young Jin, Kim 
국민대학교  

디자인사이언스학과 AI 디자인랩 

AI Design Lab, Dept. of Design Science 

Kookmin Univ. 

yjkim89@kookmin.ac.kr   

주다영 

Da Young, Ju 
국민대학교  

디자인사이언스학과 AI 디자인랩 

AI Design Lab, Dept. of Design Science 

Kookmin Univ. 

dyju@kookmin.ac.kr 

요약문 

화면에 손을 대지 않고 제스처로 기능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차량에 처음 

적용된 이후 수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해당 기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스처 컨트롤 기술의 대중 

인식변화를 파악하고자 소셜 미디어와 언론 

미디어(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 언급량, 연관어, 감성어(긍정, 

부정어) 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제스처 

컨트롤기능이 적용된 차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차량에 적용된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가져다 

주는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제스처 컨트롤(Gesture Control), 빅데이터(Big 

Data),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HMI(Human 

Machine Interface), UX(User Experience), 

UI(User Interface), 썸트렌드(Sometrend) 

 

1. 서 론 

지난 몇 년간 운전자 맞춤형 기술의 수요가 

증가하여 차량 내부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nfortainment System)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및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의 운전자 맞춤형 기술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10]. 그 중 

제스처 컨트롤 기술은 화면에 손을 대지 

않고 제스처로 기능을 조작할 수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높여 주며, 많지 않은 비용으로 차량에 대한 

고급 경험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11]. 이에 

따라 제스처 컨트롤 기능이 최초로 적용된 차량이 

출시된 지 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해당 기술 출시 

전후로 대중의 어떠한 반응을 얻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 인식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썸트렌드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스처 컨트롤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설계 

2.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의 대중 인식변화를 비교분석 하기 

위해 언급량 추이, 연관어, 감성어 분석을 제공하는 

다음소프트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솔루션 

프로그램인 썸트렌트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언급량, 

연관어, 감성어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하였다[1,2]. 

언급량은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서 제스처 

컨트롤이 포함된 문서의 개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언급량이 높으면 각 채널에서 활발히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관어 분석은 

텍스트 내에서 제스처 컨트롤과 연결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를 뜻하며, 연관어를 살펴보면 제스처 

컨트롤에 대한 평판과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감성어 분석은 제스처 컨트롤을 포함한 문서를 

분석하여 분석한 단어의 긍정, 부정 등의 감성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가상 제스처 컨트롤 관련 

브랜드적 측면에서 사람들의 긍정 및 부정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 속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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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스처 컨트롤에 대한 문헌고찰 

제스처 컨트롤 기술은 실차 적용이 이루어진 시기에 

앞서서 인간과 기계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가 

이루어졌다[5]. 이후 운전자의 운전 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용 등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산만함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제스처 컨트롤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 등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6, 7, 8]. 또한 자동차 분야 

외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제스처 인식 기술에 

관한 연구도 일찍부터 이루어 졌고[3] 스마트 홈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위한 제스처 컨트롤 기반 컨셉 

개발[9], 회사 혹은 가정 내 환경에서의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스처 컨트롤 연구[3]등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및 스마트 기기의 기술 및 사용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이 되었지만 빅데이터를 통하여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 

기술과 관련된 반응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다. 

2.3 연구문제 및 분석대상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 기술의 실차 적용 전후 대중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스처 컨트롤 기술 

실차 적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썸트렌드에서 검색어를 ‘제스처컨트롤’로 

설정하였고, ‘제스쳐컨트롤’을 동의어로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시기적 범위는 2014 년 1 월부터 

2022 년 11 월까지이며 1 년 단위로 총 9 개의 

기간으로 구분(2022 년은 1 월부터 11 월까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시작점이 2014 년인 이유는 

2015 년에 최초로 BMW 7 시리즈에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적용되기 이전 연도이기 때문이다. 2014 년 

1 월부터 2022 년 11 월까지 뉴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리트윗 제외한 트위터에서 총 4,810 건을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표 1 에 

정리하였다. 

 

표 1. 분석대상 

항목 뉴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총합(건) 

총합(건) 403 3513 772 122 4810 

 

3. 분석 결과 

3.1 언급량 분석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 

언급량 추이는 그림 1 과 표 2 에 나타난 것과 같다. 

분석결과,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의 시기적 언급량을 살펴보면 

2022 년(1 월-11 월)에 861 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2017 년(849 건), 2021 년(652 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언급량이 75 건에 그쳤던 

2014 년과는 달리 2015 년에 제스처 컨트롤 

언급량이 585 건으로 7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BMW 7 시리즈에 최초로 제스처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2015 년 6 월에 최초로 

공개가 되고 2015 년 10 월에 국내에 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언급량이 많았던 

2022 년(1 월-11 월)에는 제스처 기술이 적용된 

폭스바겐 2022 년형 파사트 GT 및 BMW M135i 

xDrive 프리즘 한정판 출시 이슈가 있었으며 

블로그에서는 주로 제스처 기술이 탑재된 BMW 

차량 판매글이 많았다. 다음으로 언급량이 많았던 

2017 년에는 7 세대 신형 BMW 5 시리즈에도 

제스처 기술이 적용되어 공식 출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19 년 10 월에는 

제스처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수소 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넵튠, 2020 년 3 월에는 제스처 기술이 

적용된 DS 에어로 스포츠 라운지 콘셉트, 2022 년 

1 월에는 제스처 기술이 적용된 폭스바겐 2022 년형 

파사트 GT 가 출시되는 등 제스처 컨트롤이 적용된 

모델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언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제스처 컨트롤’ 언급량 추이 

 

표 2.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 

언급량 

언급량 

(건)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75 585 486 849 339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1 월-11 월) 
총합(건) 

426 537 652 861 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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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관어 분석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의 시기적 연관어 추이를 살펴보면, 2014 

년에는 많지는 않지만 ‘기능’, ‘니콘’, ‘스탠드’, ‘촬영’, 

‘카메라’, ‘스크린’, ‘광학’, ‘시프트’, 

니콘이미징코리아’, ‘렌즈, ‘회전’ 등의 순서로 

키워드가 존재하였으며, 카메라와 같이 자동차 

이외의 제품에 적용된 제스처 컨트롤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2015 년도부터 

제스처 컨트롤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였으며, ‘7 

시리즈’, ‘BMW’, ‘기능’, ‘차량’, ‘모델’, ‘시스템’, 

‘운전자’, ‘세대, ‘제스처’, ‘출시’, ‘주차’ 등의 순으로 

키워드가 존재하였다. 카메라 분야에서 주로 

관심도가 나타났던 2014 년과는 다르게 자동차 

산업분야로 집중되어 관심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도가 급증한 이유는 언급량이 

급상승한 이유와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제스처 기술이 적용된 차량이 출시될 예정이거나 

사전 예약, 국내 출시 등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해당 차량에 적용된 

제스처 기술과 더불어 적용된 다른 사양 및 차량 

모델에 대한 키워드들이 연관어로 포함이 되었다.  

 

표 3. 연관어 분석 

순위 2014 년 2015 년 2016 년 

1 순위 기능(7) 7 시리즈(324) BMW(172) 

2 순위 니콘(7) BMW(304) 기능(127) 

3 순위 스탠드(7) 기능(260) 시스템(126) 

4 순위 촬영(7) 차량(211) 7 시리즈(125) 

5 순위 카메라(7) 모델(194) 모델(108) 

6 순위 스크린(6) 시스템(161) 차량(75) 

7 순위 광학(5) 운전자(153) 운전자(71) 

8 순위 시프트(5) 세대(120) 세대(65) 

9 순위 니콘이미징코리아(5) 제스처(111) 5 시리즈(60) 

10 순위 렌즈(5) 출시(105) 무게(50) 

11 순위 회전(5) 주차(102) 음성(48) 

12 순위 콤팩트(5) 
레이저라이트 

(100) 
주차(47) 

13 순위 모니터(5) 오디오(97) 스마트폰(46) 

14 순위 코리아(5) 전화(97) 가솔린(45) 

15 순위 제품(5) BMW7(95) 디자인(45) 

순위 2017 년 2018 년 2019 년 

1 순위 BMW(342) 기능(57) 기능(74) 

2 순위 기능(255) BMW(52) BMW(67) 

3 순위 5 시리즈(210) 시스템(40) 시스템(34) 

4 순위 시스템(204) 컨트롤러(20) 운전자(33) 

5 순위 모델(203) 터치스크린(18) 모델(32) 

6 순위 세대(155) 디자인(17) 음성(30) 

7 순위 스포츠(148) 음성(16) 디자인(20) 

8 순위 7 시리즈(127) 프로페셔널(16) 옵션(20) 

9 순위 패키지(122) 차량(15) 차량(18) 

10 순위 차량(117) 인포테인먼트(15) 컨트롤러(15) 

11 순위 출시(113) 정보(15) 형태(14) 

12 순위 옵션(109) 운전자(14) 전기차(14) 

13 순위 기본(109) 라이브(13) 가격(14) 

14 순위 코리아(100) 스크린(12) 스크린(14) 

15 순위 BMW 코리아(99) 크루즈(10) 램프(13) 

순위 2020 년 2021 년 
2022 년 

(1 월-11 월) 

1 순위 BMW(72) BMW(123) BMW(331) 

2 순위 기능(59) 기능(70) 기능(192) 

3 순위 차량(52) 차량(70) 차량(178) 

4 순위 시스템(29) 시스템(47) 시스템(157) 

5 순위 디자인(23) 옵션(43) 옵션(99) 

6 순위 음성(13) 모델(39) 출고(95) 

7 순위 옵션(13) 디자인(20) 모델(82) 

8 순위 모델(13) 스포츠(19) 프로페셔널(76) 

9 순위 정보(11) 스크린(14) 스포츠(59) 

10 순위 스포츠(10) 스피커(14) 트렁크(59) 

11 순위 운전자(9) 정보(14) 패키지(49) 

12 순위 상호작용(8) 음성(12) 서스펜션(48) 

13 순위 7 시리즈(8) 트림(12) 디자인(47) 

14 순위 터치스크린(7) 프로페셔널(12) 통풍(47) 

15 순위 촬영(7) 5 시리즈(12) 컬러(43) 

 

3.3 감성분석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 

감성분석 결과를 그림 2 에 제시하였다. 2014 년 

1 월부터 2022 년 11 월까지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 감성분석 결과, 

먼저 2014 년에는 긍정적인 단어의 비율이 

58.6%이고, 긍정과 관련한 단어는 ‘다양한 기능’, 

‘다양한 효과’, ‘즐거움’, ‘잘 나오다’, ‘관심 가지다’, 

‘기대하다’, ‘빠르다’, ‘눈 띄다’, ‘좋은 제품’, ‘조절 

가능하다’, ‘만족하다’, ‘세련된 디자인’ 등이 

나타났다. 부정적 감성의 단어는 없었으며 중립적 

단어는 ‘가능하다’로 28 건의 미디어에서 

노출되었다. BMW 7 시리즈에 최초로 제스처 

기술이 적용된 2015 년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 감성분석 결과, 

긍정적인 단어의 비율이 80%이고, 긍정과 관련한 

단어는 ‘다양한 기능’, ‘세계최초’, ‘직관적’, ‘새롭다’,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술’, ‘럭셔리’, ‘혁신적’, 

‘안전’, ‘최첨단’, ‘고급’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성을 지닌 단어는 ‘거부하다’로 32 건의 

미디어에서 나타났다. 중립적 단어는 ‘가능하다’로 

58 건의 미디어에서 노출되었다. 가장 감성어 

건수가 많았던 2017 년의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 감성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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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단어의 비율이 85.3%이고, 긍정과 관련한 

단어는 ‘역동적’, ‘다양한 기능’, ‘최첨단’, ‘다양한 

정보’, ‘안전’, ‘세련된다’, ‘직관적’, ‘혁신적’, 

‘원하다’, ‘쾌적한 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성을 지닌 단어는 ‘걱정’이 67 건이었으며 중립의 

감성을 지닌 단어는 ‘가능하다’로 132 건의 

미디어에서 노출되었다.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차량에 적용되기 시작한 2015 년 부터는 대부분 

제스처 컨트롤에 대하여 긍정과 관련된 감성어가 

등장하였고 유일하게 2016 년을 제외하고 제스처 

컨트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정적인 언급은 

없었다. 2016 년에는 건수는 많지 않으나 ‘아쉬운 

점’, ‘의문 들다’와 같은 부정적 감성을 지닌 단어가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블로그 및 뉴스 

기사에 제스처 인식률이 떨어지며 굳이 이 기능을 

이용하여 오디오 음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2014 년 2015 년 

 

 

긍정 58.6%, 부정 1.4%, 중립 40% 긍정 80%, 부정 10%, 중립 10% 

2016 년 2017 년 

  

긍정 77.4%, 부정 7.8%, 중립 14.8% 긍정 85.3%, 부정 2.3%, 중립 12.4% 

2018 년 2019 년 

  

긍정 71.1%, 부정 11.1%, 중립 

17.8% 
긍정 72.2%, 부정 7.8%, 중립 20% 

2020 년 2021 년 

  

긍정 71.3%, 부정 8.3%, 중립 20.5% 긍정 60.3%, 부정 5.3%, 중립 34.4% 

2022 년(1 월~11 월) 

 

긍정 65.6%, 부정 7.5%, 중립 26.9% 

그림 2. 소셜미디어 및 언론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 감성분석 워드클라우드 

 

4. 결론 

4.1 시사점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인 언급량, 연관어, 

감성어 분석을 시도하여 소셜 미디어와 언론 

미디어에 나타난 제스처 컨트롤의 실차 적용 후 

대중 인식변화를 분석하고,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스처 컨트롤기능이 적용된 차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최초로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실차 

적용된 BMW 7 시리즈 외에도 BMW 5 시리즈, X3, 

X5, 현대차 수소 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넵튠, DS 

에어로 스포츠 라운지 콘셉트, 폭스바겐 파사트 등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늘어났다.  

둘째, 차량에 적용된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가져다 

주는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제스처 컨트롤 

기능이 적용된 차량은 ‘다양한 기능’, ‘최첨단’, 

‘안전’, ‘직관적’, ‘혁신적’ 등의 긍정적인 감성어와 

연관되어 좋은 기능이 장착된 고급 차량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Jalopnik 에서는 BMW 차량에 적용된 제스처 

컨트롤 기술을 사용할 때 마치 마법사가 된 기분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제스처 컨트롤은 응답성이 향상되면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최근 차량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12].  

셋째, 적은 건수이지만 블로그 및 뉴스 기사에 

제스처 인식률이 떨어지며 굳이 이 기능을 이용하여 

오디오 음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13]. 이와 관련하여 차량이 

적용된 제스처 컨트롤의 인식률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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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제스처 컨트롤이 차량에 적용이 되었을 때 해당 

모델의 이미지에 가져다 주는 영향은 긍정적이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고급 

차량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고급감을 느끼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해당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된다. 어느정도 시장의 

반응이 좋았기에 적지만 지속적으로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적용된 차량 모델이 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간혹 제스처 컨트롤의 인식률이 좋지 않아 

해당 기능을 사용해야 할 당위성을 운전자들에게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제스처 인식이 충분히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차량 내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직접 손으로 

조작을 하거나 터치를 하는 것보다 제스처 컨트롤이 

편하고 직관적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야 

앞으로 더욱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3 향후 연구방향 

향후 연구는 다음 사항들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셜 미디어와 언론 미디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국외 소셜 미디어, 해외 

언론미디어 등에도 제스처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시도하여 국내외 제스처 

컨트롤에 대한 대중 인식 추이를 비교 분석하면 

더욱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제스처 컨트롤 

키워드의 대부분은 차량의 출시 및 판매와 관련하여 

해당 차량의 기능들 중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제스처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서 해당 

기능을 실제로 사용해 본 사용자의 후기가 포함된 

내용의 글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구체적으로 제스처 컨트롤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기술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실제 

차량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와 언론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제스처 기술이 적용될 차량이 

출시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제스처 기술이 

적용된 차량 출시 전후 감성어 분석을 통해 제스처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여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 더욱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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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악문 
경제적인 이유와 시대적인 흐름으로 청년 1 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의지가 
약해서 비만 확률이 높으며 외로움, 신체적 질병, 우울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1 인 
청년가구를 위한 가상 운동 공간에서 소속감과 운동의 
재미와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커뮤니티형 메타버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사용하여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성, 니즈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와 유저 다이어리를 진행하였다. 기획 및 
컨셉을 도출 한 후, 퍼소나와 사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검증하기 위해 사용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순한 헬스케어 
서비스와 달리 AI 가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체형이 

비슷한 운동 소그룹을 추천하여 가상공간에서 다른 
아바타들과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아바타로 
체형변화 확인, 리워드 보상 그리고 외로움을 AI 

아바타와의 인터랙션과 운동 커뮤니티로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정신 건강 
모두 높여준다. 전체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회 가치를 증진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1 인 청년 가구, 헬스케어, AI, 아바타, 라이프로깅, 

커뮤니티,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모바일 
디자인, NFT, 디자인 씽킹 
 

1. 서 론  
 최근 1 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청년 1 인가구는 

사회적 단절로 인한 우울감, 외로움, 슬픔 등 정신 및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이소영, 2022). 또한 
1 인 가구는 음주, 흡연, 비만 등의 건강생활행태에 

있어 다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김보람, 이경수, 정미영, 2021).  

이와 더불어, 장기화 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과도한 

주거비용 및 소비스타일 등으로 인해 청년층은 경제적 
혼란과 불확실한 미래의 상징으로서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김수정, 2010). 사회적 

관점에서도 청년 1 인가구의 사회적 관계가 다른 
유형의 가구나 연령대보다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있는 
반면, 오히려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욱 약하다는 결과도 

존재한다(노혜진, 2018). 1 인 가구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1 인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청년 1 인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1 인가구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사회적 돌봄 서비스 구축 등 청년의 사회적 

관계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소영, 2022).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동량을 측정해주고, 운동을 

보조해주는 앱과 제품들은 많이 출시 되었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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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는 동기부여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영도,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2D 에 비해 가상현실 
콘텐츠 사용의 동기를 더 잘 유발시킬 수 있는 3D 
공간을 구현하였으며(문경지, 한경훈. 2018) 사회적 

지지 활동, 사회적 자기 효능감, 외로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타버스 내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Oh, H. J., Kim, J. et al., 2023)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전반적인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들을 해결할 수 있는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헬스케어 커뮤니티 서비스 ‘Us Healthy’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운동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재 

청년 1 인가구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문제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함과 확산과 수렴을 거쳐 
검증할 수 있는 디자인 씽킹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디자인 씽킹이란 일반적으로 실험, 
모델 제작, 프로토타입 제작, 피드백 수집, 재설계의 
기회에 참여하는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Razzouk, R., & Shute, V., 2012).  공감 
단계에서는 문헌조사와 사용자 심층 인터뷰, 유저 
다이어리를 진행하였고,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어피티니 다이어그램, 가치지도, 퍼소나와 유저 
저니맵을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기획과 컨셉을 바탕으로  A/B테스트 결과와 

사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상세한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추후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 유저 테스팅을 진행하여 최종 서비스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서비스 디자인 과정

3.1 사용자 조사   
3.1.1 심층인터뷰 및 유저 다이어리 

  청년 1 인 가구의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실태를 
파악하고자, 10 명의 20 대와 30 대 예비 사용자를 
조사하였다. 일주일 간 유저 다이어리(6 명)와 심층 

인터뷰(4 명)를 진행하였다. 특히 정신적 건강 관리 
측면에서 외로움, 고독감, 우울감 등을 느끼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신체적인 건강 관리의 측면에서 주관적 건강인식, 건강 
관리(운동, 영양제, 식습관 등)의 필요성과 노력,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혼자 살며 느끼는 불편감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사용자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과 노력에 한계가 있었다. 사용자들은 전신 
거울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비만의 

정도를 파악하고 안색으로 건강 상태를 가늠했다. 건강 
관리 노력 측면에서는, 건강 관리를 위해 웹이나 
유튜브에서 관련한 정보를 찾지만, 너무나 방대한 

정보의 양과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 자신에게  맞는 
양질의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더 나아가, 운동, 식습관 개선 등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혼자이기에 의지를 다지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사용자들은 불규칙하고 영양가가 부족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사용자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P3 는 “쉬는 날에는 
요기하기 귀찮고, 장을 봐도 요리 재료가 많이 남기 

때문에 배달은 한번 시켜 먹는 거니 배달을 애용한다.” 
고 응답하였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습관을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혼자 먹기 위한 

식재료를 구매, 보관,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많지 않아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세 번째, 사용자 10 명 중 2 명만이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였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용자들은 그 
이유로 근처 마땅한 운동 공간(헬스장, 요가 시설 등)이 
없거나 비슷한 루틴의 운동에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금전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운동을 하기 어려운 사유로 뽑았다. 
그러나 운동을 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바쁜 스케줄 때문이었으며, 운동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 대부분이 혼자 거주하며 종종 

외로움, 고독감,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거나 SNS 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 게임 그리고 운동과 

같이 몰입할 수 있는 매체를 찾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을 떨치기 위해 가볍게 몸을 
움직이도록 노력한다고 응답하는 사용자도 존재하였다. 

사용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현재 자신의 

모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울감과 공허함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우울감, 무력감 
느낀다.적당히 혼자 있는 시간도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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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제정의 

  사용자 조사 수행 후 나온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 기법을 
사용하였다.  유저 다이어리와 인터뷰를 분석하고, 

분류한 결과 정신적·신체적 건강 관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고독감과 외로움’, ‘운동의 지루함’, 
그리고 부족한 동기부여’를 도출할 수 있었고, 맞춤 

운동 서비스 및 가이드, 습관 생성, 건강 상태 확인, 
영양섭취의 어려움, 운동 파트너,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청년 1 인 

가구에게 ‘소속감’, ‘운동의 즐거움’ 그리고 
‘동기부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3 가지 
키워드를 본 서비스에서 해결할 핵심 가치로 

선정하였다.  

그림 1. Figma를 활용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과 가치 지도 

3.3 아이디어 발상 

3.3.1 유저 저니맵과 시나리오 

  문제 정의에서 핵심 퍼소나를 기반으로 주요 목표와 
솔루션을 설정하였고, 유저 저니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를 살펴보았다. 
실제 사용자의 행동과 생각, 감정, 문제점, 기회요소와 
주요 기능들을 도출한 결과, ‘쉬운 체형 분석’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건강상태 확인기능’, ‘운동 리워드 제공’, 

‘지역 운동 커뮤니티 서비스’ 이다.  

그림 2. 핵심 퍼소나와 유저 저니맵 요약 

  문제정의된 기준과 퍼소나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사용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사용 시나리오를 요약하자면 

표 1과 같다. 

표 1. 사용 시나리오 

상황 내용 

#1.서비스 

사용 전  

혼자 사는 27세 김아라씨는 바쁜 인턴 생활로 회사 

외는 소속감을 느낄 만한 곳이 없어 외로움, 

우울감을 느낀다. 친목 활동을 하고 싶지만 시간과 

비용때문에 어렵다. 건강을 되찾고, 우울을 없애고 

싶어 동료가 추천한 ‘Us healthy’를 이용해 

봐야겠다고 생각한다. 

#2.서비스 

운동 전 

-신체와

정신건강

측정 서비스

실행하여 어플과 스마트 워치로 인바디를 측정했다. 

카메라로 내 체형을 찍어서 3D 아바타 형식으로 

보여주고 체형과 인바디 분석 결과가 체형대로 

나오니 신기하고 유용했다. 그리고 AI코치와 간단한 

대화를 하며 우울감도 측정했다. 

#3.서비스 

운동 전 

- 아바타 &

AI운동

추천

운동시작 전 가상 공간에서 사용할 아바타를 꾸몄다. 

저번 분석 결과에 따라 AI 코치가 체형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3 개월분 조깅] 6 명의 소모임 

그룹들을 추천했고, 그 중 선택해 커뮤니티에 가입해 

커뮤니티 사람들과 운동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4.서비스 

운동 중 

- 커뮤니티

소속감 및

협동심,

동기부여

VR기기를 통해 운동 대기실에 접속했다.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맵을 선택했다. 초현실적 공간에서 

운동하며 퀘스트를 수행하고 즐길 생각에 설렜다. 

같이 퀘스트를 깨고, 기여도, 할당량, 미션을 

클리어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 경쟁심이 생겨 열심히 

하게 되어 동기부여가 된다.  

#5.서비스 

운동 후 

- 피드백

기록과  건강

변화 상태

대기실로 돌아와 칼로리 소모량, 운동량의 피드백을 

준다. 어떤 게 부족한지 알 수 있어서 유용하다. 

어플로 자세, 횟수 등 운동기록과 우울감도 확인이 

가능했다. 아바타에 체형 반영되어 운동함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의지가 생긴다. 

#6.서비스 

운동 후 

- 리워드 및

쇼핑

코인으로 아바타 아이템을 사서 꾸미고, 운동용품, 

밀키트를 구입했다. 운동복 구매 시, 내 체형 

데이터가 저장되어 맞게 추천해줘서 교환없이 

정확하게 구입할 수 있어  유용하고 편리하다고 

느낀다. 

사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핵심 서비스 타겟이 

서비스에서 사용자 경험의 속성과 흐름을 
파악하였고,  미래의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면서 서비스를 구체화 하였다.   

3.3.2 가상 운동 공간 디자인 

  사용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가상 운동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 A/B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동일한 숲 배경이지만, 리얼리티 수준이 
다른 A 배경과 B 배경을 사용했으며 이를 그림 3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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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총 35 명(남성 21 명, 여성 

14명)이 응답하였으며 연령대별 구성은 20대(65.7%), 
30 대(25.7%), 40 대(8.6%)로 이루어졌다(아래 표 2 

참고). 

그림 3. A/B테스트에 사용된 A배경(왼쪽)과 B배경(오른쪽) 

선호하는 운동 배경 유형에 대한 A/B 테스트 실시 

결과는 아래 그림 4 와  같다. 먼저 운동 공간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리얼리티 수준이 높은 A공간을 선택한 
사람이 조금 더 많았으며 “A공간이 더 현실성 있어서 

진짜 조깅하는 것처럼 느껴질 듯함” 등 조깅에 있어서 
현실감이 있는 공간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B 공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에 없으니까”, “조깅을 하다 보면 같은 루트를 
돌게 되어 금세 지루해지는데, B 안은 새로워 보이기 
때문” 등의 의견이 많았으며 현실에 없는 공간에서 

조깅을 하는 데 흥미를 느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대별로 상세히 살핀 결과, 20 대(A 공간 9 명, 
B 공간 14 명)는 B 공간을 더 선호하였으며 

30,40 대(A 공간 10 명, B 공간 2 명)는 압도적으로 

A공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동 공간에 대한 흥미의 경우 B 공간을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다. B공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실제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숲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상현실이 아니라면 체험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 등의 의견이 많았으며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위기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대별로 상세히 살핀 결과, 

20 대(A 공간 2 명, B 공간 21 명)와 30,40 대(A 공간 
4명, B공간 8명) 모두  B공간에 대해 흥미를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운동 공간에 대한 몰입의 경우 A공간을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다. A 공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현실과 비슷해서 몰입이 더 잘 될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많았으며 조깅에 몰입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곳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대(A 공간 15 명, B 공간 8 명)와 

30,40 대(A 공간 9 명, B 공간 3 명) 모두  A 공간에 

대해 몰입이 더 잘 된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A/B 테스트 결과: 운동공간에 대한 선호도, 흥미, 
몰입도  

A/B 테스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가상 운동 공간으로서 초현실적 요소가 
있는 B 공간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금전적인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20 대를 타겟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지루한 루틴의 운동에 흥미 요소를 더하기 

위함이다. 

4. 프로토타입 제작
 유저 저니맵과 사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도출한 
주요 기능들을 가지고, 프로토타입 ‘Us Healthy’를 

제작하였다. 프로토타입은 총 두가지로 제작되었고, 
소그룹 아바타 커뮤니티형 헬스케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VR 가상 운동 공간 

서비스이다.  아바타형 소모임 활동으로 정신이 

건강해지도록 도우며, VR의 가상성과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로 운동의 즐거움은 서비스 유입요소이자 운동 
동기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유용한 피드백과 리워드 
제공으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도록 

필요성을 고취할 수 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핵심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AR로 체형을 측정과 스마트 워치를 통한 

신체 분석 기능이다. 스마트 워치를 앱과 연동하는 
과정에서 인바디를 측정해 신체 정보를 불러오고, 
측정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체형이 반영된 

아바타를 생성한다. 스마트 워치는 운동 시 실시간으로 
운동 시간이나 심박수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추적함으로써, 형성된 

아바타의 체형 변화 또한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 
사용자는 매일 앱에서 자신의 건강상태 및 체형 변화 

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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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요 APP 프로토타입: 체형분석 및 상태 

  두 번째로, 유사 체형 사용자 간의 아바타형 소모임 
활동 기능이다. 유사한 체형을 가진 유저들과 3 개월 

이상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매칭한다. 운동 
전과 후 VR 가상 공간인 ‘대기실’에서 친목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운동 중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 미션과 퀘스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 
활동의 기능으로서 소속한 소그룹의 사용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운동하는 중이 아니더라도 소통을 하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6. 가상공간 프로토타입: 대기실 

그림 7. 가상공간 프로토타입: 미션 부여 

 세 번째로, 게이미피케이션과 초현실적인 가상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상 운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요소를 만들고자 
했다. 또한,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션과 퀘스트를 

수행하도록 하고, 운동 후 가장 미션을 잘 수행한 
사용자들에게 랭킹을 부여하는 등과 같은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넣어 집에서 혼자 하기에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비슷한 루틴의 운동에 즐거움을 더하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 

  네 번째, 유용한 피드백 제공과 Move to Earn(M2E) 

기능이다. 3D 신체 매핑 기술과 AI 아바타 코치와의 
대화를 통해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운동 필요성 고취시킨다. Move to 

Earn(M2E) 은 사용자의 신체 활동에 기반해 가상 
자산을 얻도록 하는 개념이다. 사용자는 운동을 할 
때마다 가상 자산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운동 용품이나 건강식 밀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성취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운동의 동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8. 가상공간 프로토타입: 운동공간 

그림 9. 가상공간 프로토타입: 운동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공간 그리고 아바타를 

활용하여 운동, 체형변화,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며 전체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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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요 APP 프로토타입: AI코치, 채팅방, 프로필 

5. 사용성 평가

 프로토타입 완성 후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Us healthy 앱 프로토타입 시연 
영상을 시청 후 전반적인 사용성에 대하여 System 

Usability Scale(SUS) 7 점 척도(R. Lewis, 2018)를 
사용한 설문지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가상 운동 
공간 프로토타입 영상 시청 후에는 UEQ(User 

experience questionnaire) 7 점 척도(Schrepp et al. 
2017)를 사용한 설문지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모든 피험자에게 APP 내의 기능들이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1 인 가구에 해당되는 피험자에게는 
고독감/외로움/우울감 등을 느낄 때, 해당 VR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와 같은 감정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관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20 명(남성 10 명, 여성 

10명)이 응답하였으며 연령대별 구성은 20대(65.0%), 

30대(25.0%), 40대(10.0%)로 이루어졌다.  

앱 프로토타입 사용성 평가 결과, 평균 SUS 점수는 100 

점 만점에 78.3 점이며 B+ 등급(Excellent)으로 수용할 
만한 높은 사용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유용성 76 점, 정보 품질 78.8 점, 

인터페이스 81.4 점을 받았다. 피험자들은 앱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없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래프 등의 객관적인 건강지표 자료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알려주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림 7. 앱 프로토타입 사용성 평가 결과(SUS 척도)

가상 운동 공간 프로토타입의 사용자 경험 

평가(UEQ) 결과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Stimulation(자극) 1.76 점, Novelty(참신함) 1.51 점, 
Attractiveness(매력성) 1.46점, Dependability(신뢰성) 

1.41 점, Perspicuity(효율성) 1.40 점, 
Efficiency(명확성) 1.11 점이다. 이는 UEQ 를 활용한 
기존 연구 데이터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UX 

quality 를 보여주는 Benchmark 를 참고하였을 때 
Stimulation(자극), Novelty(참신함) 2 개 척도가 
최상의 결과 범위인 상위 10%에 해당되며 

Attractiveness(매력성), Efficiency(신뢰성), 
Perspicuity(효율성), Dependability(명확성) 4 개 
척도는 평균 이상인 상위 25~50%에 해당되는 값으로 

가상 운동 공간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평가는 평균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피험자들은 가상 운동 공간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자신과 비슷한 체형이나 

건강상태의 사람들과 그룹으로 묶어 커뮤니티 
형식으로 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해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퀘스트도 수행하며 
대화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1인 가구 구성원으로서 흥미가 생기고 코로나로 인해 

야외활동이 자제되는 시국에 가상으로라도 세계 
명소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고독감/외로움/우울감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 8. 가상 운동 공간 프로토타입 사용성 평가 결과(UEQ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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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상공간과 아바타를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메타버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AI 코치를 통해 사용자 맞춤 

운동을 추천 받아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운동의 재미를 즐길 수 있으며, 아바타를 통해 
체형변화와 건강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의 지속성과 동기부여를 더 하기 위해 운동 
후 피드백과 보상을 받아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최종적으로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평균 이상의 높은 SUS 및 UEQ 
점수와 함께 1 인 가구 구성원들에게 해당 서비스가 

고독감/외로움/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데 연구적 
의의가 있었으며, 사용자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운동과 
즐거움을 얻음으로 공중 보건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회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 블록체인 기술로 NFT 보상을 구체화 하여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작한다면 경제적 
가치 상승, 강한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혼자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헬스케어까지 확장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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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문 서   ,  사   시  계  
 제안 고   한  
로 터   제    장  

의 이스   시스템  제안한 . 사  
1   제안한  로   의 

분   확 . 사  2   
제안한 이스  한   제  유   

 대한  유의한 이   
확 . 

주제어 

현 , 현 ,  ,  , 
어  이스, 스 

1. 서론 

 현  의   어  
이스   시   의    
  대한 연구   진 고 [5]. 

 연구 서   의     
 제   시  계  과 

터 이스  제안 고  한 .  연구 서  서로 
  진  의  교  정  계  

  과     서 
사    제    어  

이스  제안한 . 

 의  과정 서   
제  과   연구로   
유  장    제  [1],  

과  지  시  한  
 제  사    사이 
의  대 시  [2], 제 

사   의  유  변  정 고 이  
 [3],  의   시  

 정과 이 동시  [4]  이 . 
 연구 서    사  대  시  계 이 
한  제안 고 제  의   

터로  한   진 
 제     과  시  

교  정   시   정   
  의 과   제  

어  이스  제안 .  연구  사  
  은   서   의 

분    및   서의 이스  
유    대  확 고  . 

2. 시스템 구  

2.1   

2.1.1    

로  한  대 , 시    
변  Fourier’s law   이   1 과 .[6] 

(1) 

q  local heat densit  의 heat conductivity, 
 시  t,  서 의 gradient 이 . 

이   S  대한 분 로   2  
. 

(2) 

 2 서 Q   교  시 주고  이 . 이 ,  
의 어  서  은  유지 ( , 한 
은 의  지 )한 고  ,  

의    의  A   
 2    3 과 이 표현   . ,  
의    이 주어지  시   
의  변  시 로 시 이  진  

 . 

(3) 

이 문 서  은 대 분 heat 
conductivity    의  교  정한 . 
이  서    3 로  결    

 (thermal resistance) R 의   
한 . 이  과 이 정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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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로   진  의 연결은   
의 연결과 이   .  정의   
  (5)    . 

(5) 

Rtot    의미한 . 서로  의 
서  교  서  의  연결로  

 , 이   은  의  연결 
과 동    . 서   

Rtot    6 과 이 계 . 

(5) 

  향이 지 ,  thermal 
resistance R1, R2  진   시   
7    서로 주고 . 

(7) 

이 연구 서  의의  C(Specific Heat Capacity,  
)과  m(g)  고  

(8) 

 2 의 계  이  종 로  9  은  
변  어 고 정한 .  

(9) 

2.1.2  사   

 문 서   사  시  계   
 과 유사한  사 이   

제안한 .  사 은 과 유사한 로 
지  의 로 한 .  사 시 
지   사 의  한 .  

 

그  1.  사  대한  시.                                  
의 이  ( ),    ( ) 

그  1 은  사  어  이  의 
 한 이 .  의 이    
  대한 향  한 .   
   의 표   의  

계  표 이 시   제   계 한 .  

2.2  

 연구 서   지 의 어  제안 . 
사   한   은  제   
유  진  고 ESP32 Lolin  이   

어  제어한 .  

2.2.1  어 

 

 

그  2. 이   ( ), 장  ( 래) 

  한  어  그  2  이 
이  과 글   지 로 

.  은 이  이   
터 프  미  터    

 구   동 . 이   
 터 프  미  터 은 어 
 지 로 동    대   이 

 정  지  현  지  한 
목 로 사 . 사 의 의    

  서(Semitec, 223Fu3122-07U015)  
사 . 사  어 (TES1-4903)  

    은   로 
제   . 4 의 은   제어  

한데  연구 서  동 한 이  
정 . 4  의   로 

동시       . 이  
의 의 스 로  분은 이 

터  로   지 고 이 로 
한    .  

2.2.2   

 연구 서   제   유  진과 ESP32 
Lolin  이   제어 .   

은 의  터의  의 이  
  교  계 고  사 은  

사 이 터의    로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3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3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변  계 한 .   의한  변 이 
 결과    의  결정  이 

은 스 로 MCU  . 
결과 로 MCU  어   서  
이  PID 제어      의 

 동 한 .  

3. 사   

 

그  3.   이스별 사  .                            
이   ( ), 장 ( ) 

은   진  의   교  
진   사  분    정  제안  
시스템 사 이  서의  대  

 지   2 지의 사   
 진 .  8 의 한 20 대 ( 5, 

3)  대 로  진 . 은 
사   시 그  3 과 은 로  

어  이 .  

3.1 구분  

3.1.1   

이    3 지  대한 구분  
진 .  의    은 표 
1 로 . 

표 1.   대한     

 1 2 3 

 15 15 15 

 
 

0.2 1 7 

    2 의 은  진 
과 1 의    의  교  
고   1   3   (three-

alternative forced choice, 3IFC)  진 .  
지 은   과   어  

6 의 이  의  대   3 회 
.  교  현 이 지   

어  28 로 유지  정 .  

 이  시   교  현  8  
   8  지    28 로 

의 로 . 

3.1.2 결과 및 토의 

표 2.   교 서의 정  

(%) 1 2 3 정  

1 -   100.0 

2 100.0 -  97.9 

3 100.0 95.8 - 97.9 

표 2   결과   .  사 한 3 지 
 대한   정 은 98.6%로   
  제 한 이 동 한   고 

 이  지  대  구분 이 
 확 .  

3.2  서의 사    

3.2.1   

 

그  4. 사    장  스크  

 제    서 3 분 로 
유     .  서 

사  그  4  이   시   
    제 고   . 

제안  어  글 서 사  어 
   의    정 로 

제어  지  현 이 데  이 어 
장  사 시 정   제어  지 . 이  
대   로    80cm 
이 로     제   

 구현 . 의  은 2.2(W/mK), 
 0 로 정 .  지  
  사 이 지   사  

의한  변  지 고   
  사 의 과    . 
은 장  /미  로   

  한 후 7-Likert 로 구   한 
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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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결과 및 토의 

 시스템  사   사 지   
대한   대한  및 표  의 
그  5  .   

그  5.   유     결과 

One-way Anova 분  결과  의 그  6 과 . 
이스  한   제  유    

 대한  정  유의한 이  . 

그  6.   유  대한 ANOVA 분  결과 

4. 결론 

 문 서   교  정  시 로 계   
 과 어  이스 의  
어  제안 고  시스템  사  시  

대 과   . 제안  시스템이 
현 서의 로   사 데  
 대한 . 현  제안   글   
이 어 지  사   안   

 고 어 지 로   제   
. 한  과 어 어 스   
이    지   제  

어 . 후  연구  이 한 문제     
시스템   진  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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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㠇ᢧ ㈻゛た ḛ㯛 ᷿ㅜ 䅓㇓㊬⌇ 䄇ㅔ䀃ᣛ ㆯ䀟 

ᶏ〼䀇 㯸ⵏ㵣 㑈ᛀ ᣛ❀ ㋇⿳ểឋ ㈳ᶏ. ➣ 

゛᠗ほ⯇ᴿ ビ∧㈣ ⭬㈃ ᶾ ᾜほ⯇ ᭃ㭫ᭃᴿ 

ハ㭳㈻ほ 㞳㊻ ⒉㠿た 䀇᠘た ឋ㈃ ハ㭳㈻ 䄇ㅔ䀇 

㯸ⵏ㵣 ḛ㯛 㑈ᛀ ᣛ❀ ㋇⿳䀇ᶏ. ᶏ␣ ったルᴿ 
ᶗ 䀇 ㈻ ᭟ほ⯇ ᶏ〼䀇 ハ㭳㈻ᚫ ⛇⮈䀋 ⳃ ㈳ᴿ 

䀇᠘た㈃ 㵤㒀 䄇ㅔ䀟 ឋ㈃ ハ㭳㈻ 䄇ㅔ䀇 㯸ⵏ㵣 

㑈ᛀ ᢇ㤄 ᢇ㋀䀃カᶏ. ➣ ᰧ◣ほ⯇ ㋇⿳䀃ᴿ ᣛ❀ 

㱠䀟 㑈ᛀ䀇 ◣㉐ 㺗䀓ệ ハ㭳㈻ᚫ ᵃた᭓ほ Ί∧ 

ᣛ㌟ ◣㉐ឧ㈃ 㧿⭗㈣ ㇋⭗ṯ 㛓ᚫ 㦏㑻 
䄀㈣䀃カᶏ. ㋇⿳䀇 ⛔ⶈ⌇ ⶏ䂃 ឧ NSMC, 

Korean Hate Speech ḛ㯛⯶ほ⯇ 㹴ᢋ 1.1%㈃ ⯜ᵐ 

䁐⭬ ⎛ ⳃ ㈳び┛, ᣛ㌟ほ ㋇⿳ệ ⛔❀ឧ 

⣯䀳 ῷ ᷿ㅜ 䅓㇓㊬㈯ ⿷ ⳃ ㈳びᶏ. 

㎧㋇た 
ῐ⊗ᶈ, ㈻゛た㝃, ḛ㯛 㑈ᛀ 

1. ⯇ ⌋ 

1.1 ᧟ 
㠇ᢧ 㯸ⵏ㵣 ḛ㯛 㝃䀃ᴿḛ ㈳た ᚫ㉐ 

䀠㊬⌇ ⭗ㅔểᴿ ⛔❀ ῐ⊗ᶈᶏ. ㈻゛た 
㝃ほ 䄇ㅔểᴿ ╓ḣ ㎧た㑯 ḛ㯛㈃ 㵤㒀 

䀄ⵠ䀃 㯸ⵏ㵣 ⠯␃ル ᛄ ᶏ〼䀇 ㈼ばほ 䄇ㅔệᶏ. 

ᢣ⊲ᣛほ ῐ⊗ᶈ ᣛ⛃ ╓ḣ㈃ ⯜ᵐ ㋀䀃ᴿ ᚫ㉐ 

㎼ㄿ䀇 ㄿⰷᴿ  ḛ㯛㈃ 〼ឧ 㑳∧ឋ 䀋 ⳃ ㈳ᶏ[1]. 

ᢣ⊗ᭃ ㋀䀟㑯 ⒉㡏❀ほ Ί∧ ㋀㋇ệ ḛ㯛 
㱠䀟⯇⑷ 䀄ⵠệ ╓ḣ 䀄ⵠ ワ⍷ệ 䅯 ハ㭳㈻ 

ᾜ㈃ ᰣ㐳ᚫ 㺗䀓ệ ⶏ㋇ ḛ㯛ほ ᶫ䀟⯇ᴿ ᣛᶫ䀇 

⯜ᵐ ビ㊯䈳 ⛇䇃䀃㑫 ╦䀋 ㅛ⋏ᚫ ㈳ᶏ. 

㯸ⵏ㵣 ḛ㯛 ㎼ 㵤䈳 ᶾ 䄇ㅔ䀇 ḛ㯛ᴿ ㋀䀟㑯 
⒉㡏❀ほ⯇ たᢶᭃᭃ ハ㭫 㺗䀓䀃ᴿ ᝨㅛᚫ 

⣳✳䀃ᶏ. ᛄ ビ∧㈣㈃  ⣯ⶈ㊬㈣ ⭬䄔ほ⯇ 

㈼⯜ểびᣛほ ハ㭳㈻ᚫ 㺗䀓ểび᷿∧ṯ ➟㱠  

ⳃ㋀䀃㑫 ⿵ឋ ⛔㤃䀃ᴿ ᝨㅛᚫ ᶫᶏⳃᶏ. ➣ 

゛᠗ほ⯇ ビ∧㈣ ⭬㈃ 㯸ⵏ㵣⌇ ᠗㡀ệ ḛ㯛⯶ 
⭟㹟➣ ឧ ᶏⳃ㈃ ᝨㅛほ ハ㭳㈻ᚫ 㺗䀓ểた ㈳ㇷ 

䄀㈣䀃カᶏ. ➣ ゛᠗ほ⯇ᴿ ⊗䀇 䂯⭬ほ ㎧╔䀃 

䀇᠘た ◣㉐ほ ឋ㈃ ハ㭳㈻ 㺗䀓ⶇ㭏ᴿ ⛔❀ 

ᢇ㋀䀃ឋ ほ ᣛ⛃䀇 㯸ⵏ㵣 ḛ㯛 㑈ᛀ ᣛ❀ 

㋇⿳䀇ᶏ. 
ḛ㯛 㑈ᛀ∫ ➟㇋䀇 ḛ㯛㈃ 〼 ᵃ⋏ ╓ḣ 

䀄ⵠほ ṯㅫ ㎧ᴿ ᣛ❀ ⑻䀇ᶏ. ᴿ ㈧⛃䃿 ⯜ᵐ 

᰽㈯⌇⸓ ᷿ㅜ ᛀ䀇 ╓ḣ ⑷ᾇᴿḛ ╔㊬ ỿᶏ. 

Easy Data Augmentation (EDA)[2] 㵤㋀ ᶓた㈃ 

㝟, ⭨㈰, ⳇ⯇ ❫ᝨ, ⭘㋇ 㱠䀇 ᚯᶓ䀇 ⛔❀⌇ 
㯸ⵏ㵣 㑈ᛀ ⶇṯ䀃カᶏ. 䀇᠘た 㯸ⵏ㵣 ᶏ⎗ 

゛᠗[3]ほ⯇ṯ ⑳㛗ᚫ㑫⌇ EDAル ㇋⭗䀇 ᢇ㤄 ᣛ⛃㈃ 

ḛ㯛 㑈ᛀ ᣛ❀ ⭗ㅔ䀳┛, ✳ 㱠䀟 ◣㉐ 

⮈⯜䀃ឋ ㈰⋐ ハ㭫 䄇ㅔ䀃ᴿ ⛔ⶈ 㠿ᚫ䀃ᣛṯ 

䀃カᶏ. ᢣ⊗ᭃ ◣㉐ほ⯇ 㵤㋀ ᶓた ㈯㈃⌇ 㝟䀃ᴿ 
ᾜ㈃ ⛔❀ ⶏ㋇ ḛ㯛ほ⯇ 㛩➟ᣛ 䉃ᾋ ᝨㅛ⌇, ᢣ 

㵤⯜⭬ ⭳⌇ ⮈⯜ệ ◣㉐㈃ ㈃⚣ᚫ ᣛ㌟ ◣㉐ឧ ᶗ∧㑳 

ᚫᵐ⯜ ᚫ㑯ᶏ.  
⛃┟ 䀇᠘た㈃ 㵤⯜ 㱠䀟 ⮈ᣟ ハ㭳㈻ᴿ ᣛ㌟ ◣㉐ 

ⰸ ᶓた ㈃⚣ 㬗 䀟㤃㑫 ⿵ᴿᶏ. ガた ᶓたほ⯇ᴿ 
ᚬ ㈻ᚫ ᶓた 㼇䂯ほ ㈳た ㈧㋀ ⣯㎼ 㛓㑫䀃ᣛほ 

ědog Ĝ∧ᴿ  ᶓたほ⯇ ěfog Ĝ, ědot Ĝឧ ᛄ 䀇 ㈻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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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㭳㈻ᚫ ⛇⮈䀃ṯ ➣≃ ㈃⚣ ➟㌟䀃㑫 ╦䀇ᶏ. 

⛃┟ 䀇᠘た ᶓたほ⯇ᴿ ᚬ ㈻ᚫ 㞳⯜, ㎼⯜, 

㌰⯜⌇ ᠗⯜ểᣛほ ěᛀ㑫Ĝ∧ᴿ ᶓたほ⯇ ěᜰ㑫Ĝ, 
ěᛀ㐳Ĝル ᛄ ㈻ⰷ ᶓㆯ⌇ ハ㭳㈻ᚫ ⛇⮈䀃ṯ ➣≃ 

㈃⚣ ㈧⠫⠯ 㠿㣌䀋 ⳃ ㈳ᶏ. 

➣ ᰧ◣ほ⯇ᴿ 䀇᠘た ◣㉐ほ ឋ㈃ ハ㭳㈻ 㺗䀓ⶇ㧇 

㯸ⵏ㵣 ḛ㯛 㑈ᛀ䀃ᴿ ⛔❀㈣ Text Data 

Augmentation using Korean Intentional 
Typographical Errors (KITE) ㋇⿳䀇ᶏ. ⭬ᶓ㈃ 

コⶇル ᛄ ᣛ㌟ ◣㉐ ⰸ ᶓた㈃ ㈃⚣ 㠇ᶫ䀇 

䀟㤃㑫 ⿵ᴿ ⯋ほ⯇, ⶏ㋇ ḛ㯛ほ ㈳ㇷ㑬䀇 㯸ⵏ㵣 

⑷ᾏた᭟ᴿ ᜮ ╔㼇⌇ 䀇ᶏ. 

㈻㈃ 㞳⯜ほ⯇ ハ㭳㈻ᚫ ⛇⮈䀇ᶏ┟ ᴿ ガた 
ᶓたほ⯇㈃ コⶇル ᛄ ᶓⳇ䀇 ハ㭳㈻ᚫ ᵳ∧ 

㈃ṯ䀇 ᶓた ㈃⚣ 䆧ⰻⶇ㭗 ᚫᵐ⯜ ᰽ᣛほ, 

ハ㭳㈻ᴿ ㎼⯜ 䃤 ㌰⯜㈃ ㆯ㤃ほ⑷ ㊬ㅔⶇ㭏ឋ 

㞳⯜ほ⯇ᴿ ឋ⋏䀃㑫 ⿵〃ᶏ. ᢣ コ⌇ ěᛀ㑫Ĝ∧ᴿ 

ᶓたほ⯇ ě㉐㑫Ĝ, ěᛀᣛĜル ᛄ 㞳⯜ほ ハ㭳㈻ᚫ 
⛇⮈䀇 ᝨㅛᴿ ㈨ᴿ ᚫ ㅻ≃ ㈃⚣ 㠿㣌䀃ᣛ 

た⋠ᣛほ 㐴ⶇ ⳃ㋀䀃ᴿ ᝨㅛᚫ ⑹ᶏ. ⊲ᾚ ガたル 

ᛄ ᶏ␣ ったルᴿ ᶗ 䀇 ㈻ᚫ 㞳⯜, ㎼⯜, 

㌰⯜⌇ ᠗⯜ểᴿ 䀇᠘た⌇ ハ㭳㈻ ⑷ᾏ ⳃ ㈳ᴿ 

ᝨㅛᴿ ⳃぱ ᶏ〼䀃ᣛほ ឋ㈃ ハ㭳㈻ᚫ ㊬ㅔểᴿ 

⛔❀ ⭬⯣䈳 ᢇ㋀䀃カᶏ. 
㋇⿳䀃ᴿ ⛔❀ 㱠䀟 ᣛ㌟ ḛ㯛⯶ほ⯇ 䀇᠘た ឋ㈃ 

ハ㭳㈻ᚫ 㺗䀓ệ ḛ㯛⌇ 㑈ᛀ䀃ឋ,  ╓ḣ 䀄ⵠほ 

䄇ㅔ䀃 ⯜ᵐ 䁐⭬ ᚫᵐ䀇㑫 䄀㈣䀃カᶏ. 〉⯇ 

㧿⭗㈣ ㇋⭗ṯ 㱠䀟 った ╓ḣ ハ㭳㈻⌇ 㑈ᛀ䀇 

◣㉐ ᣛ㌟ ◣㉐ឧᴿ で⑳ᭃ ᶏ␟ ⛆ᾏᴿ㑫 
䄀㈣䀟 ➟〃┛, ᣛ㌟㈃ ㋇⿳ểびḃ 㯸ⵏ㵣 㑈ᛀ 

⛔❀ᾏឧ KITEル㈃ ⯜ᵐ ⣯䀃ᣛ ㆯ䀇 ╓ḣ 䀄ⵠ 

⚺ ᜫ㑈 㑯䀴䀃カᶏ. 

2. ឋ㈃ ハ㭳㈻ 䄇ㅔ䀇 ◣㉐ ⮈⯜ ᣛ❀ 
➣ ゛᠗ほ⯇ ḛ㯛 㑈ᛀ ᣛ❀㈃ ⳃᶓ⌇⯇ 䄇ㅔ䀇 

䀇᠘た ឋ㈃ ハ㭳㈻ ⮈⯜ ᢇ㤄 ⯏┰䀇ᶏ. ハ㭳㈻ 

㺗䀓䀇 ᶓた ⮈⯜ 2.1ほ⯇ ᶏ⎓┛, 2.2ほ⯇ᴿ 䀟ᶤ 

ᶓたᾏ⌇ ᠗⯜ệ ◣㉐ ⮈⯜ ឧ㋀ ⯏┰䀃カᶏ. 

2.1 ハ㭳㈻ ᶓた ⮈⯜ ឧ㋀ 
ハ㭳㈻ ᶓた ⮈⯜ ㆯ䀟 䀇 ᶓた ᭟ほ⯇ ㈻ⰷ ㈻㝟 

⚿ᩣᴿ ᝨㅛ ⚺ ㈻ⰷ ⳇ⯇ ⚿ᩣᴿ ᝨㅛ⌇ ᠗⠯䀃 

㼇 1ほ コⶇル 䀓ᦃ ㋀䀃カᶏ. ỻ ᝨㅛ ╓ỻ ỻ㈻ 
⭬㈃ ᶓたほ⯇⑷ ハ㭳㈻ ⮈⯜䀃カᴿḛ, ➟㱠 

ឫ䃀⭗ᭃ ᚻ㭯⭗⌇ ⭗ㅔểᴿ 䀇㈻㈃ ᶓたほ⯇ 

ハ㭫ᚫ ᭃᴿ ᝨㅛᴿ ᢤ䈳 ᾇ◧びᣛ ῷ◣ᶏ. 

㼇 1. 䀇᠘た ឋ㈃ ハ㭳㈻ 䄇ㅔ䀇 ᶓた ⮈⯜ 

 ⭗⋫ コⶇ 

㈻ⰷ 

㈻㝟 

⚿ᩣᴿ 

ᝨㅛ 

㈧⛃㈻ㇷ 䃤 

㈧⛃╓ㇷ㈃ ❫䃀 

⯏⑳ Ţ�⯢⑳, 

㌶〃ᶏ Ţ�㌶〃ᾇ 

㎼㈻ㇷ 䃤 

㎼╓ㇷ㈃ 㭳∨ 

⑹ Ţ�⒎, 

䈗⮈ Ţ�䈳⮈ 

ⶸ㈻ㇷ㈃ 㭳∨ ᢣ≗ᶏ Ţ ᢣ≖ᶏ 

ㆯ㈃ ⭗⋫ᾏ 
䃧ㅔệ ᝨㅛ 

ᢣ≗ᶏ Ţ ᢣ≞ᶏ 

㈻ⰷ 

ⳇ⯇ 
⚿ᩣᴿ 

ᝨㅛ 

㝖✳㒣 ㈻ᴿ 

㎼⯜㑫, ỻ✳㒣 
㈻ᴿ ㌰⯜㑫 

᠗⯜ệ ᝨㅛ 

㑫ᢳ Ţ�㑬♫, 

ᶫ㎼ Ţ�᷁ㅛ, 
㌛ㅔ䈳 Ţ�㌰ㄿ䈳 

㝖✳㒣 ㈻ᴿ 
㌰⯜㑫, ỻ✳㒣 

㈻ᴿ ㎼⯜㑫 

᠗⯜ệ ᝨㅛ 

ᛄ Ţ�ᚫ㶛 
ἃ⯇ Ţ�ỻ⯇, 

㌶ᯏㄿ Ţ�㌛䂏ㄿ 

㈻ⰷ ㈻㝟 ⚿ᩣᴿ ᝨㅛᴿ 㭏➟ᾇ ⭬㈃ ㆯ㤃ほ⯇, ᣛ㌟ 

㈻ⰷル 䀇 㤣 ᭟ほ ㆯ㤃䀇 ㈯㈃㈃ ㈻ⰷ⌇ 㝟䀃ᴿ 

⛔❀ᶏ. ㈧⛃㈻ㇷ 䃤 ㈧⛃╓ㇷ㈃ ❫䃀 ⭗⋫ 

㎼ほ⯇ᴿ ě ⯏⑳Ĝ∧ᴿ ᶓたほ⯇ ě ⯢⑳ Ĝ∧ᴿ  ᶓた⌇ 
ハ㭳㈻ ⑷ᾋ ᝨㅛ┛, ㈻ㇷឧ ╓ㇷ 㟈 26 ᛇ㈃ 

㈻ⰷほ ᶫ䀟 ㊬ㅔểṯ⌈ 䀃カᶏ. ㎼㈻ㇷ 䃤 

㎼╓ㇷ㈃ 㭳∨ ⭗⋫⌇ᴿ ě⑹Ĝ, ě䈗⮈Ĝほ⯇ ỻ ㈻ⰷ 

㎼ 䀃ᭃᚫ 㭳∨ểた ᚬᚬ ě⒎ Ĝ , ě䈳⮈ Ĝル  ᛄ 

㈧⛃㈻ㇷ⌇⑷ ᭓ᴿ 䃀㮇⌇ ㊬ㅔểṯ⌈ 䀃カᶏ. 㵤䈳 

ěᢣ≗ᶏĜឧ  ᛄ ⶸ㈻ㇷ㈃ ᝨㅛᴿ ěᢣ≖ᶏĜル  ᛄ 
㈧⛃㈻ㇷ⌇ 㭳∨ị ⳃ ㈳┛, ěᢣ≞ᶏĜル ᛄ ᶏ␣ 

㈧⛃㈻ㇷ⌇ ❫䃀 ㈧たᭋ ⳃṯ ㈳ᶏ. 
㈻ⰷ ⳇ⯇ ⚿ᩣᴿ ᝨㅛᴿ 䀇 ᶓた ⿳ほ⯇ 㵤㋀ 

㈻㈃ 㞳⯜, ㎼⯜, ㌰⯜ ⰸ 㵤㋀ ㈻ⰷ ᶏ␣ ㈻㈃ 

㞳⯜, ㎼⯜, ㌰⯜ ⰸ 㵤㋀ ㈻ⰷル 㝟䀃ᴿ ⛔❀ᶏ. 
㈰⋐ệ ᶓた㈃ 㝖✳㒣 ㈻ル ỻ✳㒣 ㈻ᚫ ᚬᚬ 

た ᠗⯜ểびᴿ㑫 㶷⿰䀃 ㋀䀟㑯 ᢇ㤄ほ ⒉ 

⯇⌇㈃ ㈻ⰷ ⚿᩿㎧びᶏ. ᢣ コ⌇ ě㑫ᢳ Ĝ∧ᴿ 

ᶓたほ⯇ ě㑬♫Ĝ∧ᴿ  ᶓた⌇ ハ㭳㈻ ⑷ᾏᭃ,  

ěἃ⯇Ĝ∧ᴿ ᶓたほ⯇ ěỻ⯇Ĝ∧ᴿ ᶓた⌇ ハ㭳㈻ 
⑷ᾋ ᝨㅛᚫ ほ ⰸ䀇ᶏ. 

2.2 ハ㭳㈻ ◣㉐ ⮈⯜ ឧ㋀ 
䀇᠘た ឋ㈃ ハ㭳㈻ 䄇ㅔ䀇 㯸ⵏ㵣 ḛ㯛 㑈ᛀ 

ㆯ䀟 ᣛ㌟ ◣㉐ ┲⛛㈃ ⣯㇓⌇ 㑈ᛀ䀋 ᜮ㈣㑫 ⇦䀃ᴿ 
ě 㑈ᛀ ⣯㇓Ĝ, ◣㉐ ⿳ほ⯇ ハ㭳㈻㈃ ⣯㇓ で⑳⌇ 

⯏㋀䀋 ᜮ㈣㑫 ⇦䀃ᴿ ěハ㭳㈻ ⣯㇓Ĝ ⭗ㅔ㈻ᚫ ㈯㈃⌇ 

⯏㋀䀋 ⳃ ㈳ᶏ. ᛄ ᚬ ⣯㇓ ⯏㋀䀃カ 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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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ệ ◣㉐ほ ᶫ䀟⯇ ᢣ⑧ 1 ㈃ ឧ㋀⌇ ḛ㯛 

㑈ᛀ ⎓た㑯ᶏ. 

≃ ᢣ⑧ 1 ㈃ コⶇᴿ ハ㭳㈻ ⣯㇓ 80%⌇ 
⯏㋀䀃カᣛほ ◣㉐ ᭟ ᶫ⠫⠯㈃ ᶓたほ⯇ ハ㭳㈻ᚫ 

⮈⯜ểびᶏ. ㈻ⰷ ⳇ⯇ ⚿ᩣᴿ ᝨㅛᚫ ㊬ㅔểた 

ě㌛ᢳĜ∧ᴿ ᶓたほ⯇ ě㌜♫Ĝ∧ᴿ ᶓた⌇ ⚿᪷ឋ, ㈻ⰷ 

㈻㝟 ⚿ᩣᴿ ᝨㅛᚫ ㊬ㅔểた ě㈳ḃḛĜ∧ᴿ ᶓたほ⯇ 

ě㈳ḃᶫĜ∧ᴿ ᶓた⌇ ⚿᪻ ឧ 䄀㈣䀋 ⳃ ㈳ᶏ. 

 
ᢣ⑧ 1 䀇᠘た ឋ㈃ ハ㭳㈻ 䄇ㅔ䀇 ◣㉐ ⮈⯜ 

3. ⶏ䂃 ⯏ᝯ 
〉⯇ ㋇⿳䀇 䀇᠘た ឋ㈃ ハ㭳㈻ 䄇ㅔ䀇 㯸ⵏ㵣 
ḛ㯛 㑈ᛀ ᣛ❀㈃ ⯜ᵐ ᜫ㑈䀃ឋ㈻ ⯏ᝯ䀇 ⶏ䂃 

ឧ㋀ឧ ᢣ ឧ ㋇ⶇ䀇ᶏ. ⓧ㊫ ឋ㈃ ハ㭳㈻⌇ 㑈ᛀ䀇 

◣㉐ ᣛ㌟㈃ ◣㉐ឧ で⑳ᭃ ᶏ␣㑫 ⣯䀃ឋ㈻ 

㈯❋ ⭬ほ⯇㈃ 㧿⭗㈣ ㇋⭗ṯ 㛓 

䄀㈣䀟➟〃┛, 䅯 ⭗㊯ 䀄ⵠệ った ╓ḣ 㯸ⵏ㵣 

⠯␃ ㈼ばほ Fine-Tuning䀃ᴿ ឧ㋀ほ KITE⌇ 㑈ᛀ䀇 
ḛ㯛 ⭗ㅔ䀓⌇⸓ 㑈ᛀ ㊯䅯㈃ ⯜ᵐ 㛓 

⣯䀃カᶏ. 

3.1 ⶏ䂃 ḛ㯛⯶ 
㯸ⵏ㵣 ⠯␃ ḛ㯛⯶⌇ᴿ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NSMC)[4]ル  Korean Hate Speech[5] 
ḛ㯛⯶ ⭗ㅔ䀃カᶏ. NSMC ḛ㯛⯶ ᯏ✯ 

ガ䃿 ⢛ほ ᣛ⛃䀇 ḛ㯛⯶⌇ ガ䃿 ឫ∷䀇 

⭗∷ᾏ㈃ ⛃ㇼ ᢸ, ⠫㋀⌇ 㑯 ⠯␃䀇 

150,000ᛇ㈃ 䀄ⵠㅔ ḛ㯛⌇ ᠗⯜ểた ㈳ᶏ. Korean 

Hate Speech ḛ㯛⯶ ㈣㯛ᯢ ᶾ㈃ ហ⯜ 
3 ᶓᝯ⌇ ⠯␃䀇 ḛ㯛⯶⌇ 〨 8,000 ᛇ㈃ 䀄ⵠㅔ 

ḛ㯛⌇ ᠗⯜ệᶏ. 

3.2 ハ㭳㈻ ⣯㇓ほ Ί␣ 㯸ⵏ㵣 㑈ᛀ 
➣ ᰧ◣ほ⯇ ㋇⿳䀃ᴿ KITE  䄇ㅔ䀃 㯸ⵏ㵣 
㑈ᛀ䀃ᣛ ㆯ䀟⯇ᴿ ◣㉐ ⿳ほ⯇ ハ㭳㈻㈃ ⣯㇓ 

で⑳⌇ ἃ ᜮ㈣㑫 ⇦䀃ᴿ ěハ㭳㈻  ⣯㇓Ĝ ⯏㋀䀟〧 

䀇ᶏ. ῷ ᚬ ⣯㇓ほ Ί∧ 㑈ᛀ䀇 ◣㉐ ᣛ㌟ ◣㉐ឧ 

で⑳ᭃ ᶏ␣㑫 ⣯䀃ឋ㈻ KR-SBERT[6] ㅔ䀃 

㈯❋ ⭬ほ⯇㈃ ◣㉐ ⭗ 㧿⭗㈣ ㇋⭗ṯ 
㣌㋀䀃カᶏ. 

㼇 2. KITE ㊬ㅔ 䅯 㧿⭗㈣ ㇋⭗ṯ 㛓 コⶇ 

ᣛ㌟ ◣㉐ ⱌ㎼ᣛ ⶇᶫᢤ ⚪ឋ➣ᶏ. 

㝖䄷 ⶋ⯋䀃ឋ ㌶〃ᶏ. 

㑈ᛀ ◣㉐ 

コⶇ 1 

ⱌ㎼ᣛ ⶇ᷇ᢤ ⚣ṯ➣ᶏ. 

㝃ⲋ ⶋ⯋䁳ឋ ㌶〃ᾇ. (0.735, -0.265) 

㑈ᛀ ◣㉐ 

コⶇ 2 

ⱎ㎼ᣛ ⯣ᶫᢤ ⚪ឋ➣ᶏ. 

㝃ⲋ ⶋ⯋䀃ᢇ ㌶〃ᶏ. (0.580, -0.42) 

ㆯ㈃ コⶇᴿ ハ㭳㈻ ⣯㇓ 80%㈧ ῷ 㑈ᛀ䀇 ◣㉐ᶏ. 

Ί∧⯇ ỻ ◣㉐ ╓ỻ ハ㭳㈻㈃ ⛇⮈ ᛇⳃᴿ Ẅ㈧䀃㑫⑷, 

ハ㭳㈻ᚫ ⛇⮈䀇 ㆯ㤃ほ Ί∧ ᣛ㌟ ◣㉐ឧ㈃ 㧿⭗㈣ 

㇋⭗ṯᚫ ᚬᚬ 0.735, 0.580 ⌇ 㛓ᭃᴿ ╓ⵠ 
➟㈣ᶏ. 㼇 2ほ⯇ ḛ㯛⯶ ㊯㝟⌇ ⣯ ᶫ⭬ ᵃ⋏ 

㑈ᛀ ㊯䅯㈃ 㧿⭗㈣ ㇋⭗ṯ ⣯䀋 ῷᴿ Korean 

Hate Speech ㈃ 㯷ⵏ㵣 ḛ㯛⯶ ⭗ㅔ䀃カឋ, 㑈ᛀ 

⣯㇓ 8⛛⌇ ỻた ⑹ 〼㈃ 㑈ᛀ ⎓た㑯 ⭬䄔 

⑷ᾏびᶏ. 䅯 ᣛ㌟ ◣㉐ឧ 㑈ᛀ䀇 ◣㉐ᾏ ⭗ 㧿⭗㈣ 
㇋⭗ṯ ᠗䀃 ㊯㝟 ◣㉐ほ ᶫ䀟 㹴ᢋᚽ ᠗䀃カ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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㼇 3. KITEほ⯇ ハ㭳㈻ ⣯㇓ほ Ί␣ 㧿⭗㈣ ㇋⭗ṯ 㛓 

ハ㭳㈻ ⣯㇓ 㑈ᛀ ㊯䅯 ◣㉐ ᚯ 㧿⭗㈣ ㇋⭗ṯ 

20% 0.940, -0.06 

40% 0.866, -0.134 

60% 0.801, -0.199 

80% 0.725, -0.275 

ᢣ ឧ ハ㭳㈻ ⣯㇓ 㑈ᚫ䀓ほ Ί∧ 㑈ᛀ䀇 ◣㉐ឧ 

ᣛ㌟ ◣㉐ឧ㈃ 㧿⭗㈣ ㇋⭗ṯᚫ 㛓ᚫ 㦏㑫ᴿ 䂯⭬ 

䄀㈣䀳ᶏ. ◣㉐ほ ⑹ ハ㭳㈻ 㠿ᚫ䀋ⳃ⌈ ᣛ㌟ 

◣㉐ឧ ㈯❋ ⭬ ᚫ ⓫た㑫ᴿ ᜮ ㈃⚣䀃┛, 䅯 

䄇ㅔ䀋 った ╓ḣ 㑈ᛀ ㊯䅯㈃ ◣㉐ ⯇⌇ ᶏ␟ 
⛆ᾏ㈯ ㈃⚣䀇ᶏ. ᴿ 䀇᠘た ㈻ⰷ ᶓㆯ⌇ 

ハ㭳㈻ ⑷ᾏ┟ ⭗∷ ⶇᚬほ⯇ᴿ ➣≃㈃ ㈃⚣ ㈧㋀ 

⠫⠯ ㇋㠿䀋 ⳃ ㈳㑫⑷, った ╓ḣ㈃ ⶇᚬほ⯇ᴿ ᶏ␣ 

㈃⚣ ᚫ㑯 ◣㉐ ệᶏᴿ ⭗ⶏ ⶇ⭗䀇ᶏ.  

3.3 㑈ᛀ ⛔❀ほ Ί␣ ⯜ᵐ ⣯ 
➣ ᰧ◣ほ⯇ ㋇⿳䀃ᴿ KITE ㈃ ⯜ᵐ ᜫ㑈䀃ឋ㈻ 

ᣛ㌟ほ ㋇⿳ệ 㯸ⵏ㵣 㑈ᛀ ⛔❀ᾏឧ ⣯䀃ᴿ ⶏ䂃 

㑯䀴䀃カᶏ. ⭗ㅔệ ᣛ㌟ 㯸ⵏ㵣 㑈ᛀ ⛔❀ᾏ ㎼ Back-

Translation (BT)[7] ᚫ㑯 㯸ⵏ㵣 ㄣ᠘た⌇ ✳䀇 
 ᶏⶇ ㅻ≃㈃ った⌇ ㉗✳䀓⌇⸓ 㯸ⵏ㵣 

㑈ᛀ䀇ᶏ. EDAᴿ 㵤㋀ ᶓた㈃ 㝟, ⭨㈰, ⳇ⯇ ❫ᝨ, 

⭘㋇ 䄇ㅔ䀃ᴿ ᚯᶓ䀇 ⛔ⶈ㈃ 㯸ⵏ㵣 㑈ᛀ ⛔❀ᶏ. 

ㆯ㈃ ⛔❀⌇ 㑈ᛀ䀇 ḛ㯛⯶ 䀇᠘た⌇ ⭗㊯ 

䀄ⵠệ KoBERT[8]㈃ 䀄ⵠ ḛ㯛⌇ ㅔ䀃 㯸ⵏ㵣 

⠯␃ ㆯ䀇 Fine-Tuning  㑯䀴䀃カᶏ. ╓ḣ 
䀄ⵠⶇ㭏ᣛ ㆯ䀇 Optimizer ⌇ᴿ AdamW  

⭗ㅔ䀃カᶏ. Batch ㈃ 㬗ᣛᴿ 16 ⌇, Learning 

Rate ᴿ 3e-6 ⌇ 㑫㋀䀃ឋ Cosine Annealing  

⭗ㅔ䀃 20 Epoch Ẅ⿳ 䀄ⵠ 㑯䀴䀃ể ⰻⶏᚽ 4 

Epoch Ẅ⿳ ᛇ⯋ể㑫 ⿵ᴿ ᝨㅛ Early Stopping  
㎧びᶏ. ⶏ䂃 ឧᴿ 㼇 3 ⌇ ᢣ ㎼ Original  

◟⊛ 㑈ᛀ 㤃㑫 ⿵ ḛ㯛⌇ ⶏ䂃䀇 ⯜ᵐ 

⇦䀇ᶏ. 

㼇 4. 㑈ᛀ䀇 ḛ㯛⯶ 㱠䀇 㯸ⵏ㵣 ⠯␃ ⯜ᵐ ⣯ 
 NSMC Korean 

Hate 

Speech 

Average 

Original 88% 52.8% 70.4% 

BT 89.3% 

(+1.3%p) 

53.4% 

(+0.6%p) 

71.35% 

(+0.95%p) 

EDA 88.3% 

(+0.3%p) 

50.6% 

(-2.2%p) 

69.45% 

(-0.95%p) 

KITE 88.7% 

(+0.7%p) 

54.3% 

(+1.5%p) 

71.5% 

(+1.1%) 

⭗ㅔ䀇 ╓ᾋ ⛔❀ほ⯇ 㑈ᛀ ⣯㇓ 䀘⭬ 2 ⛛⌇ 

ỻび┛, KITE ほ⯇ ハ㭳㈻ ⣯㇓ NSMC 

ḛ㯛⯶ឧ Korean Hate Speech ḛ㯛⯶ほ⯇ ╓ỻ 
60%⌇ ⯏㋀䀃カᶏ. ⶏ䂃 ឧ ᚬ ḛ㯛 㑈ᛀ 

⛔❀ᾏ ⭗ㅔ䀃カ ῷ EDA  ㋇ㄣ䀃ឋᴿ ╓ỻ 

Original➟ᶏ ⯜ᵐ 䁐⭬ ➟カ┛, 㵤䈳 ➣ ᰧ◣ほ⯇ 

㋇⿳䀃ᴿ KITE ᚫ ᚬ ḛ㯛⯶ほ⯇ ᣛ㌟ឧ +0.7%p, 

+1.5%p⌇ 㹴ᢋ +1.1%p㈃ 㛓 ➟カᶏ. 

㵤㋀ ᶓた㈃ 㝟 ⚺ ⭨㈰ ᾜ ᚯᶓ䀇 ⛔ⶈ ⭗ㅔ䀃ᴿ 

EDA ㈃ ᝨㅛ Korean Hate Speech ḛ㯛⯶ほ⯇ 

⣯㊬ 㬛 ⯜ᵐ 䀃∨㺘 ➟カᶏ. 㯸ⵏ㵣㈃ ㉗✳ 

㱠䀟 㑈ᛀ䀃ᴿ BT ㈃ ᝨㅛ 㹴ᢋ ⯜ᵐ㈃ 㛓ᴿ 

KITE ➟ᶏ 〨ᚯ ᭙ᭃ, ✳ほ ⭗ㅔ䀃ᴿ ╓ḣほ 
Ί∧⯇ 㑈ᛀ ⰷㄿ ⶇᚯ ⚺ ⯜ᵐ ㈧㋀䀃㑫 ⿵┛ 

ᶏ␣ 㑈ᛀ ⛔❀ឧ ᶗ GPU ゛⭛ ㄿ᠗ệᶏᴿ ᶓ㊻ 

㈳ᶏ. ᢣほ ⛃䀟 KITE 㱠䀇 㑈ᛀ ❯ṯ㈃ ῐ⊗ᶈ 

╓ḣ ⭗ㅔ䀃㑫 ⿵┛ 㑈ᛀ ⶇᚯṯ ᚬ ḛ㯛ᶤ 5⠯ 

᭟⌇ ⶋⰸ䀃 ⳃ䀴ểびᶏ. 

4. ⌋ 
➣ ᰧ◣ほ⯇ᴿ ⭗∷㈃ ⶏⳃ⌇ ㈣䀟 䀇᠘た ◣㉐ほ⯇ 

ᭃ㭫ᭃᴿ ハ㭳㈻ ㌰␃ ⭬⯣䈳 ᢇ㋀䀃ឋ  䄇ㅔ䀇 
㯸ⵏ㵣 ḛ㯛 㑈ᛀ ᣛ❀㈣ KITE ㋇⿳䀃カᶏ. ᴿ 

❯ṯ㈃ ῐ⊗ᶈ ╓ḣ ⭗ㅔ䀃㑫 ⿵ᴿ ᚯᶓ䀇 ᢇ㤄 

ᣛ⛃㈃ ḛ㯛 㑈ᛀ ᣛ❀┟⯇ṯ, ᣛ㌟ ゛᠗ほ⯇ ㎧⌇ 

⭗ㅔểびḃ 㵤㋀ ᶓた 㝟 ⚺ ⭨㈰ ᾜ㈃ ⛔ⶈ⌇ 

◣㉐㈃ ➣≃ ㈃⚣ 䆧ⰻⶇ㭏㑫 ⿵ᴿ 㯸ⵏ㵣 㑈ᛀ 
⛔ⶈᶏ. ⊲ᾚ 䀇᠘た ◣㉐ほ⯇㈃ ハ㭳㈻ᚫ ᚬ 

㈻㈃ ㈻ⰷ ᶓㆯ⌇ ⛇⮈䀇ᶏᴿ ㊻ほ ᣛ⛃䀃 

KITE 㱠䀇 㯸ⵏ㵣 㑈ᛀ ⛔❀ ᢇ㋀䀃カᶏ. 

➣ ゛᠗ᴿ ⶏ㋇ ḛ㯛ほ ㈳❀䀇 䃀㮇⌇ 㯸ⵏ㵣 

㑈ᛀ ⎓た᭣ ⶇṯ⌇, ᢣ ឧ㋀ほ⯇ 䀇᠘た㈃ 㵤㒀 
⛃ガ䀓⌇⸓ 㑈ᛀ ឧ㋀㈃ ⯏ᾈ⋐ 䄀➟䀃カᶏ. 

ビ∧㈣ ⭬ほ⯇ ㈧㋀ 〼㈃ 䀇᠘た 㯸ⵏ㵣 ḛ㯛 

䄀➟䀃ᣛ た⋏ㅣ ῷ KITE  䄇ㅔ䀃 ハ㭳㈻ᚫ 

㺗䀓ệ ᶏ〼䀇 䃀㮇㈃ 䀇᠘た 㯸ⵏ㵣 て ⳃ ㈳ᣛ 

ᣛᶫ䀇ᶏ. 

⭗⭗㈃  

 ᰧ◣ ㋀⠫(ឧ䀄ᣛⳋ㋀➟㱠ⶋ⠫)㈃ ㉗ㅻ⌇ 

䀇᠘゛᠗㉗ᶓ㈃ 㑫ㅻ(NRF-2022R1C1C1008534) 
⛆ ⳃ䀴ệ ゛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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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기반 e스포츠 중계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및 필요성 연구 
-리그 오브 레전드 중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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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팬데믹 사태로 인해 기성 스포츠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포츠 경기 관람의 수요가 증가하
였다. 특히 e스포츠 경기의 경우 메타버스 환경과 좋

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e스포츠 경기 중 
장기적으로 서비스 중이며, 인지도 및 인기도가 높은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LOL)’의 
AR/VR 중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분석 및 비교
해 기존 중계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

다.  

연구 방법은 설문지 조사 및 R을 이용한 데이터 검증
을 이용하였다. 가설 설립 후 설문지 데이터 수집 결과 

피험자 102명(남성 : 50명, 여성 :52명)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등분산 검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 e스포츠 중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많았으며,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LOL의 e스포츠 서
비스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서 정보가 방대해 소비

자가 주도적으로 정보 습득이 가능한 AR 서비스의 필
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타 의 
중계에 적용되는 사례를 조사해 AR/VR 중계에 필요

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e스포츠 중
계 시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효과적으

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메타버스, e 스포츠, 메타버스 중계, AR(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lity) 

1. 서론 

팬데믹 사태를 거치며 메타버스 기술이 눈에 띄게 진
보하였는데, 그중 게임 분야의 경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존의 축구, 야구 기성 스포츠의 대면 경

기가 어려워지면서 e스포츠 경기의 인기는 비약적으
로 증가했는데, 이는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YouTube, Twitch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다[1, 4, 5]. 이에 
따라 기존 기성 스포츠 또한 AR/VR을 활용한 중계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2], 제한된 서비스로 인해 불

편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e스포츠의 경
우 게임 내 카메라 시스템(관전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AR/VR 중계에 적합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

가 높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슬리버 티
비(Sliver TV)의 경우 VR 생중계를 위한 가상 카메라 
어레이 기술(Auto Contents Generation Technology)

을 개발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3]. 

 

그림 1 슬리버 티비의 가상 카메라 어레이 기술[3] 

현재 중계 중인 e스포츠 중계의 큰 문제점으로는 서비
스 기간이 긴 게임의 경우, 전달해야 하는 정보가 방대
해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e스포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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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통해 소비자가 학습동기(게임 내 정보 습득)를 해
결하고자 하는 욕구를[6]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

한 적지 않다. 

본 연구는 e스포츠 경기 중 장기 서비스로 인해 누적
된 게임 내 정보량이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LOL을 예시로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LOL의 
중계 방식의 문제점을 소비자들의 의견을 통해 분석하
여 e스포츠 중계 내 AR/VR 도입의 필요성과 소비자

들의 선호도 및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및 목적  

2.1 선행연구 조사 

2.1.1 AR/VR 특징 

VR과 AR은 몰입의 정도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하지

만, 몰입, 존재, 참여의 세 가지의 주요 특징을 공유한

다[7, 8, 9].  

시스템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정량적 설명인 ‘몰입’은 

VR/AR 기술이 소비자가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을 제공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10, 11, 14]. 다음으
로 ‘존재감’은 소비자가 가상 현실에 있다는 느낌을 의

미하며,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하며 [12–
13], 마지막으로 행동적, 감정적, 인지적 참여로 구분
되는 ‘참여’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흥미, 집중 및 즐거

움의 증가를 의미한다[12, 13].  

AR의 경우 현실과의 조화를 통해 현실감을 더하며, 
VR은 가상현실을 실감 나게 전달해 보다 생생한 현장

감을 전달할 수 있어 공연 및 스포츠 중계에 강점이 있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2 메타버스 중계에 대한 실무자 인식 조사 

Balantyn & Nilsson(2017)는 인터넷에서의 경험은 대
기열이나 과밀에 의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거
의 없으며, 이는 곧 메타버스 환경의 가장 중요한 이점

으로도 연결된다고 이야기했다. 

e스포츠 관계자인 John(2021)은 메타버스를 통해 e스
포츠 시청자의 참여도를 크게 높이는 몰입형 하이브리

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프리스
틀리(Priestley, 2021)의 경우 메타버스 내 e스포츠는 
소비자들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과 친숙함을 만들어주

어 소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더 많이 배

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5]. 

이외에도 여러 e스포츠 산업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기회와 소비자들의 새로운 경험의 서비스 범
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관심 분야로만 인식

될 뿐, 소비자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선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또한 VR중심의 e스포츠 중계 서비스

는 장시간 사용 시 멀미 현상 유발과 기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2.2 연구 선정 게임 특징 및 중계 방식 

LOL은 AOS(Aeon Of Strife) 형식의 게임으로, 2009
년 10월 22일에 오픈해 현재까지 10년 이상 서비스
되고 있다. LOL은 수많은 캐릭터와 팀플레이를 전술

적으로 활용해 상대 팀을 제압하는 장르의 게임이다. 
주된 플레이 방식은 3 가지 공격로 탑(Top), 미드
(Mid), 바텀(Bottom) 공격로 사이에 있는 정글(jungle)

에 존재하는 강력한 중립 오브젝트를 교전을 통해 획
득 및 활용해 상대방 기지의 넥서스(심장부)를 파괴하

는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각 공격로 별로 1명씩 가는 것이 일반적이
나, 바텀 라인의 경우 초반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원거
리 딜러(ADC, Ad carry)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서포

터(supporter)가 함께 라인을 맡게 된다. 또한 중립지
역인 정글 내 오브젝트를 취하며 라인에 영향을 끼치

는 정글러(Jungler)까지 5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다. 

  

그림 2 LOL의 라인 구성[4] 

LOL은 매 시즌(1년 기준)마다 큰 업데이트와 세부적
으로 추가되는 요소가 많은 편이다. 이로 인해 초기 유

입자의 경우 지금까지 누적된 방대한 정보로 인해 원
활한 플레이가 어려운 편이며, 잦은 업데이트로 인해 
생기는 정보의 차이로 일반적인 플레이에 어려움이 있

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소비자들은 학습동기를 통
해 e스포츠 중계에서 게임 내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대회에 쓰이는 서버와 일반 유저가 쓰이는 서버의 패

치 버전이 달라 시청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

려운 상태이다. 

현재 League of Legends 대회 중계는 게임 회사 측의 

카메라맨 역할인 옵저버(Observer)를 통해 중계가 진
행되고 있는데, 옵저버의 판단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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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현 League of Legends의 중계 방식 

대표적으로 각 라인별로 소규모 교전이 일어날 경우, 
탑 라인과 바텀 라인의 경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보

니 옵저버가 하나의 교전을 크게 보여주고, 다른 곳의 
정보를 작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 

2022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경기 진행 도중 리플레이 
화면과 라이브 화면에서 동시에 대규모 교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옵저버가 게임 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중계에 지장이 생겼던 사례가 있다(그림 4). 

 

그림 4 2022 월드 챔피언십에서 발생한 정보 전달 문제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e스포츠 게임 중 누적된 정보가 많아 소비
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가 많은 LOL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피험자로는 해당 게임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거나 경기 
중계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게
임 플레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고, 경기 중계를 자주 

챙겨볼 수 있는 만 19세부터 만 29세의 소비자를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LOL의 현

재 중계 방법과 문제점을 분석해 AR/VR 중계의 필요
성을 알아보았으며, AR/VR 중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어떤 중계 방식이 소비자들의 니
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후 현재 중계
에 대한 불만도와 AR/VR 기능 활용도에 따른 e스포

츠 중계에 AR/VR 기능 도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기 위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1)현재 중계 시스템에 대해 게임을 플레이 유무에 따

라 다를 것이다. 

-H0 게임을 플레이해 본 사람일수록 현재의 옵저빙 

시스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H1 게임을 플레이해 본 사람일수록 현재의 옵저빙 

시스템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2)중계 내 정보를 AR로 추가로 보여주는 것은 사용자 

경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나이, 직업 및 e스
포츠 중계 관람 빈도로 구성했으며, 현재 e스포츠 관

람 만족도 및 현재 중계 방식의 불편함, AR/VR에 대
한 인식 정도와 AR/VR을 이용한 e스포츠 관람에 대

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 이틀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참가 인원은 총 102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0명과 52명으로 수집되었다. 

질문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2022 설문조사 질문 내용 

조사항목 조사 내용 

일반적 특

성 

성별, 연령, 게임 경험, 경기 중계 관람 

경험 

현재 경기

중계 인식 

중계 도중 게임 내 정보를 놓친 경험 

현 중계 개선 필요성 

AR/VR 인

식 

현 기성 스포츠의 AR 방식의 인식 

현 기성 스포츠의 VR 활용의 인식 

현 기성 스포츠의 AR/VR 중계 인식 

AR 활용 
중계 방식 

인식 

AR 기능을 적용한 LOL 경기 중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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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조사 이후 4명의 피험자를 선정해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를 진행해 보았다. 인터뷰 대상

은 LOL게임을 플레이한 경험은 없지만 중계를 본 경
험이 있는 사람과 게임을 플레이해 본 경험이 있으며, 

중계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각각 2명을 선정하였다. 

4. 연구 결과 

설문지를 통해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해보았는

데, 일반적 특성은 모집 인원과 연령대, LOL 플레이 

여부 및 LOL 중계 관람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표 2]. 

 

표 2 피험자 일반적 특성  

특성 결과 

모집 인원 102명(남성: 50명, 여성: 52명) 

연령대 만 19세~29세 

해당 게임 

경험자 
경험자: 69명 비경험자: 33명 

중계 관람 

경험자 
경험자: 101명 비경험자: 1명 

AR/VR 경

험 유무 
경험자: 96명 비경험자: 6명 

AR/VR 활

용 스포츠 
관람 경험

자 

경험자: 85명 비경험자: 17명 

 

4.1 설문조사 결과 및 가설 검증 결과 

설문조사 결과 LOL의 대회 중계 시청 도중 정보를 놓

쳐 불편함을 느껴본 사람이 ‘많은 편이다’ 48명, ‘매우 

많다’ 43명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5]. 

 

그림 5 LOL 중계 도중 내용을 놓친 경험 유무 조사 

다음으로 현재 중계 방식에 불만이 있어 개선해야 한
다고 하는 의견이 102명 중 62명으로상대적으로 많

아 현재의 중계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

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6].  

  

그림 6 현 중계 방식에 대한 인식 조사 

다음으로 기성 스포츠에 쓰이고 있는 AR/VR의 인식

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재 야구나 축구 등의 스포츠에
서 쓰이는 AR을 활용한 정보 전달은 ‘약간 좋다’ 34
명, ’매우 좋다’ 60명으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반대로 기성 스포츠에 활용되는 VR 서비
스의 경우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상대적으로 

AR에 비해 VR의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현 기성 스포츠에 쓰이는 AR 방식에 대한 인식 조사 

 

그림 8 현 기성 스포츠에 쓰이는 VR 방식에 대한 인식 조사 

다음으로 기성 스포츠의 AR/VR 중계가 관람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질문의 대한 결과로는 매

우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그림 9 AR/VR 중계가 스포츠 관람에 대한 의견 조사 

또한 현재 기성 스포츠에 활용되는 AR 서비스가 LOL 
경기 중계에 도입될 경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결
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답변이 68명으로 압도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0 AR 기능을 e스포츠 경기에 적용에 관한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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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설문지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의 등분산 검정을 

진행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설정한 가설에 따른 검정 결과 

Levene test t-test 

F p-

value 
t df p-

value 

95 percent 
confidence 

interval 

.266 .706 2.470 100 .015 .099 .908 

**p<0.05 

 

가설 검정 결과 t 값은 2.470, P-value는 0.015이므
로 귀무가설인 H0 ‘게임을 플레이해 본 사람일수록 현
재의 옵저빙 시스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

이다.’ 를 기각해 H1 ‘게임을 플레이해 본 사람일수록 
현재의 옵저빙 시스템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를 채택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설 2)중계 내 정보를 AR로 추가로 보여주
는 것은 사용자 경험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

다.의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11 LOL유경험자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소비자의 
AR 중계에 대한 인식 결과 

분석 결과 해당 게임의 유경험자에 비해 비경험자 소

비자의 경우 게임 내 정보를 얻기 위해 대회 중계를 더 
자주 챙겨본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유경험자에 비

해 AR서비스의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하였다. 

4.2 인터뷰 결과 

인터뷰는 설문지 결과에 따른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으며, 게임을 한 경험은 없으나 중계를 본 경험이 있

는 사람, 게임을 플레이해 본 경험과 중계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각 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인터뷰 결과 전체 그룹이 AR 기능을 통한 e스포츠 경
기 정보 전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

며,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싶다는 의
견이 공통적이었다. 또한 동시 교전 상황으로 인한 리

플레이를 소비자가 원치 않을 경우 바로 라이브 화면
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니즈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게임 중계 관람에 있어 소비자들의 독특한 경험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정성적 평가상 결과 e스포츠 중계 도중 ‘포즈(pause/

게임 플레이 도중 일시정지하는 행위로 보통 장비나 버
그가 발생할 경우 실시함)’ 시행 시 대기시간 동안 캐
스터의 입담으로 대기시간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

했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또한 게임을 플레이하
지는 않으나 중계자의 팬이 되어 경기를 챙겨보는 케
이스가 있다는 인터뷰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중계자들

을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심층 인터뷰 결과 소비자들의 게임 중계 관람 시 게임 
외적인 요인도 중요 경험 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을 발

견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게임사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전
달하는 현재 e스포츠 중계 방식에 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AR/VR 중계를 도입해 e스포츠 관람
에 주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
즈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실험에 대상인 LOL의 

경우 서비스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챔피언과 메커니즘 등이 빠르게 많이 바뀌어 소
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AR 서비스에 긍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VR 
서비스의 경우 흥미를 느끼지만 e스포츠 중계가 3판 
2선, 한 세트당 평균 30분 내외다 보니 경기를 다 보

기엔 멀미 현상으로 인해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발견

할 수 있었다. 

5.2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LOL의 사례만을 분석하였으나, 타 e
스포츠 경기 별로 소비자 성향 및 AR/VR 서비스에 대
한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게임 대회 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e스
포츠 중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중요도를 체
크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준

의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계 외적으로 
중계자,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e스포츠의 관
람 경험이 변화되므로 게임 외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

는지  조사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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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를 통해 다른 e스포츠 대회 중계를 위한 타 
게임 분석 및 사용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 및 

UX/UI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며,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의 중요도를 파악해 게임 내외적으로 소비
자들의 긍정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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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Generative AI (생성적 인공지능)의 도입은 인공지

능을 활용한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Generative AI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창

작물을 탄생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으며 

그림, 오디오,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제

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미지 생성 모델 기반의 

AI 그림에 대해 주목하였다. 최근 쉬운 사용법을 갖

춘 오픈 서비스 출시 이후 다수의 사람들이 AI 이미

지 생성 서비스를 활용한 창작활동이 가능해진 것에 

따라 각종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그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소셜 빅데이터를 통한 인식 분석의 필요성을 파악하

였고 향후 서비스화에 고려할 요소로써 해당 방향성

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언급량 추

이 분석, 긍부정 분석, 연관어 분석 및 원문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분석을 통해 확인된 인공지능 기

반의 창작활동에 부정적 거부감을 극명하게 보이고 

있는 일부 대중의 인식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사용자 관점에서 생성적 인공지능 모

델 기반의 AI서비스가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Generative AI, AI Painting, AI, Big Data, UX, AI 

Art generator 

1. 서 론 

2022 년 8 월 ‘Midjourney’라는 AI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그린 작품 ‘Théâtre D'opéra Spatial’(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을 수상하며 예술계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1]. 이에 보도자료 또한 마치 AI 가 인간 

작가를 이긴 것과 같이 자극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였

다. ‘An A.I.-Generated Picture Won an Art Prize. 

Artists Aren’t Happy [2].’ 실제 뉴욕 타임즈의 보

도자료 타이틀로, AI와 사람과의 대립구도가 벌어진 

것 같은 관점 안에서 과연 사회는 이를 어떻게 바라

보고 해석하는지 대중 인식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파장에 따른 각종 논쟁이 시시

각각 등장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활동이 아직 

사회에 자리 잡지 않은 현 상황에서 AI 그림을 둘러

싸고 긍정 및 부정의 사회적 인식이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어떠한 인식이 대표적인지, 해당 인식의 구

체적인 원인 파악 및 분석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국

내외 기업의 생성적 인공지능 모델 도입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오픈된 서비스 ‘Dall-e’, 

‘Midjourney’, ‘Novel AI’, ‘B^DISCOVER’ 등을 해

당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AI 그

림을 둘러싼 긍부정 시각부터 주된 인식을 분석하고 

해당 인식의 근본적 이유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생성적 인공지능이 특히나 인간의 고유

한 특성으로 여겼던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저작권 이슈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성

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 및 인공지능 서비스 발전에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  

 
그림 1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된 그림 ‘Théâtre D'opéra 

Spatial’ 

2. 연구 방법 및 범위 

2.1 연구 방법 및 범위 설정 

본 연구는 AI 그림에 대한 국내 인식 분석을 위해 소

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Daum 의 Sometrend 를 활용하여 언급량 추이 분석, 

긍부정어 분석 및 연관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

구의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

이터 분석을 위해 설정한 분석 키워드는 ‘AI’로 선정

하였으며 ‘그림’ 단어가 포함되도록 설정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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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의어로는 ‘AI 그림’ 및 ‘인공지능 그림’을 선정

하였다. 2014년도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AI 조류 

독감으로 인한 잘못된 데이터 수집이 확인되어 추가

적으로 키워드 ‘조류독감’, ‘닭’, ‘오리’, ‘질병’, ‘조류 

인플루엔자’를 제외하였다. 둘째, 2014년 GAN 계

열의 인공지능이 등장한 것을 AI 그림의 시초로 보

고 2014년을 기준으로 2022 년까지 약 9년간의 언

급량을 중점적으로 1 차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

다(2014.01.01-2022.10.31). 셋째, Midjourney 및 

Dall-e2와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이 출시되었던 시

기와 맞물려 2022 년 전년도 대비 약 7 배가량 급상

승한 언급량 추이에 2022 년도를 주목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다양한 AI 생성기들의 

출시 시점을 고려하여 2022.05.01-2022.10.31 6

개월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새

롭게 출시되었던 AI 생성 서비스를 통해 AI 그림에 

대한 언급량이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한 후 해당 기

간에 대하여 언급량 분석, 긍부정 분석, 연관어 분석

을 통해 2차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2차 빅

데이터 분석 기간인 2022.05.01-2022.10.31 기간 

동안 수집된 언급 중 트위터 채널에서 발생한 건수

가 압도적이었으며, 이는 전체 언급량의 약 

96%(188,143 건)를 차지한다. 이에 AI 그림에 대한 

실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트위터 채널에 한하여 

중점적으로 원문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Generative AI 를 둘러싼 시사점을 언급하여 종합적

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표 1. 빅데이터 분석 내용 

구분 내용 

분석방법 언급량 추이, 긍부정, 연관어 분석  

검색 

키워드 

AI 

포함어 그림 

동의어 AI 그림, 인공지능그림 

제외어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닭, 

오리, 질병 

채널 트위터, 블로그, 뉴스,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기간 2014.01.01-2022.10.31 

(1 차분석: 약 9년) 

2022.05.01-2022.10.31 

(2차분석: 6 개월) 

 

3. 생성적	창의	활동에 대한 문헌고찰 

3.1 AI와 창의성 

AI와	창의성은 생성적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가 지

금처럼 활발히 출시되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인지과학자 Margaret Boden 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는 개념에서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진정 AI 가 창의적이냐고 묻는다면 이

것은 과학적 질문이 아닌 철학적 질문이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저술했다[3]. 최근 딥러닝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이를 기반한 인공지능의 창작물 생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공지능의 예술적 행위에 대한 가

능성과 한계가 연구되고 있다. 한 연구는 프로그램

을 통한 예술창작에 관하여 ‘프로그램 미술’의 본질

이 설계에 있다면 알고리즘에 의하여 사전 결정된 

것을 실행에 옮기는 행위에서의 예술적 가치가 무엇

인지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해 볼 필요에 대하여 언

급하였다[4]. 또 다른 연구는 인공지능의 창작 행위

를 ‘자각 없는 수행’으로 일컬으며 과정에 대한 어떠

한 자각 없이 설계된 알고리즘을 수행할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각 없는 수행’이 문

학의 기능에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분석하였다[5]. 

이처럼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의 활동을 

둘러싸고 창의성을 중점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창의 활동이 가능한 인공지

능을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는지 이

를 활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더욱 필요함

을 파악하였다.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인공지

능의 창의성을 둘러싼 관점이 언급되었듯이, 인공지

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정말 창의적이든 혹은 모방

을 가장한 시뮬레이션 개념에서 수행되었든 소위 대

체 불가할 것이라 판단하였던 행위, 예로 그림을 그

리고 음악을 만들고 소설을 쓴다든가의 창작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과

는 다소 각기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긍

정적 부정적 시각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주제로,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해석해 

볼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4. 빅데이터 분석 내용 

4.1 2014.01.01-2022.10.31 (약 9년간) 언급량 

분석 

AI 그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소셜 빅데이터를 통한 인식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우선적으로 2014 년부터 

2022 년까지의 연도별 언급량 추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시기를 고려하여 2022 년의 경우 

10 월 31 일까지 10 개월의 분석 기간으로 

12 개월로 진행한 타 연도보다 부족한 기간이나 

2022 년 시기에 압도적으로 언급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2022 년의 언급량은 전년도 

대비 약 7 배가량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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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언급량 추이  

연도 건수 

2014 1,725 

2015 2,551 

2016 4,511 

2017 6,065 

2018 38,393 

2019 23,042 

2020 12,825 

2021 28,457 

2022 204,431 

합계 322,000 

4.2 2022.05.01-2022.10.31 언급량 분석 

2022 년 언급량이 크게 급상승한 원인을 새롭게 

출시된 AI 생성 서비스로 예상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어떠한 인식 반응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에 

2022 년 하반기에 등장하였고 현재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AI 생성 서비스 Midjourney(7 월), 

Stable Diffusion(8 월), DALL-E 2(9월)가 출시된 

시기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2022 년 6 개월로 

선정하여 2022.05.01 - 2022.10.31 총 6 개월 

기간에 대한 2 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시기는 

언급량 분석뿐만 아닌 보다 세부적인 인식 분석을 

하기 위하여 언급량 분석, 긍부정 분석, 연관어 및 

원문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우선적으로 트위터, 

블로그, 뉴스, 인스타그램, 커뮤니티의 다섯 가지 

채널에서 발생한 언급량 합계는 199,127 건으로 

이중 트위터 채널에서 발생한 언급량은 전체 합계의 

약 9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표 3). 

표 3. 채널별 건수 

채널 건수 

트위터 188,143 

블로그 6,385 

뉴스 1,008 

인스타그램 565 

커뮤니티 3,026 

합계 199,127 

 

첫째로 언급량 추이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22.05.01 - 2022.10.31 총 6 개월 중 가장 

급격한 변화가 발견된 것은 10 월이다. 10 월 한 

달간 언급량은 158,822건으로 분석 기간 6 개월에 

해당하는 언급량과 비교하였을 때의 약 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림 2 월별 언급량 추이 

급상승 구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일별 업

급량 추이로 분석하였을 때 10 월 4일 총 21,353 건

의 언급량이 발생하며 전날 967 건 대비 가장 크게 

급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언급량 상승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성적으로 보도자료 추가 분석

을 진행하였다. 기간은 2022.09.26-2022.10.04 총 

1주로 선정하여 AI 창작물에 대한 보도자료를 파악

하였다. 보도자료 분석을 진행한 결과 다양한 이슈

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언급

량에 주요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 

표 4. 보도자료 분석 내용 

구분 내용 

아트페어 

수상 

인공지능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이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전 

내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로 수상함. 

게티 

이미지 

이미지 공유 사이트 ‘게티이미지’가 인

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를 

전면 금지하였음. 

저작권 

인증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을 인정받았음. 

특허출원 

무효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자

신이 개발한 '다부스'라는 이름의 AI, 

즉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올려 특허를 

진행하였으나 AI 에게서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출원이 

무효 처리되었음.  

 

4.3 2022.05.01-2022.10.31 긍부정 분석 

언급량이 급상승한 시기의 대중 인식에 대하여 긍부

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긍정 40.4%, 부정 57.1%, 중

립 2.4%로 총 6 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긍부정 비율

은 부정이 긍정보다 16.7%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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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긍부정 워드클라우드로 대표 긍부정어를 확인

하였고 부정의 경우 ‘사태 벌어지다 (4,392건)’, ‘의

심되다 (3,739 건)’, ‘불법 (3,125 건)’ 등의 키워드가 

발견되었으며 긍정의 경우 ‘진화하다 (2,927 건)’, 

‘무료 (2,876 건)’, ‘이쁘다 (2,836 건)’ 등의 키워드

가 확인되었다. 이에 긍부정 각각 가장 많이 언급된 

대표 키워드 1 개에 한하여 원문 분석을 진행하였다. 

긍정 대표 키워드는 ‘진화하다’로 다양한 채널에서 

언급되었고, AI 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언

급한 것이 다수였다. 부정 대표 키워드는 ‘사태 벌어

지다’로 저작권을 우려하는 한 트윗에서 리트윗되어 

높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긍부정어 워드클라우드 

추가적으로 언급량이 급격히 상승한 10 월과 해당 

월의 직전인 9월을 월별 연관어 및 긍부정 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9-10 월의 시기는 언급량 급

상승뿐만 아니라 가장 급격한 긍부정 추이 변화가 

파악되는데, 이는 9월 긍정 86%, 부정 13%에서 10

월 긍정 33%, 부정 65%로 부정의 경우 5 배 높아졌

다. 결과적으로 해당 시기에 AI 그림에 대한 부정적 

의견 피력과 함께 언급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

된다.  

4.4 2022.05.01-2022.10.31 연관어 분석 

더 나아가 급격한 언급량 상승세를 보인 9-10 월 시

기에 구체적으로 등장한 상세 인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상위 10 위에 해당하는 단어들에 대

하여 월별 연관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장 많이 언

급된 9월, 10 월의 연관어로는 ‘그림’을 제외하고는 

각기 다른 단어가 확인되었다, (표 5).  

표 5. 9 월, 10 월 연관어 상위 10 위 

순위 9월 건수 10 월 건수 

1 그림 22,655 그림 134,711 

2 이미지 7,660 커미션 23,244 

3 프로그램 5,358 노블 15,040 

4 모델 5,176 학습 14,768 

5 깊이 5,083 AI 11,609 

6 사진 5,004 작가 9,327 

7 달 3,536 웹툰 7,890 

8 술 3,497 일러스트 7,748 

9 학습 2,558 선화 7,549 

10 서비스 2,277 저작권 6,801 

 

9월 대비 10 월에 새롭게 등장한 연관어로 ‘커미션’, 

‘작가’, ‘일러스트’, ‘저작권’ 등의 비슷한 맥락을 가

진 연관어들이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원문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는 언급

량의 가장 높은 비율인 약 96%를 차지하는 트위터 

채널에 한하여 원문 분석을 진행하였다. 원문 분석 

결과 트위터 내 AI 그림 도입과 관련하여 일러스트

레이터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의견, AI 그림임을 속이

고 커미션을 받는 행위에 대한 비판 및 AI 그림의 저

작권과 관련하여 각종 다양한 부정적 의견이 발견되

었다. 실제 사용자들은 “AI 그림은 명백히 저작권 침

해다”, “AI 그림을 자기 그림으로 속이고 판매한 타 

사용자를 공론화한다”, “몇 년 동안 노력하여 터득

한 원래 그림의 주인은 얼마나 허탈할지 눈에 선하

다”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활동에 위와 같은 부

정적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5.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언급량 분석의 결과로 전체 언급량의 약 96%에 해

당하는 비율의 언급이 트위터 채널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언급량 최대 급상승 구간은 2022 년 10

월 첫째 주, 정확하게는 10 월 4일 급상승한 것을 파

악하였다. 급상승 정도는 다소 극단적으로 2022 년 

10 월 3일 언급량 967 건에서 2022 년 10 월 4일 

하루 사이 21,353 건으로 급증하였다. 

긍부정 분석의 경우 전체 기간의 긍부정 비율이 부

정이 긍정보다 16.7%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특히 언급량이 급상승한 10 월 부정 비율이 앞선 

9월 대비 5 배 증가하였음을 유의미하게 보았다. 언

급량의 대다수를 차지한 트위터의 경우 대표적으로 

노출된 원문 분석 시 대게 AI 그림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의 트윗이 강했으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커미

션’을 둘러싸고 각종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한 예로는 AI 그림임을 속이고 커미

션을 받은 사용자를 강하게 비난하는 트윗이 빠르게 

리트윗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트위터의 경우 커미션과 같은 돈을 받고 그림을 그

려주는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

임을 고려하였을 때 언급량 또한 연계하여 판단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뒷받침 근거는 연관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관어에 직접적으로 ‘커미션’ ‘작

가’ ‘일러스트’ ‘저작권’과 같은 연관어가 10 월 새롭

게 등장한 것으로 보아 언급량 급상승 시기에 AI 그

림과 작가 간의 일종의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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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I 생성 서비스에 의해 생성된 그림과 실제 화가의 그림 화풍 비교 

쟁이 펼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원문 분석 

진행 시 “유사 그림쟁이들은 다 망할 것”과 같은 극

단적인 의견이 표출된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

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기반의 AI 그림이 상용화

된다면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 특히나 커미션을 통

해 창작물을 제공받던 구매자 및 이를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작가에게 큰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되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6. AI ART GENERATOR 에 대한 시사점 

앞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듯이 생성

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며 더 

나아가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

되었다. 산업혁명 후 AI 가 삶에 가져온 변화는 그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AI 창작물을 둘러싸고 이

토록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Generative AI 가 도출해낸 결과물이 ‘창의적 분야’

이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인간이 AI 발전에도 대

체되지 않으리라 판단했던 것이 인간이 가진 고유한 

창의성이다. 실제 2016년도 고용노동원 자료에 따

르면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으로 ‘화가 및 조

각가’가 1위로 꼽혔으며, 이어 ‘사진작가 및 사진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가 이어서 2,3 순위로 선정되

었다 [6]. 해당 자료는 2020 년을 예측한 자료였으

나 불과 2 년 후인 2022 년 현재 Generative AI 로 

인한 예술 직종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인식이 대중

적으로 떠오른 것이 인상적이다. 저위험군이었던 창

의 직업이 생성 모델을 통해 새롭게 위협감을 느끼

고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AI 창작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

양한 논쟁들 사이 대중 인식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

는 AI 그림을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이 

결과 인공지능의 창작물 생성을 직업적 위협과 연관 

지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

의 활동이 가능한 AI 에서 오는 위협뿐만 아니라, AI 

학습 특성상 인간의 창작물에서부터 학습되고 또 이

와 유사한 화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

권 이슈와 관련되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각종 AI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반면 빅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대중 인식이 

이를 하나의 기술 발전으로써 온전히 바라보기 어려

운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생성 모델을 창의 활동

에 도움을 주는 도구 (Tool)로써 바라보는 시각보다, 

예술을 행하는 하나의 주체로써 바라보는 시각이 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수용의 과정에서 생기

는 단순한 문제일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 연구에서 AI 가 어떻게 묘사되고 설명

되는지에 따라 사람이 AI 를 인식하는 것에 있어 유

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7]. 선

행 연구 표현에 따르면 AI 를 언급하며 서로 다른 톤

과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할 때 사람이 인식하는 AI

의 의인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 

AI 를 주체적인 언어를 통하여 설명한다면 AI 가 의

인화되어 이를 하나의 기술적 도구로써 바라보기 보

다 창의적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로써 바

라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AI 를 주체적으

로 표현하는 시도는 AI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일종의 책임 회피를 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

다 [8]. 

AI 생성기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작

가의 창작물과 연관하여 데이터 보호의 문제로도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9]. MIT Technology 

Review에서 발행한 기사에 따르면 AI 생성기 프롬

프트에 모방하고 싶은 실제 아티스트 이름을 넣고 

그림을 생성할 경우 매우 유사한 화풍의 그림을 생

성할 수 있다고 한다 [10]. 이와 같이 프롬프트에 아

티스트의 이름을 넣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화풍의 결

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작가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의식을 낮출 

위험이 있다.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중 하나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에서 출시한 이미지 검색 엔진 렉시카

(Lexica)를 활용하였다. 렉시카에 유명 화가 반 고흐 

(Van Gogh)의 이름을 검색하자 1,960건의 AI 생성

기를 통해 생성된 그림이 검색되었다. 렉시카에서 

검색된 그림과 실제 반 고흐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화풍의 유사함이 비교적 한눈에 보인다 (그림 4). AI 

생성기를 통해 몇 가지의 단어 조합 그리고 아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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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이름을 넣어 유사한 화풍을 생성하는 것은 현

재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

다. AI 그림임을 밝히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실제 작

가의 창작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AI 그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향

후 AI 생성기의 원활한 서비스 안착을 위하여 고려

할 요소로써 해당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AI 그림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방

향성이 확인되었다. 첫째, AI 를 통한 창작물 생성이 

가능해지고 인간의 대체 가능성이 새롭게 대두됨에 

따라 직업적 위협을 느끼는 인식의 존재. 둘째, AI 

학습 방식에 따라 인간 작가의 그림을 학습하며 유

사 화풍을 생성함에 따라 작가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저작권 의식이 현저히 낮아질 위험의 존재. 

두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으로

부터 위협 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AI 생성기를 묘사할 

때 이를 의인화할 경우 행위의 주체로 인식하여 하

나의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기보단 색다른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였고, 보다 사

용자 관점에서의 위협 인식을 저감할 수 있는 측면

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결

과적으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인식된 직업적 위

협 및 창작물에 대한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AI 생성

기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및 사용자 가이드라인 연

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후속 연구

로써 AI 생성기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실제 요인은 

무엇인지 또 사용자의 불안 요인을 감소시키는 방면

에서의 서비스화 요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추가적인 정성적 정량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때 사용자는 AI 를 통해 그림을 생성하는 사람,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관점에 맞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7. 결론 

본 연구 결과 아직까지 AI 생성 서비스 도입에 비하

여 대중 인식 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래 

창작자에게 영감을 주고 더 효율적으로 창작물을 제

작할 수 있게끔 돕는다는 생성 서비스의 목적처럼 

활용되기 위해선 보다 사용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 역시 ‘프로그램 미술’은 인

간이 그 구조를 규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인간을 배제하는 창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참

여를 재촉한다고 언급하였다[11]. 이처럼 생성적 인

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함에 따라 인공지능

을 활용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실제 시중에 등

장한 서비스의 목적 또한 현업 작가, 창작가가 생계

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제공해 더욱 좋은 

창작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기 위함이 

크다. 그러나 본 연구 속 빅데이터를 통한 인식 분석 

결과 현재 언급량 상승에 따른 AI 그림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AI 를 연

구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설명

하고 대중에게 인식시킬지에 대한 중요 과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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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효과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는 대화형 에이전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형체를 가지고 있는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트의 경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참여도와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정 헬스케어 

맥락에서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앱)를 사용해야 

하는 관리의 영역인 스트레스 관리를 헬스케어 맥락으로 

선택한다. 해당 맥락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의 역할 

(의료진/비의료진)과 사회적 지지 (정보적 /정서적 

지지)에 따라 전문성, 신뢰도, 친밀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할과 사회적 

지지를 다르게 설정한 4 개의 에이전트를 디자인 하여 

집단 간 설계 방식으로 163 명의 참여자를 네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의료진 역할의 

에이전트는 비의료진 역할의 에이전트에 비해 전문성, 

신뢰도, 친밀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에 대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본 연구에서 관리 영역의 대화형 

에이전트의 역할이 전문성, 신뢰도, 친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밝혀냈다. 

주제어 

Embodied Conversational Agent, Digital Healthcare, 

Stress Management 

1. 서 론 

헬스케어 분야가 급증하면서 질병의 진단, 치료, 

사후관리 영역에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1] 특히, 병원에 방문하기 어렵거나, 주기적인 

자가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후관리 

영역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늘고 있다. [1] 하지만 

현재 앱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앱 설치 

후 활성 사용자의 비율(retention rate)이 낮다는 것이다. 

[2] 의료진과의 대면 상호작용의 부재, 동기 저하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초기에 앱을 설치한 이후 재 접속하는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자의 참여와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체화된 대화형 

에이전트(embodied conversational agent; 이하 

ECA)를 적용 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ECA 는 컴퓨터 

기반의 대화 시스템에 가상의 형체가 부여된 것을 

의미한다. [4] ECA 는 소셜 로봇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자 니즈에 맞출 수 있으며,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금융, 교육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4] 특히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챗봇이나 텍스트 기반의 

솔루션과는 다르게 형체를 통해 멀티모달한 대화 

단서(발화, 텍스트, 표정, 제스쳐)로 사용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이러한 특징으로 ECA 는 

사용자와 의사 소통을 하면서,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한다. [5] ECA 의 핵심은 형체 (embodiment)와 

상호작용 (interaction) 이지만, 아직까지 ECA와 사용자 

간의 신뢰도와 상호신뢰관계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6]  

헬스케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가 사용자의 건강 

결과에 영향을 줌으로, 관계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7] 기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사관계(doctor-

patient relationship)가 환자의 치료 참여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5]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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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과 전문성, 

[7] 그리고 친밀도 [8]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헬스케어 ECA 의 어떤 디자인과 인터랙션 방식이 

사용자의 신뢰도, 전문성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ECA 의 역할과 사회적지지에 따라 

신뢰도, 전문성,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스트레스 

사후 관리를 도메인으로 선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헬스케어 ECA와 선행연구 

기존의 ECA 연구는 주로 에이전트의 디자인 요소와 

관계의 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4] Loveys 등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디자인 요소는 ECA 의 외형, 

성격, 언어, 표현, 행동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요소가 

관계의 질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친밀도, 지각된 

신뢰도, 따뜻함(sense of warmth)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4]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 따라 

사용자의 건강 결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의 질은 중요한 요소이다. Parmar 등의 연구에 

의하면, 가상 상담가의 복장과 가상 환경에 따라 전문성, 

신뢰도, 설득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으며, 

전문적인 복장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9] 또한, ter 

Stal 등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ECA 의 성별, 

나이, 역할에 따라 첫인상을 평가했다. [3] 하지만 두 

연구 모두 특정 헬스케어 도메인을 설정하지 않은 

연구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헬스케어 맥락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2. 헬스케어 ECA와의 인터랙션 

헬스케어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치료 순응도 및 참여도가 높아진다. [5] 

헬스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 요소는 신뢰감이다. 

[10] 헬스케어 제공자가 건강 관련 조언을 제공할 때,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록 수요자가 조언을 

따를 의향이 높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실제 

의료진의 대면 개입이 부재하므로 건강 관리를 돕는 

ECA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사용자가 

ECA 의 어떤 인터랙션 요소를 보고 신뢰감을 

쌓을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학에서 조사한 메시지 

전달자 차이에 따른 메시지 수용 차이 연구를 

참고하였다. 주보아와 백진주의 연구에 의하면, 메시지 

설득을 위해서는 전달자의 전문성(expertise)과 신뢰도 

(trustworthi-ness)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정보원 공신력(source credibility)이 중요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1] 메시지 수신자는 제공자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판단하여 메시지를 받아드릴지를 정한다.  

헬스케어 ECA 와의 인터랙션에서 신뢰감 뿐만 아니라 

친밀도 또한 중요하다. [12]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친밀도 형성을 통해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을 하는 

경향이 있다. [13] 자기 노출은 자신의 정보, 생각, 또는 

감정 등을 밝히는 행위로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에도 자기 

노출을 할 수 있다. [14] Moon과 Nass의 연구에 따르면 

텍스트 기반의 컴퓨터가 자기 노출을 먼저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기 노출을 유도할 수 있으며 친밀도를 

형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8] 이에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사용자의 솔직한 정보나 

감정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ECA 와의 친밀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구 설계 

3.1. 처치물 설계 

헬스케어는 진단, 치료, 관리의 영역으로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헬스케어 분야에 따라 최적의 

디자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의 독립 

변수인 역할과 사회적 지지에 따라 총 4 개의 스트레스 

관리 ECA를 설계하였다. 두 변수 모두 선행연구에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냄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하여 

스트레스 관리 영역에서 전문성, 신뢰도,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역할: 스트레스 관리는 상담 및 정신 건강과 관련한 

분야로 ECA 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대화형 에이전트 설계 시 사용자와 비슷한 (외모, 

능력 등) 요소를 보일 시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10], 가상 코치/상담가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에이전트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상반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9] 이에 본 연구에서는 ECA 를 

전문가(의료진)와 비전문가(일반인) 로 나누어 외적 

요소를 디자인하고 소개 부분을 제작하였다. 전문가는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을 치유한 경험이 많은 전문 

상담가로 설정하였으며, 비전문가는 지인을 상담해준 

경험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일반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사회적 지지: 사용자와 인터랙션이 가능한 것이 ECA의 

특징으로, 헬스케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헬스케어 제공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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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port)를 쌓는 것이 핵심으로, 사회적 지지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먼저 정보적 

지지는 필요한 정보, 지식, 조언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정서적 지지는 공감, 걱정, 배려 등의 표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5] 이에 ECA 가 제공하는 스트레스 

관리 정보의 정보적 지지는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헬스케어 앱을 소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정서적 

지지는 사용자가 처한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공감과 

감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그림 2) 

 

 
그림 1. 역할에 따른 소개 (상단: 전문가. 하단: 비전문가) 

 

 

그림 2. 사회적 지지에 따른 소개 (상단: 정보적 지지. 하단: 

정서적 지지) 

3.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그림 3 과 같이 설계 하였다. 

H1: 에이전트의 정서적 지지는 정보적 지지보다 

사람들의 (a) 전문성, (b) 신뢰도, (c) 친밀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H2: 에이전트의 역할이 전문가인 경우, 일반인 역할인 

경우보다 사람들의 (a) 전문성, (b) 신뢰도, (c) 친밀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H3: 에이전트의 정서적 지지는 역할이 전문가일 때 

사람들의 (a) 전문성, (b) 신뢰도, (c) 친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림 3. 연구모형 

3.3. 실험 진행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설문을 진행하고 스트레스 측정 설문을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4 가지 중 하나의)ECA 를 접하게 된다. 이때 모든 

참여자는 동일하게 높은 스트레스 지수 결과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참여자가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조작되었다. 그 후 ECA 를 평가하는 설문을 

진행하였다. 스트레스 측정 결과가 조작된 것은 모든 

실험이 끝나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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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설문 문항 

헬스케어 에이전트의 역할과 사회적지지가 신뢰도, 

전문성,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을 기반으로 측정 항목을 

만들었다. [11,13,16]  

전문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헬스케어 ECA 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으로 정의된다. 전문성을 측정하기 위해 

Ohanian[16]과 주보아와 백진주[11]의 정보원 

공신력의 신뢰도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3 개 항목을 5 점 

척도로 측정했다. 

신뢰도: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헬스케어 ECA 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으로 정의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Ohanian[16]과 주보아와 백진주[11]의 정보원 

공신력의 신뢰도 문항을 참고하여 3 개 항목을 5 점 

척도로 측정했다. 

친밀도: 헬스케어 ECA 와의 친밀함과 유사성을 

기반으로 서로 얼마나 연결 되어있는지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친밀도는 Li[13]의 친밀도 측정 척도를 

참고하여 3 개 항목을 5 점 척도로 측정했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의 변수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구글 

설문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사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2022 년 5 월 3 째주 1 주 동안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는 

랜덤으로 4 군에 배정되었다. 수거된 163 건의 설문 내용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표본 구성은 남자 

79명(42.9%), 여자 93명(5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연령대는 20 대가 75 명(4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 대가 71 명(43.6%)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SS version 26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에이전트에 대한 전문성, 신뢰도, 친밀도에 대한 역할과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main effect)와 역할과 사회적 

지지 간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각각에 대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그 결과 전문성에 대해 역할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왔으며(F=18.555, p<.001),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역할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신뢰도에 대해서 

역할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왔으며(F=20.569, 

p<.001), 친밀도에 대해 역할의 주효과 또한 유의하게 

나왔다(F=9.270, p<.01). 하지만 전문성과 동일하게 

신뢰도와 친밀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와 역할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전문성 

변수 제곱합 자유

도 
평균 

제곱 
F P 

역할 21.899 1 21.899 18.555 .000*** 

사회적 

지지 

0.404 1 0.404 0.342 0.559 

역할* 

사회적 

지지 

6.742 1 6.742 5.712 0.018 

오차 187.654 159 1.180 

* p<.05, **p<.01, ***p<.001

신뢰도 

변수 제곱합 자유

도 
평균 

제곱 
F P 

역할 18.220 1 18.220 20.569 .000*** 

사회적 

지지 
0.14 1 0.14 0.14 0.901 

역할* 

사회적 

지지 

2.231 1 2.231 2.518 0.115 

오차 140.838 159 0.886 

* p<.05, **p<.01, ***p<.001

친밀도 

변수 제곱합 
자유

도 
평균 

제곱 
F P 

역할 10.344 1 10.344 9.270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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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2.245 1 2.245 2.012 0.158 

역할* 

사회적 

지지 

1.017 1 1.017 0.912 0.341 

오차 177.427 159 1.116 

* p<.05, **p<.01, ***p<.001

표 1. 연구 결과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ECA 의 역할(전문가, 비전문가)과 

사회적지지(정보적, 정서적)에 따라 사용자들의 인식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해보았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번째, 우리의 두 번째 가설(H2)은 지지를 받았다. 

역할이 전문가일 경우 전문성(H2a), 신뢰도(H2b), 

친밀도(H2c)가 높았다. 이는 이전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Rehman[17]과 Gherardi[18]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 했다. 환자들은 전문적인 옷을 입은 

의사들에게 더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연령대, 

성별에 따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ECA 와 사용자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뤄진 후 설문이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타겟군 설정 

및 설문 전의 사용자가 ECA 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후 설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우리의 첫 번째 가설(H1)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사회적 지지(정보, 정서)는 환자의 전문성(H1a), 

신뢰도(H1b), 친밀도(H1c)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적 지지는 대화형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의 친밀도를 향상시키지만[19],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다수의 감정적 인터랙션은 에이전트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 [20]  

세번째, 우리의 세 번째 가설(H3)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역할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와 환자의 

전문성(H3a), 신뢰도(H3b), 친밀도(H3c)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ECA 디자인 요소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되는 경우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 또한 스트레스 관리 분야 

이외 다른 헬스케어 분야에도 ECA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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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헬스케어 모바일 앱의 활용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향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비교적 저조한 사용률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앱 내부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한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들을 사용자 인지 

경험 요소 바탕으로 과업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실험 참가자가 과업을 직접 

수행하게 하여 도출한 불편한 점들을 모아 앱 

개선에 반영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험 참가자들의 

정성적 평가를 통해 디자인 개선안을 검증하였다. 

주제어 

디지털 헬스케어, 사용자 경험, 사용성 테스트, 앱 

개선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개인별 특성에 맞춰 의료적 상황을 예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오면서 활용 기술을 보유한 유통사, 통신사, 제약사, 

IT 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달리 사용률이 저조한 여러 업체에서 

제품 사용률을 올리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다. 디지털 치료기기 성공사례로 꼽히는 미국 

디지털 치료기기 업체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의 2022 년 실적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 이행률이  56%다[1]. 사용 

이행률 정의는 앱을 다운로드해 컨텐츠에 접근한 

환자 비율인데 앱을 설치한 후 실행한 환자가 

56%라는 것이다. 임상시험과 달리 통제 밖에서 

사용될 실제 디지털 치료기기 지표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앱 내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사용성을 높이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용성을 높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석을 통해 주요 과업을 선정하여 

인지 모델 사용자 경험 요소를 도출하고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인지 요소가 올바르게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바탕으로 디자인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프로세스 

문헌 연구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확한 정의와 유형 그리고 현재 

흐름을 살폈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대표하는 

서비스와 주요 과업을 선정하고 이를 사용자 경험 

인지 요소 바탕으로 분석 및 비교하였다. 또한 더 

풍부한 데이터를 위해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앱 개선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디자인이 올바르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빅데이터, AI 등의 ICT 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환자 맞춤 의료 서비스와 환자, 

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산업통상자원부(2019).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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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는  4가지 유형으로 원격의료, 모바일헬스, 

보건의료분석 그리고 디지털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포함된다[2]. 개인의 건강 

정보의 수집, 측정, 분석, 통합되는 프로세스의 

흐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표 1. 디지털 헬스케어 유형, 정의 및 사례  

유형 정의 사례 

원격의료 환자와 의사 간 

임상적 데이터를 

원격으로 교환하고, 

ICT 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거나 보조함 

닥터나우 

 

모바일헬스 건강 그리고 또는 

웰빙에 관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웨어러블 

기기와 연결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일컬음 

웰트 

 

보건의료 

분석학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역량 

IBM 왓슨 

 

디지털화된 

보건의료 

시스템 

디지털 건강 저장 및 

디지털화된 환자 

의료 기록 교환 

비 링크 

 

 

이 중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의 확산으로 2020. 2. 

24 일부터 전화진료와 진단 후 처방을 받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간단한 의료 처방에 한정되지만 원격진료가 

본격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나 혹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바쁜 

현대인들, 코로나로 인하여 물리적 외부 접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전문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정보를 받거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의료 제공자들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환자의 치료와 관리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어 비용적인 면에 장점이 있다[3]. 최근 

흐름에서는 앞 4 가지 범주를 모두 포함시키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다. 즉, 

‘슈퍼앱(Super App)’을 지향하는 곳이 많아졌다는 

것이다[4].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이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징, 예약, 쇼핑, 금융, 차량 

호출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슈퍼앱은 이미 e-commerce, 금융 등의 분야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한 번에 많은 기능을 

이용하게 되는 사용자로 하여금 더 나은 편리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고객 체류 시간 확보를 통해 

강력한 이용자 락인 효과를 발휘하며[4]  서론에서 

언급했던 저조한 사용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를 다소 

감소시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2. 헬스케어 슈퍼앱의 강점 

이에 따라 간단히 의사에게 질문을 앱에 올리면서 

무료 상담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결과를 확인을 돕고 이에 맞는 음식이나 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2.2  사용자 경험 인지 요소  

헬스케어 서비스과의 상호작용은 건강 관리라는 

목적을 둔 행위이다. 이는 노먼이 제시한 7 단계 

인간행위 모형 바탕으로 행위 단계별로 고찰이 

가능하다. 즉, 디자이너가 각 단계마다 제품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5]. 이 

모형은 시스템과 사람 간에 발생하는 일련의 작용과 

반작용의 절차인 상호작용의 4 가지 단계인 표명, 

변환, 표현, 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6]. 본 

연구는 진료 받기를 목표를 둔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서비스 내에서 진료 받기를 

위해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며, 진료를 예약 

그리고 추천 받는 것은 이 행위 단계에 포함된다. 

 

그림 3. 인간 행동 7 단계와 상호작용 4 가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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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모든 행동은 한 번에 일어날 수 없고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모든 과업들의 순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사용성은 달라질 것이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사용자의 행동 단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순서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 제품의 사용성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인 주체이자 대상인 

헬스케어의 인터페이스는 정보가 담긴 

디스플레이다. 청각, 시각 모달리티와 공간적 또는 

언어적 부호와 조합되어 4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를 

부호화할 때 사용되는 작업 기억에서는 공간적 또는 

언어적 2 가지의 형식으로만 입력되고 있다. 즉, 

시스템은  표현단계에서는 4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지만 평가단계에서는 2 가지 포맷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작업기억 부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억 부호에 대한 포맷의 

할당이 임의적이면 안된다[7]. 예를 들어 공간적 

정보인 지도의 경우에는 시각적 공간적 포맷이 더 

좋고, 언어적 작업기억을 요구하는 리스트는 언어적 

형식으로 더 쉽게 다루어질 수 있다. 적절한 포맷의 

할당은 표현 단계를 명확하게 한다.  

 

그림 4. 상호작용 시 이용되는 포맷과 모달리티 

3. 선정 대상 분석 

보편적으로 다양한 진료 과목 케어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4 가지(굿닥, 닥터나우, 똑닥, 

올라케어)를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공통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받기를 주요 과업을 선정하였다.  

3.1. 대면진료 받기 과업 분석 

굿닥과 똑닥은 공통적으로 대면 진료를 받기 위한 

사용자의 목표 아래에 병원을 찾는 것을 구체적인 

첫번째 행동 단계로 설정하여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똑닥에서는 홈 화면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검색창을 통해서 질병, 진료 과목, 병원을 

직접 검색할 수 있게 한다. 검색 결과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지도 아이콘을 통해 지도로도 병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지만 병원의 상세 정보 위주로 

병원 이름, 진료 시간, 진료 과목, 거리, 주소 등을 

각 병원마다 언어적 정보인 리스트를 위주로 

보여주고 있었다. 굿닥에서는 지도를 먼저 보여주어 

자신 위치에 따른 병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하단에는 병원 진료과목 아이콘을 선택하게 하여 

해당 병원의 위치만을 보여주었다. 지도 위주의 

결과 화면에서 리스트업을 나타내는 아이콘 버튼을 

두어 병원 이름, 진료 시간, 거리, 주소 정보를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로 

예약하기로 진입이 가능하여 빠른 예약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용자가 더 구체적인 정보인 전화번호, 

리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마련하고 

있었다. 대면진료 과업에선 공통적으로 1.검색 

단계를 첫 번째로 두고서 병원의 위치를 중점으로 

하는 공간적 정보인 지도 혹은 병원의 상세 정보 

위주의 언어적 정보, 병원 리스트를 선택하여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2. 예약 단계로 

넘어갈 경우 언어적 정보인 예약의 필요한 환자 

정보를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행동 단계를 이어가게 

하였다.  

 

그림 5. 대면진료 행동 단계별 정보  

3.2. 비대면 진료 받기 과업 분석 

굿닥에서는 비대면 진료라는 하나의 메뉴를 두어 

가장 상단에는 실시간으로 의사가 매칭하는 것을 

돕는 버튼과 진료 받았던 의사와 그리고 증상 별 

진료 가능한 의사의 리스트를 보여주었다. 평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세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다르게 똑닥은 대면 

진료 과정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의사의 정보를 먼저 

제공하여 비대면 진료를 돕고 있었다. 

올라케어에서는 홈 화면에 서비스의 메인 색상으로 

강조한 ‘즉시 진료 신청하기'라는 버튼을 중앙에 

배치하여 빠르게 과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버튼을 누른 후에는 새로운 화면으로 전환되어 

환자의 기본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직접 

기입하게 하고, 질환 선택, 주요 증상 작성, 진료 

희망 시간 설정 그리고 약의 배송지 입력과 수령 

방법 선택 마지막으로 약관에 대한 동의까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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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순차적으로 비대면 진료 예약 접수를 돕고 

있었다. 닥터나우에서는 홈 화면에 증상 또는 과목 

진료를 먼저 선택하게 하였다. 이후 다음 화면에서 

의사와 병원 이름 그리고 5 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평점을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의사를 

선택하게 되면, 의사 진료 과목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담 의사로 등록했는지에 대한 수치와 

평점과 후기, 진료비, 의사가 직접 쓴 소개, 진료 

시간, 병원 위치 등 의사에 대한 상세 정보를 예약 

접수 이전에 먼저 제공하였다. 즉, 예약하는 행동 

단계보다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는 단계를 하고 

있었다.  

 

그림 6. 서비스 별 비대면 진료 과업 행동 순서  

3.3. 사용성 테스트 (Usability Test)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행동 단계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8 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대면과 

비대면 진료 받기 2 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표 2. 사용성 테스트 계획 및 절차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 사용자 8 명  

(20-40 대) 

환경 1:1 대면으로 질의와 토론 진행 

기간 2022 년 11 월 23 일 (3 명), 

24 일(2 명), 12 월 22 일 (3 명) 

소요시간 1 회당 약 40 분  

도구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는 녹화 기능 

스마트폰, 메모장 

진행 과업 목감기에 걸렸을 때 대면 진료 

받기, 비대면 진료 받기 

진행 방법 1. 사전 지식 및 경험 질문 

2. 과업 진행 중과 후에 사용 

경험에 대한 질의 

3. 최종적인 경험들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실험 참가자들이 목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진료를 

예약하는가를 살펴보고, 이후의 과업 중에서 겪었던 

불편한 점과 좋았던 점을 질문하였다.  

   

그림 7. 사용성 테스트 사진  

대면 진료에서는 증상, 진료 시간, 위치, 후기를 

중요한 정보라고 대답하였다. 증상 및 진료 과목을 

선택할 때 축소된, 빠른 예약 진행을 위해서 단어의 

쉬운 표기가 필요하고, 시간 선택을 정확히 

빨리하고 최종적으로 예약 완료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후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지만, 오래 걸리는 탐색하는 것보단 빠른 

검색 또한 선호하였다. 이 때 검색에 도움을 주는 

검색창을 통해 필터를 제공한다면 필터에 적절하고 

쉬운 정보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비대면 

진료에서는 대면 진료 수행과 헷갈리지 않게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대면 진료와 같이 

증상, 진료 시간,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증상에 대한 쉬운 단어 표기와 적절한 아이콘 

배치가 필요하였다. 추천 받더라도 이유와 함께 

제공받기를 원했다. 빠른 예약 과정을 위해 

검색창과 예약 완료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요구했다. 

대면 진료와 다르게 약 처방을 앱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방법, 가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림 8.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결과 

질문에 대한 답들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클러스터링 하였고, 두 과업에 대한 공통적인 

답변에는 파란 배경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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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개선안 설정 

총체적으로 실험 참가자의 답을 통해 가장 평이 

좋지 않았던 똑닥을 선정하여 디자인 개선을 

하였다. 두 과업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삼았던 

이유는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예약을 진행할 때 맞지 않은 대면 예약을 진행하게 

되는 플로우에 문제점을 삼았다. 또한, 사용자 

니즈에 맞지 않은 정보와 위계와 순서가 적절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빠른 예약을 원했던 반면에 때에 

맞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표 3. 문제점 도출에 따른 디자인 방향성 

구분 문제점 디자인 방향성 

 

 

 

 

 

공통 

1.대면/비대면 

예약과정이 

겹침 

1-1.필터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만 볼 수 

있음 

1-2.리스트를 볼 때 

상단에 비대면임을 

알림 

1-3.최종 예약 버튼 

분리 

2.필요한 

정보의 위계가 

틀림 

2-1.증상, 위치, 시간, 

평가 순으로 정보 

제공 

2-2. 병원 사진 대신 

의사 사진으로 대체 

 3.빠른 예약을 

위한 정보 

제공하지 않음 

 

3-1.지도로 위치 정보 

제공 

3-2.쉬운 이름의 진료 

과목, 아이콘 변경 

3-3.필터 정보 변경 

3-4.추천 태그 추가 

3-5.이전 진료 정보 

추가 

3-6.예약 완료 안내 

제공 

비대면 4.예약 전 

필요 정보 

제공 

4-1.약 수령 방법 

가격 정보제공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디자인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필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리스트를 따로 

볼 수 있게 하였고, 리스트를 볼 때 대면 진료와 

구분되게 상단에 주의 문구를 제공하여 비대면 진료 

리스트임을 상기시켜주었다. 최종적으로 예약할 때 

대면과 비대면 버튼을 분리하여 과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번째 문제에 해결 방안으로 

증상/위치, 시간, 평가 순으로 정보를 순서대로 

제공하였다. 특히 위치 정보는 공간적 정보이기 

때문에 지도를 활용함으로써 인간 기억 모형에 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일반인은 다소 

알기 어려운 증상을 적절한 아이콘을 배치하여 

부호화 과정을 도왔다. 쉬운 이름의 증상, 진료 

과목으로 단어를 변경하였고, 검색창과 필터를 

제공하여 빠른 예약을 돕도록 하였다. 특히, 필터 

안에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대면 진료 여부, 

날짜와 시간, 정렬 기준으로 별점높은순, 

후기많은순, 거리순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의사를 탐색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리스트에 추천 

태그를 추가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위해 이전 

진료 정보를 추가하였다. 예약 완료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과업이 잘 완료되었다는 피드백을 

위치시켰다. 비대면 진료 과업에서는 진료 예약을 

바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를 탐색하게 하고, 대면 진료에 없는 약 수령 

방법에 대한 가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다.  

 

 

그림 9. 대표 디자인 개선안 (AS-IS/TO-BE) 

5. 디자인 개선 검증 

7 단계 행위 이론 바탕으로 과업에 맞게 질문을 

재정의하였다. -3 에서 3 점 척도로 이전 과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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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때보다 정의에 더 부합한지에 대해서 이전 

실험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이 때 피그마로 설계한 

디자인 프로토타입과 사용성 테스트 때 녹화했던 앱 

사용 파일을 비교하게 하여 정성적 평가를 

진행시켰다. 사용자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피그마 공유 링크를 받아 각자 스마트폰으로 이전 

사용성 평가에서 진행했던 목감기로 인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예약을 하였다. 

표 4. 기존 대비 우수성 질문 항목 

발견가능성 진료가 가능하며 앱의 화면 상태가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피드백 화면에서 완전하고 연속적인 

정보가 있고, 예약 과정마다 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쉽다. 

개념 모형 이해와 통제를 위한 좋은 개념 

모형을 생성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준다. 

행위 

지원성 

예약을 하기 위한 행동을 

지원해주는 요소가 있다. 

기표 화면 요소가 발견이 잘 된다. 

피드백, 의사소통 그리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 

대응 화면을 사용할 때 레이아웃, 

가까운 정도 등에 대응하면서 

관계성이 있다. 

제약 물리적, 논리적, 의미적 그리고 

문화적 제약으로 인해 이해가 

쉬웠다.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질문 결과는 

발견가능성에서는 1.7 점, 피드백은 1.5 점, 

개념모형은 1.3 점, 행위지원은 1.8 점, 기표는 

2.4 점, 대응은 1.8 점, 제약은 1.8 점이 나왔다. 총 

7 개 항목의 평균 값은 1.75 점이었다. 주관식 

평가에선 위치를 지도로 보여준 것에 만족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아쉬운 점으로 대면과 

비대면 예약 과정이 여전히 헷갈려 더 명확하게 

디자인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림 10. 기존 대비 우수성 질문 결과 

6. 결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유의미한 사용률 향상을 

위해서 사용자 인지 심리 요소 바탕으로 하나의 

서비스 내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려는 방향성을 

가진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대면과 

비대면 진료 받기 과업을 선정하여 공통되고 

차별되는 과업 순서를 확인하고 분석을 하였다. 

또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용자의 

니즈를 확인하였는데 과업 분석에서 나왔던 결과인 

기억 부호에 대한 포맷의 할당이 적절하지 않음과 

행동 단계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이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간적 정보인 지도와 아이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빠르고 명확한 행동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방향성으로 이어졌다. 실험자들에게 검증을 

위한 정성적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전보다 개선된 

디자인이 향상 되었는지를 행위 원칙을 통해서 

평가하게 하였다. 비대면과 대면 진료 예약을 더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 한계점은 진료 받기만 대표적인 과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기능에 대한 사용성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 건강 관리에 초점을 둔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건강 검진 결과를 관리나 

운동이나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등의 

과업은 또 하나의 대표 과업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 인지 요소 바탕으로 다각화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헬스케어 다른 대표 과업도 포함하여 

다양한 사용자 인지 요소로 분석하고 개선했을 때 

현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더 

풍부한 연구로 헬스케어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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ㄽ〦◡ 

코로나 19 는 사람들의 신체 건강과 소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소셜 웰니스로 설명 되는 

이러한 건강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게임 

요소를 적용한 동기 부여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소셜 

웰니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액티블리’를 개발하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준실험 방식의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필드 스터디를 진행하고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수집해 검증하였다. 액티블리 어플리케이션을 2 주간 

사용하도록 한 후 신체 활동량, 수면 시간, 사회적 
연결감을 매일 측정했다. 실험 참여자 모집시 측정된 
참여자의 직전 일주일간의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 데이터를 수집해 그 두 개의 그룹 간 평균비교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액티블리 어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소셜 웰니스 지표 중 신체 활동량과 사회적 
연결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의 

지속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성 측면의 개선과 
동기부여 측면의 추가 기능 디자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そ 

메타버스, 신체 건강, 소셜 경험, 사회적 연결감, 디지털 

헬스케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1.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이하,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경제, 사회 등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쳤다 [1]. 특히, 코로나 19 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사람들의 

신체 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그 결과 체중 

증가로 인한 비만 등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 [2, 

3]. 이러한 신체 건강의 악영향과 더불어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 역시 드러났다 [4].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람들 간의 소셜 활동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유대관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체 건강이나 소셜 

활동 등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인 소셜 

웰니스(Social Wellness)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티에서 상호 연결되어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7] 신체 건강이나 소셜 활동을 통한 정신 건강 증진 

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연구되고 있다 [8]. 

이와 관련하여 최근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등 디지털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소셜 웰니스를 

증진 혹은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9]. 

이미 포켓몬고(Pokemon Go)와 같은 서비스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 기술을 

기반으로 몰입도를 높이며 실제 사용자들의 신체 건강 

증진에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10].  코로나 19 이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펠로톤(Peloton)의 경우 홈 

피트니스 서비스로서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등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등에 기반한 기록 측정 수준에 머무르는 

대부분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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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 하여금 사용 습관을 형성해 궁극적으로 

장기적 활성 사용자로 유지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특성상 지속적 사용은 

신체나 정신 건강의 증진 효과를 기대하는데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게임 요소를 

적용한 동기 부여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신체 

건강과 소셜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액티블리(Actively)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액티블리는 

도전과 보상, 피드백의 빠른 선순환을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와 결합해 신체 활동과 소셜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사용자들의 지속 사용을 유도하는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에 적용된 HCI 기술을 

바탕으로 액티블리 어플리케이션이 신체 활동과 소셜 

경험 증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액티블리가 사용자의 지속 사용을 

이끌어내는지 평가하였다. 특히, 신체 활동과 소셜 경험 

증진, 지속 사용에 관한 효과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신체 활동에 관한 요인들(Physical 

Activity, Sleep Time)과 사회적 연결감(Social 

Connectedness) 척도를 선정하였다 [9, 12, 13]. 

2. ゙᠕ ⛒✾ 

2.1 ⶍ䂁 ⯍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 디자인으로 개인의 사전, 

사후를 비교하는 준실험(quasi-experiment)[14] 

형식의 피험자 내 설계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액티블리 어플리케이션을 2 주간 사용하도록 한 뒤 

체험단 모집 중 수집된 기존 일주일의 정량적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사용 이후 2 주간의 정량적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고, 사용 후 전체적인 경험에 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2.2 㛡ᚩ㈹ 

타겟 사용자인 MZ 세대 중 스마트 밴드 혹은 워치를 

보유한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총 53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그 중 오리엔테이션 미참가자를 제외하고 

46 명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했다. 46 명의 참가자 중 

12 명은 남성이었고 34 명은 여성이었으며 나이는 

19 세부터 37 세까지 다양했다 (M = 25.54 세, SD = 

3.54). 실험이 모두 종료된 후 참가자들은 실험 

참가비로 $100 를 지급받았다. 추가로 참여율이 가장 

높은 참가자와 어플리케이션 관련 오류를 가장 많이 

제출한 참가자는 $100 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2.3 《㶙⢽ そ㾵㦩㈝Ⰱ 

실험을 시작하며 참여자 각자의 iOS 기반 휴대기기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어플리케이션 환경 

2.3.1 홈 

홈 화면에서는 당일 걸음 수를 확인하고 코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기기에서 기록되는 걸음 수와 비례하여 

코인을 보상으로 제공하며, 나무에서 코인을 수확하는 

형태를 띤다. 스크롤 시 보이는 아래 정보 패널에서는 

걸음 수에 대한 통계와 챌린지, 현재까지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게임 내 재화로 사용되는 코인의 

개수, 상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의 

마스코트인 여우 캐릭터가 홈 화면 내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화면을 응시 시 주변 UI 가 사라지는 

시너리 모드가 작동해 캐릭터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다. 

2.3.2 피드 

그림 1 의 두 번째 화면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활동 

내역이나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피드 

페이지이다. 피드에서는 다른 사용자들이 올린 

게시글에 ‘좋아요’버튼을 누르거나 댓글을 달 수 있으며 

친구 추가도 가능하다.  

2.3.3 탐험하기 

그림 1 의 세 번째 화면은 탐험하기 페이지다. 지도 

메뉴에서 하단 중앙의 ‘탐험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활동 종류 (걷기, 달리기, 등산)를 선택한 뒤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지도를 기반으로 탐험을 시작할 수 있다. 

탐험이 시작되면 이동 동선, 걸음 수, 활동 시간, 거리, 

평균 속도, 해발 고도, 예측 소모 칼로리가 측정 및 

기록된다. 활동 도중 카메라 기능을 사용해 동선 위에 

사진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일시 정지 및 재개, 종료할 수 

있다. 종료 시 보상화면에서 코인 보상과 탐험하기 도중 

사용자에게 응원을 보낸 유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 화면에서는 전체 동선이 기록된 지도 데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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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찍은 사진, 탐험 제목, 동적 데이터 통계 정보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인증하기’를 누르면 사진 촬영 후 

활동 스탬프를 찍고 피드에 올릴 수 있다. 

2.3.4 응원하기 

지도 메뉴에서 왼쪽 아래 ‘응원하기’ 버튼을 통해 

탐험하기를 진행하고 있는 주변 사용자와 친구에게 

응원을 보낼 수 있다. 친구가 아닌 상대에게도 내 위치 

기준 주변에 있는 사용자라면 응원을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이어서 친구 추가도 가능하다. 받은 응원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왔을 때 지도 화면에서 폭죽 

이벤트 연출을 볼 수 있거나 탐험 종료 후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다. 

2.3.5 챌린지 

걷기 관련 일간, 월간 단위의 퀘스트를 부여하는 

챌린지는 각 달성 조건이 있으며 달성 시 추가 보상 

(코인)을 제공한다. 홈 화면의 하단 정보 패널의 

‘챌린지’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총 3 종의 

챌린지를 제공한다: 데일리 걷기 챌린지, 탐험하기 

챌린지, 월간 걷기 챌린지 

2.4 ⶍ䂁 ឥ㊾ 

효과성 검증 과정은 참여자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실험, 

인터뷰를 모두 포함하여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학생 및 직장인들이 잘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구글 

폼을 통해 실험 참여자 모집을 진행했다. 참여자가 

비대면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과 

링크를 이메일과 휴대번호를 통해 전달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실험 개요 및 목적, 세부 일정을 

공지했고, 원활한 체험단 등록을 위한 참여자의 휴대폰 

UDID (Unique Device Identifier)와 공지 알림 및 

참가자와의 의사소통 용도의 오픈 카카오톡방 

닉네임을 수집했다. 또한, 참여자를 모집하며 해당 

참여자가 실험에 신청하기 전 일주일간의 신체 

활동량과 수면 시간이 어떤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 후 2 주일 동안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며 

그 기간 동안 애플워치나 미밴드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측정된 하루 신체 활동량과 수면 시간, 

그리고 참여자의 사회적 연결감을 구글 폼으로 

수집했다. 동시에 표 1 의 데일리 미션을 수행했는지를 

묻고 그를 증명하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2 주간의 실험이 끝난 후 심리적 만족감, 지속 

사용의도와 사용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얻고자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데이터 수집이 끝나고 

참가비를 지급하며 실험이 종료되었다. 

표 1. 데일리 미션 맥락과 내용 

 기능과 맥락 미션 내용 

1 프로필 만들기 프로필 사진 추가, 소개 입력  

2 탐험하기 유도 탐험하기 챌린지 참여 

3 응원하기 유도 

특정 시간(1 시)에  탐험기능 사용, 산책 

중인 친구 응원 

4 상점 사용 유도 나무에서 코인 획득 후 상점 탐색 

5 

시너리모드 사용 

유도 액티블리 메인화면 응시 (시너리 모드) 

6 친구 추가 유도 친구를 추가 후 메시지 전송 

7 탐험하기 유도 데일리 미션 도전 

8 응원하기 유도 

특정 시간(8 시)에  탐험기능 사용, 산책 

중인 친구 응원 

9 

탐험하기 및  

모먼트 사용 유도 피드에 탐험하기 인증 

10 

탐험하기 및 

모먼트 사용 유도 

산책하며 찍은 사진 

피드에 업로드 

11 모먼트 사용 유도 친구들의 피드에 공감과 댓글달기 

12 탐험하기 유도 

카메라의 AR 기능로  캐릭터 촬영 및 

공유 

13 응원하기 유도 월간 걷기 챌린지 완료 

14 탐험하기 유도 통계 탐험기록 확인 

2.5 ḙ㈝㯙 ⳁ㑺 

정량적 데이터 측정은 각 항목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신체 활동량: 아이폰 fitness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이는 Move 수치(kcal)를 측정하였다. 

2) 수면량: 아이폰 건강 - 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총 

수면 길이(분)를 측정하였다. 

3) 사회적 연결감: 사회적 연결감을 측정하기 위해 

Social Connectedness Scale (SCS)[15]로 불리는 설문 

문항을 번역하여 이용하여 표 3 의 문항에 6 단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4) 어플리케이션 사용시간 로그: 참가자들의 유저 

아이디를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기동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그 길이(msec)를 알 수 

있는 총 사용 로그 데이터를 수집했다. 

정성적 데이터 측정은 체험단 인원 중 우수 참여자, 

중위 참여자, 저조 참여자를 데일리 미션 참여도에 따라 

선별하여 12 명의 참여자와 반구조적 심층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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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 액티블리 기능과 소셜 웰니스 간의 관계, 

사용성 관련 이슈 및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질문했고, 개인적인 사용 방식이나 경험의 예시를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정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UX 개선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인터뷰는 

20 분에서 35 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참여자에게는 서면 인터뷰 질문지를 

답변하도록 하였다. 

2.6 ḙ㈝㯙 ⠭⯆ ⛒✾ 

정량 데이터는 참여자 모집 직전 측정된 일주일간의 

데이터와 액티블리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 2 주 두 

기간의 데이터를 그룹화 하여 두 개의 그룹 간 

평균비교 (paired t-test)를 진행하였다. T-test 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체 활동량, 수면 시간, 사회적 

연결까지 총 3 개의 항목이었으며,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로그를 참고하여 상위 사용자에 대한 별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성 데이터는 사후 인터뷰에서 액티블리 사용 후 소셜 

웰니스 관련 지표 변화에 대한 언급과 액티블리 사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구분하여 마킹하는 

방식으로 수집했다. 그리고 모든 인터뷰 참가자들에 

대하여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개선점, 신체활동 변화, 수면 변화, 기타 변화된 점. 

3. ឥ 

3.1 㱞 ⠭⯆ 

중간 탈락자를 제외한 총 39 명의 참가자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기초 통계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전체 참가자 정량 데이터 기초 통계 분석  

 Avg N Std 

Init_PA 412.80 39 256.78 

PA1 508.99 39 327.18 

PA2 515.04 39 363.03 

Init_SM 363.62 39 73.17 

SM1 384.59 39 82.52 

SM2 386.55 39 88.02 

Init_SC 4.50 39 0.86 

SC1 4.47 39 0.80 

SC2 4.61 39 1.05 

AUT 25.98 39 25.42 

Init_PA: 체험단 참가 신청 시점 과거 1주일 신체활동량 평균 (kcal) 

PA1: 어플리케이션 사용 전 1주일간 신체활동량 평균 (kcal) 

PA2: 어플리케이션 사용 중 2주일간 신체활동량 평균 (kcal) 

Init_SM: 체험단 참가 신청 시점 과거 1주일 수면 시간 평균 (min) 

SM1: 어플리케이션 사용 전 1주일간 수면 시간 평균 (min) 

SM2: 어플리케이션 사용 중 2주일간 수면 시간 평균 (min) 

Init_CS: 체험단 시작 시점 사회적 연결감 (score) 

SC1: 어플리케이션 사용 전 1주일간 사회적 연결감 평균 (score) 

SC2: 어플리케이션 사용 중 2주일간 사회적 연결감 평균 (score) 

AUT: 어플리케이션 사용 2주간 하루평균 접속시간 (sec) 
 
전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전 

1 주일과 어플리케이션 사용 기간 2 주 동안의 신체 

활동량, 수면 시간, 그리고 사회적 연결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어플리케이션 사용 기록을 고려하지 못한 

분석이므로 개인별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에 따라 

세부적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실험 초기 

참가자들의 의무적인 기록 방식이 통계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자 중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가자(14 일간 일평균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간 40 초 이상) 총 7 명만 

대상으로 체험단 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1 주일간의 

신체 활동량과 수면 시간, 그리고 체험단 1 일차 사회적 

연결감을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 사용 기간의 값과 

비교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가장 높았던 참가자 

7 명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신체 

활동량 증가(t=-3.79, p<.01)와 사회적 연결감 

증가(t=-2.64, p<.05)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전체 참가자 중 상위 7 명에 대한 신체활동, 수면 시간, 

사회적 연결감 관련 기술통계량 

 평균 N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Init_PA 241.24 7 116.79 44.14 

PA2 396.29 7 165.55 62.57 

Init_SM 398.43 7 33.84 12.79 

SM2 381.15 7 42.71 16.14 

SC_Init 4.11 7 .82 .31 

SC2 4.44 7 .96 .36 

표 4. 어플리케이션 사용 상위 7 명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결과 

 t ㈹㇉ṭ ㇉㈁䃾␉ (〺㣊) 

Init_PA - PA2 -3.79 6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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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_SM - SM2 1.21 6 .272 

SC_Init - SC2 -2.64 6 .038 

3.2 ㊾⯚ ḙ㈝㯙 ⠭⯆ 

사후 인터뷰에서 여섯 가지 키워드로 분석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인 경험으로 소통과 응원이 

언급됐다. 한 참가자(P6 20 대 여성)는 “사진도 찍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고 … 소셜미디어적인 부분도 

있어서 나름 재밌게 참여를 했었어요.”라고 하며 

“서로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P8 20 대 여성)도 비슷하게 “서로를 

응원한다는 게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또한, 나무를 구매하고 캐릭터를 키우는 등 

어플리케이션의 인터랙션 요소의 “동화 같은 

아기자기한” (P4 20 대 여성) 귀여운 이미지가 “힐링 

게임”(P2 20 대 여성)의 느낌을 주어 사용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도 했다. “여우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귀여워서”(P12 20 대 여성) 산책하는 

미션에 더 몰입도를 느꼈다는 언급도 있었다. 

아쉬웠던 경험으로는 활동 트래킹의 한계가 자주 (9 명) 

언급됐다.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동 

상태인지 아닌지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지 알기 어려웠다(P1)고 하며 

“몇 킬로 뛰었고 어떤 속력으로 뛰었는지 알려주는 

운동 분석”(P4)이나 “수면 관련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등 제공되지 않는 정보가 많은 점이 자주 

지적됐다(P9 20 대 남성). 아직 상점이 활성화되지 않아 

“나무 구매 이외에도 다른 소비 대상이 필요하다”(P10 

20 대 남성)는 언급도 있었다. 

개선점으로 언급된 것은 트레킹, 기록 기능, 동기부여 

요소 추가 등이 있었다. 활동 버튼을 눌렀을 때 “산책, 

달리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P6 20 대 

여성)거나 더 많은 운동을 제공했으면 좋겠다(P3)고 

했다. 그 외에도 “코인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P3)며 

“장미꽃이라든지 다른 동물들”(P2) 등으로 꾸밀 수 

있으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얻었다. 

신체 활동으로 언급된 키워드를 분석해보니 변화가 

없었다는 참가자가 더 많았다. 그러한 참가자들은 

“평소 생활 패턴에서 걸어야 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해 산책을 기록했”(P8)기에 더 추가로 활동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P1, 

P4, P10). 변화가 있었다는 참여자들은 “소소하게 

챌린지에 참여하며 더 많이 걷고 … 칼로리 소비를 

의식적으로 증가하고자“(P6)한 경우이거나 “감성적인 

부분이 충분히 자극돼서 친근감이 생겨”(P7 20 대 

여성) 더 운동하게 된 경우였다. 또 “코인을 받기 

위해”(P3, P7), “칼로리 숫자가 보여서” (P6),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목표의식이 생겨서”(P11 

20 대 여성) 활동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다. 

4. ᰥ㈁ ⚸ 䀅㊹ 

데이터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함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대부분의 참가자가 데일리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으로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의 오류나 사용성 문제, 또는 

동기부여 요인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일부 참가자들은 현재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체 활동과 소셜 경험에 있어 

유의미한 상호작용 요소를 언급했다.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 감성, 귀여운 여우 캐릭터, 다른 사용자와의 

직간접적 소통, 코인 획득과 이를 활용한 아이템의 구매 

등의 요소를 꼽았다. 

액티블리 어플리케이션을 활발하게 사용한 사용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체 활동량과 사회적 연결감 

증가를 보였지만, 수면 시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면 시간은 다른 일상 활동과 

달리 개인의 일정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가벼운 

신체활동 증가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하여 수면을 측정하며 본인의 수면 패턴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다(P10)고는 했지만 어플이 수면 활동에 

“딱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다”(P3)고 했다. 

참가자들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베타테스트 수준이며 기능과 디자인의 만듦새에 

있어 여러 오류와 사용성 측면에서의 아쉬운 점이 

있었기에 참가자들의 동기부여에 적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요소가 신체 활동량과 

사회적 연결감 증진임에도 이와 관련된 기능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지 않는 등 동기부여 요소가 적었다. 그에 

따라 참가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늘리지 못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해치는 크고 작은 오류들을 모두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 활동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데이터 연동을 

제공해야 한다. 걷기, 러닝, 등산의 기록 방식이 사용자 

입장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너무 제한적이기에 

새로운 구분 방식 혹은 구분하지 않는 방식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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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마지막으로, 탐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5. ⌉ ⚸ 䁎䅭 ゙᠕ 

이번 연구를 통해 액티블리가 소셜 웰니스를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셜 웰니스의 증진을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내의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과 다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접점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액티블리 어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소셜 웰니스 

지표 중 신체 활동량과 사회적 연결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량적 효과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참가자 중 액티블리 어플리케이션을 매일 

긴 시간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액티블리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성 측면의 

개선과 동기부여 측면의 추가 기능 디자인이 필요하다. 

신체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탐험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탐험 

활동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 

이 연구는 메타버스 게임 개발사 라이프페스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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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도시 텃밭이 활성화되며 잉여 농작물 처리 문제와 

사용자간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버려지는 
잉여 농작물의 경우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며 사용자간 커뮤니티 부재 문제의 경우 

도시 텃밭이 지역주민들이 한곳에서 마주치는 만남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효용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최근 각광받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텃밭 사용자를 지역기반 서비스의 
농작물 수요자와 연결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형태로 유용하게 

녹아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신기술을 적용, 마을 
공동체적 사회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마을 경제 
활성화를 통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디자인 씽킹 방법론으로 진행되어 
‘새싹광장’ 서비스 및 주요 기능인 ‘새싹마켓’, 
‘작물성장기록’, ‘새싹지수’를 발굴하였다. 이에 

프로토타입을 제작, 전문가 3인과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농작물 생장 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 
판매자에 대한 신뢰 측정 지표를 추가 개선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해당 서비스 연구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관점에서의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 증진, 메타버스 활용, 마을경제활성화를 통한 

ESG가치 실현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메타버스, 도시 텃밭, 지역공동체, 지역기반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UX/UI디자인, 서비스디자인, ESG 

 

1. 서 론 

1.1 도시 텃밭 증가와 잉여 농작물 처리의 문제점 

2020년 기준 전국 인구 중  184만 8천명이, 서울 인구 
15명 중 1명이 도시 농부일 만큼 도시 텃밭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다[1], [2]. 그러나 도시 텃밭 특성상 

수확되는 농작물들은 당사자인 도시 농민이 
소비하기에는 많고 지역 기반 서비스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판매 처리하기에는 소량이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잉여 농작물들이라는 점에서 많은 도시 농부들의 
고민거리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근마켓과 같은 지역 
기반 서비스의 기존 사용자 역시 농산물 품목은 농산물 

수요자들이 알고 싶은 생장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 유형의 품목을 거래할 때만큼의 효용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버려지는 잉여 농작물에 대한 문제는 국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농산물은 전 세계 농산물 중 약 
13억 톤이나 되며, 세계 총 식품 생산량의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한다. 이는 돈으로 환산 시 

4,000억 달러(약 466조 원)에 달한다. 금전적 손실 
외에도 버려진 농산물이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온실 효과를 유발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고농도 폐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토지는 물론 수질 
자원까지 오염시킨다. 이에 따라 역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토지가 병들고 더 나아가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서식에도 영향을 미친다[3]. 이러한 환경 문제 
측면에서도 잉여 농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메타버스 서비스의 확산 

최근 온라인 가상공간과 현실이 융합한 
‘메타버스(Metaverse)’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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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가상 세계는 AR(Augmented Reality) ‧
VR(Virtual Reality) 기술뿐만 아니라 AI(Artificial 
Intelligence), 5G, 클라우드 등의 범용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중이다. 특히, 주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치중되어 있던 서비스가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은 놀이와 여가로서의 의미를 넘어 
현실의 수익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메타(구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인프라와 콘텐츠를 강화하고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이다[4].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 부가가치의 확장성을 반영하여 
메타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도시 텃밭 농산물 수요자들이 생생한 농산물 
생장 정보 및 사람 간의 직간접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도시 텃밭 
사용자와 지역 기반 서비스의 농산물 수요자의 니즈를 
해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를 이용한 마을 
공동체적 사회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마을 경제 

활성화를 통한 ESG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1.4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 텃밭 사용자인 도시농부와 지역 기반 
서비스 사용자 중 농산물 거래에 관심 있는 사용자 
유형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공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제작, 평가 총 5단계로 
진행되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디자인 씽킹 방법론이란 사용자가 놓이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문제 파악을 
시작하여 디자이너 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다[5]. 

공감 단계에서 섀도잉(Shadowing), 유저 

다이어리(User Diary), 실제 고객 사용 후기 분석을, 

문제 정의 단계에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 가치 맵(Value Map), 유저 저니맵(User 

Journey Map), 퍼소나(Persona) 방법론을 수행한 

결과를 기반으로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사용 

시나리오를 통해 Low-fidelity 프로토타입에 반영할 

기능들을 도출한다. 그 후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UX 

전문가 3인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최종 서비스 제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디자인 과정

2.1 사용자 경험 조사 

사용자의 실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측면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수원시 탑동 도시 텃밭의 10년차 사용자인 
2명을 대상으로 섀도잉 및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수확량이 많을 경우 잉여 농작물 처리에 대한 고민,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예방 행동 및 걱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 추후 심을 농작물에 대한 고민 및 
주변 텃밭의 농작물에 대한 궁금증 또한 찾아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물건을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나눠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3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주일간 유저 다이어리를 수행하게 한 결과 주 경험 
서비스는 지역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며 긍정적 측면으로는 동네 
주민과의 커뮤니티로 주로 직거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기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신뢰감이 생기는 점을 

발견하였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상품 노출이 동네에 
한정적이라는 점과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걱정 또한 함께 존재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저 
경험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으로는 앞서 실행한 유저 
다이어리에서 주 경험 서비스로 언급된 당근마켓으로 

선정하였고, iOS 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의 당근마켓 앱 리뷰 중 도움이 되는 
순으로 각 30개의 리뷰를 확인하여 총 60개의 리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금전적 가치 창출에 대한 
만족감과 지역공동체의 장점인 동네 주민과의 커뮤니티 
및 사기 걱정이 덜어지는 점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발견했다. 

2.2 문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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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어피니티 다이어그램 

Empathize 단계에서의 방법론 수행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진행하였다. 피그잼을 

활용해 도시 텃밭 사용자와 지역 기반 서비스의 농작물 
거래 수요자 각 유형에 대한 문제 상황을 그룹화한 결과 
농작물에 대한 자세한 생장 정보, 농작물 거래 후 얻는 

경제적 보상 및 심리적 만족감 공유, 지역 및 상품 탐색의 
효율성을 위한 탈지역화, 거래자 간의 신뢰 강화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유니버설 적인 디자인에 대한 니즈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4개의 니즈는 가치맵을 통해 
각각 ‘Helpful’, ‘Achievable’, ‘Flexible’, ‘Harmonized’ 
라는 가치에 상응하는 솔루션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치맵 결과 중 특히 ‘Achievable’, 
‘Harmonized’라는 가치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의 그룹화 결과 중 도시 텃밭 농작물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공통키워드를 성격 요인으로 
설정하고 인터뷰 정보를 결합하여 퍼소나 2개를 

제작하였다. 

 
그림 2 가치맵 

프라이머리 퍼소나 (Primary Persona)는 가정 내에 
보내는 시간이 높은 중장년층으로, 도시 텃밭을 취미로 
가꾼다. 이에 따라 잉여 농작물 처리를 곤란해하고 

있으며 추가로 부업으로 얻는 수입에 관심이 많다. 해당 
퍼소나의 Goal 은 ‘다양한 농작물 키우기’, ‘각 농작물에 
맞는 재배 방법 학습하기’, ‘동네 주민과 소통하여 

수확의 기쁨 나누기’, ‘현재 취미 및 자급자족 수준의 
텃밭 농작물을 향후 부업이 가능한 금전적 이익으로 

증대시키기’이다. 

세컨더리 퍼소나 (Secondary Persona)는 1인 가구로 
자취 경험이 있는 청년층이다. 건강과 절약을 위해 자기 
관리 차원에서 식단을 하고자 하며 가성비 있는 

상품구매에 관심이 많다. 해당 퍼소나의 Goal 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기’, ‘환경 보호와 건강한 소비로 보람 느끼기’, 

‘식재료의 시세를 쉽고 간단하게 파악하기’이다. 

2.3 아이디어 도출 

문제 정의하기에서 도출한 퍼소나를 바탕으로 해당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들을 기존 
유사 서비스인 못난이 농작물 구매 플랫폼 

‘어글리어스’의 레퍼런스 분석을 기반으로 유저 
저니맵을 수행하였다. 그림1의 세컨더리 퍼소나를 
기준으로 진행한 결과, ‘직관적인 거래물 현황 정보’, 

‘농작물 생장정보’, ‘상품 시세 형성 배경 정보’, ‘직거래 
보장’, ‘심리적 만족감 제공 필요’와 같은 5개 부분에 

관한 페인 포인트를 그림 2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3 세컨더리 퍼소나 바탕 기존서비스 유저저니맵 

유저 저니맵을 통해 도출한 구체적인 페인 포인트들을 

통해 도출한 주요기능은 표 1과 같다. 

표 1페인포인트(Pain points)에 대응하는 주요기능 

페인포인트 주요 기능 

직관적인 거래물    

현황 정보 
마켓 

심리적 만족감      

공유 및 제공 
새싹지수 

상품시세 형성      

배경 정보 
마켓 내 상품 시세 정보 

농작물 생장 정보 작물 성장기록 

직거래 보장 작물 성장기록 내 일손돕기 

 

사용 시나리오는 도시 텃밭 농작물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 따라 분리한 퍼소나 2개를 통합하여 프라이머리 
퍼소나를 중심으로, 도출한 아이디어 및 기능들을 담은 
서비스를 ‘새싹광장’으로 이름 지어 진행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주인공인 퍼소나가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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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했고, 각 과업 수행 단계별로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기, 승, 전, 결’을 갖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서술하여 표현함으로써 현실 상황에서 실제 
사용자가 ‘새싹광장’의 사용경험을 통해 어떤 효용성을 

가질지 그 다양한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림 4스토리텔링 방식 기반의 사용시나리오 및 포함 기능 

스토리텔링 방식 기반의 사용 시나리오 수행에 따라 
퍼소나의 사용 경험을 구체화해본 결과, 사용자가 과업 
수행 시 사용할 주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거래 

품목을 확인 혹은 공급자 유형의 사용자 정보 확인의 
목적으로 ‘작물 성장기록’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작물 성장기록’을 주요 기능으로 조명하여 사용자들이 
도시 텃밭 농작물 거래 시 원하는 정보유형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프로토타입 제작 

3.1 서비스 컨셉 

사용 시나리오에서 도출해낸 주요 기능들을 토대로 1) 
메타버스 적 공간 실현 2) 시장과 같이 상품에 대한 사람 

간의 직접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마을공동체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 3) 새싹 지수 기능을 통한 ESG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 ‘새싹광장'을 제안한다. 

새싹광장은 서비스의 큰 축인 ‘작물'과 ‘거래' 키워드를 
메타포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싹’과 ‘광장'으로 
치환한 네이밍으로, 타 지역공동체 서비스와 차별화된 

속성을 드러낸다. 

3.2 서비스 플로우 

새싹광장은 크게 메인화면인 ‘새싹 마켓(지역 광장) 진입 
→ 상품 탐색 및 선택 / 상품 업로드 →  상품의 작물 상세 
정보 확인(작물 성장기록 및 판매자 신용정보) →  구매 

및 판매 전후 소속 지역 내 새싹 지수 확인’의 흐름으로 
서비스가 전개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용자가 서비스 

진입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진입 이후 상품을 
업로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흐름과 상품을 탐색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가로 

구매 및 판매로 인한 새싹 지수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 

3.3 주요 기능 -  마켓, 작물히스토리, 새싹지수 

새싹광장의 주요 기능이자 다른 지역 공동체 서비스와의 

차별화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메타버스 적 공간에서의 마켓 제공 

메타버스의 미러 월드 특성을 보유한 맵을 통해 실제 
주변 지역 및 관심 지역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의 가상 
현실로 진입한다. 지역 광장인 새싹 마켓에서는 거래 
가능한 상품을 탐색하거나 업로드하여 상품에 대해 

거래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한다.  세부 
기능으로는 상품의 상세 정보 확인과 인기순/현재 지역/ 
근처 거리 등 개인화된 추천방식을 통해 상품 탐색을 

편리하게 하는 UX를 제공한다. 

 
그림 5새싹광장의 주요 기능 UI설계 

2) 작물 성장기록 확인으로 신뢰감 요소 제공 

구매자의 신뢰감 요소로 메타버스의 라이프 로깅 
측면에서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며 작물의 현재 
상태를 싱싱도, 건강도 등을 통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작물 상세정보로는 사진 및 자라나는 성장 

과정 영상, 작물의 종류, 작물에 준 물과 비료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구매자가 상품 및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바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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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판매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정보 및 
메시지 기능을 작물 성장기록 UI 내에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3)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결합된 새싹 지수 확인 

새싹 지수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구매 및 판매를 통해 환경에 기여된 ESG 적 측면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개인 및 지역의 새싹 
지수 랭킹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서비스를 지속해서 
활용할 동기부여 요소로 제공하며, 지속적 동기부여를 

위해 감축한 탄소량의 개인적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관적 비유로 UX 라이팅 된 가이드를 

제공한다. 

4. 사용성 평가 

디자인 씽킹 방법론의 아이디어 도출 단계까지 도출한 
결과들을 반영하여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HCI 및 UX 

업계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제 상용화 수준으로 
고도화된 서비스가 아닌 Low-fidelity로 주요 기능인 

‘마켓’, ‘작물 성장기록’, 새싹 지수’를 중심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프로토타입을 보여주어 각 기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제 시제품을 사용해보는 평가가 아니므로 각 
실무자들은 서비스의 유용성과 사용자의 감성적 측면, 

그리고 각 기능별 UI 가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에게 인식되는지 확인하는 UI/UX 측면에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표 2유용성 측면의 전문가 평가 의견 

전문가 유용성 

A 스마트팜같이 생장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함 

B 리뷰 및 신용 정보의 직관적인 시각화와 

같이 판매자 신뢰 지표를 추가해야 함 

C 현재 UI 가 기존 서비스와 시각적인 
디자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이 좋을 것임 

 

표 3감성 측면의 전문가 평가 의견 

전문가 감성 

A 현재의 가상시장에서 보여주는 맵, 아바타 

디자인이 적절함 

B 보다 실감나는 정보와 가상곤간 몰입감 

증대를 위해 UI비주얼을 고도화해야 함 

C 메타버스, 도시농업, ESG 등 일상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의제들이 효과적으로 

융합되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줌 

 

세 명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유용성과 감성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싹광장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개선점에 관하여 그림5와 같이 
유용성 측면에서는 농작물 생장 환경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과 판매자에 대한 신뢰 측정 지표가 

추가되어야 함이 드러났으며, 감성적 측면에서는 UI의 
비주얼 고도화에 대해서 상충하는 의견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타버스 특성을 통한 서비스 효용성 증대를 

위해 가상환경 디자인의 비주얼적 고도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A/B테스팅을 

실시하여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개선할 예정이다. 

 

5.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람과의 연결, 심리적 & 금전적 가치 창출, 

ESG측면에서의 3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메타버스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로 지역격차 및 세대격차 해소를 유도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실제 동시간 마주침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의 지역 시장과 같은 지역 기반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단순한 거래를 위한 만남을 넘어 마주침이 있는 
커뮤니티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술과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HCI 적 관점에서의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가상 장소를 기반으로 
일상의 연결을 통하여 상호 결속이라는 공통 감각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증대시켰다는 점은 앞으로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을 매개로 심리적, 금전적 가치를 포괄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한다. 동네 주민과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 공간을 넘나들며 소통가능하게 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고, 부가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도시  
텃밭을 통해 수입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전적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8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8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가치를 함께 제공한다. 

셋째, 사용자의 가장 일상적인 상품의 구매 및 판매를 

ESG 가치가 실현 가능하도록 연결지었다.  도시 
텃밭에서 발생하는 잉여작물 처리 고충을 해결하고,  
1인가구의 소량 농작물 수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버려지는 농작물 및 식재료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지역커뮤니티 특성상 마을중심으로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통과정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배송량을 줄여 탄소배출저감 및 물 절약에 
기여하게 되며 이는  ESG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킨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적 특성을 결합할 
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의 어떠한 기능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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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 후 보호자가 상실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 현상인 ‘펫 로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펫 로스 증후군 케어 어플리케이션 ‘더레브’를 
제안한다. 해당 서비스는 충분한 추모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펫 로스 증후군 회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퍼소나, 메타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사용자 
시나리오 기법을 토대로 커뮤니티 기반 펫 로스 증후군 
케어 어플리케이션의 컨셉을 도출하고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반한 펫 로스 증후군 
케어 서비스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펫 로스 증후군 회복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제어 

펫 로스 증후군, 반려동물, 디지털 헬스,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컨셉 디자인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3,129,000가구로 300만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가구 중 15.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1].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펫 로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펫 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은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 후 보호자가 
죄책감, 상실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 
현상이다. 펫 로스 증후군을 겪는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반대로 반려동물의 상실에 
집착한다. 또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을 갖거나 
반려동물과의 추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증상들을 
보인다[2]. 이러한 증상은 반려동물과의 애착 관계가 
깊거나 갑작스러운 사별을 겪은 경우, 또는 1인 가구일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난다[3]. 특히 펫 로스로 인한 
우울감이 극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4,5]. 

2021년 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보호자 중 
절반(49.8%)은 이러한 펫 로스 증후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펫 로스 증후군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조사한 결과, 31 일 이하는 
5.7%, 32~100 일 12.8%, 101~180 일 12.5%, 
181~365 일 18.1%, 366~730 일은 25.7% 이었다[6]. 
무려 731 일 이상이 소요됐다고 답한 응답자 또한 
25.3%에 달했다[6]. 그러나 펫 로스 증후군 회복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펫 로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의 
경감을 돕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서비스 컨셉을 
디자인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펫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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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후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후, 퍼소나(persona), 
메타포(metaphor),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use case 
diagram) 및 사용자 시나리오(user Scenario)를 토대로 
온라인 추모관과 커뮤니티를 통한 펫 로스 증후군 케어 
어플리케이션인 ‘더레브’를 구체화하였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펫 로스 증후군의 특수성 

펫 로스(pet loss)는 반려동물의 죽음, 실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이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많은 연구에서 
반려동물과의 사별(pet bereavement)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2,7,8,9]. 본 연구 또한 사별에 따른 펫 로스와 
그에 따른 펫 로스 중후군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앱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다룬다.   

사별에 따르는 반응의 유형으로는 개인의 심리적 반응인 
비애(grief)와 사회적 반응인 애도(mourning)가 
있다[10]. 펫 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은 이 중 
비애와 깊게 연관된 심리적 현상으로[10], 반려동물과 
이별한 보호자가 느끼는 우울증, 수면장애, 대인기피, 
외로움, 불안감 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이다[11]. 
학계에서는 pet loss grief, pet bereavement grief 등 
다양한 명칭으로 펫 로스 증후군을 다루고 있다.  

펫 로스 증후군이 일반적인 우울증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후 겪는 심리적 고통과 차별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Doka(1999)은 펫 로스가 
“인정받지 못한 슬픔 (disenfranchised grief)”, 다시 말해 
사회의 인정과 공감을 받지 못하는 상실감을 초래한다고 
설명하였다[6]. 이외에도 Corr (1999)와 Packman et al. 
(2014) 등이 펫 로스 (pet loss), 즉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친구, 가족 및 더 넓은 범위의 사회로부터 “진짜 상실(real 
loss)”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으로 분류한 바 
있다[12,13]. 따라서 펫 로스 증후군은 사회적 공감대의 
부족에 의해 초래 및 심화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2.2 펫 로스 증후군의 대처 방법 

펫 로스 증후군의 진단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 역시 
활발하다. Lee 의 2020 년 연구[14]는 반려동물 사별에 
의한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우울감이 
정신건강의학에서 질병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Seneca Innovation 에서 발표한 수의사용 
가이드라인에서는 펫 로스 증후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수의사의 도움, 추모(memorialization), 그리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제시하였다[14]. 먼저, 
수의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도움은 주로 반려동물과의 
사별을 준비하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의 
고통 완화, 안락사 여부, 장례 관련 의사결정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추모는 반려동물과의 추억에 대한 
기념, 장례 관련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사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다.  

상술한 세 가지 방법 중 펫 로스 증후군 경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인식한 것은 추모와 사회적 
지지이다. 국내 언론사가 펫 로스 증후군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년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펫 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히 애도, 추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25.1%)이라고 답했다[6]. 또한 다수의 수의사가 펫 로스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원 그룹(support 
group)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를 펫 로스 증후군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지목하였다[16]. 실제로 
Seneca Innovation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 또는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 
85.7%가 도움이 효과적이었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펫 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 방안은 추모 공간과 사회적 
지지 형성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 
서비스 디자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애도 
공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간을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안한다. 

3. 서비스 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퍼소나를 도출하였고, 나아가 메타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사용자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부양인의 펫 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인 ‘더레브’를 제안한다.   

3.1 퍼소나 (persona) 

퍼소나란 제품 또는 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한 디자이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가상의 인물이다. 퍼소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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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가 필요한지, 
기타 니즈(needs)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퍼소나를 선정할 때는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가 될 
타겟층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과 
특별하고 지속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될수록 관계의 
상실로 인한 슬픔의 강도가 더욱 커진다는 점[10]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과 가장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연령대를 주요 타겟층으로 선정하였다.  

2021년의 반려가구 현황 조사 자료[17]에 따르면 연령층 
중 20대가 반려동물과 가장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항목에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20 대 
반려가구의 경우 2018 년보다 5.6%p 높은 88.8%가 
동의했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20대 일반가구에서도 
2018년보다 11.7%p 증가한 78.7%가 동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중 사별 경험이 적고 
반려동물과의 애착 관계가 깊어 펫 로스의 영향에 
취약하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 30 대를 주요 
사용자로 선정하였다. 

 

그림 1 퍼소나: 펫 로스를 겪은 이주인 씨(24세) 

그림 1은 더레브의 퍼소나 이주인 씨(24세)이다. 이주인 
씨는 반려견의 죽음 이후 슬픔, 죄책감, 그리고 
공감해주지 않는 가족으로 인한 소외감으로 고통받는다. 
하지만 펫 로스 증후군에 특화된 상담 치료를 받을 곳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을 
공간도 알지 못하여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퍼소나 선정 및 분석을 통해 도출한 더레브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이다. 첫째, 펫 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용자에게 추모를 위한 충분한 
시공간을 제공한다. 둘째, 사용자가 친구, 가족,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3.2 메타포 (Metaphor) 및 컨셉 디자인 

메타포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개념을 차용하여 서비스의 
의도와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서비스 컨셉을 구체화하는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퍼소나를 토대로 결정된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사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의 핵심 메타포를 사용하였다. 

첫째로, 서비스의 이름인 ‘더레브’는 더 레인보우 
브릿지(The Rainbow Bridge)의 약자이다. 이 명칭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간다고 하는 사후 세계를 일컫는 
‘무지개 다리’라는 표현에 착안한 메타포이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흔히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표현할 만큼 보호자들에게 친숙한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이별을 추구하는 
더레브 서비스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메타포로 선정하였다.  

두번째 핵심 메타포는 온라인 추모관이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애도와 사회적 지지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상징적 공간이 장례식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더레브 
어플리케이션 내에 사용자가 떠난 반려동물을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장례식장과 흡사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온라인 추모관에 헌화 등의 기능을 만들어 
사용자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방문자들이 표하는 사회적 
지지와 추모를 직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펫 로스 
증후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용자가 이러한 메타포를 더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UI 컨셉을 
기획하였다. 더레브 어플리케이션 내 주요 색상은 그린 
계열이다(그림 4, 5, 6 참고). 이 계열의 색은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우울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18,19].  

3.3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Use C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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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더레브’ 서비스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앞서 퍼소나와 메타포를 토대로 ‘더레브’의 핵심 가치를 
설정 및 구체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더레브’ 
시스템이 어떤 상호작용을 수행하는지를 구체화한다.  

그림 2 는 ‘더레브’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다. 해당 
그림에서 행위자는 사람 모양 아이콘으로, 유스케이스는 
타원형으로 표현된다. 또한 점선 화살표는 포함 
관계(Include)를 나타낸 것으로, 하나의 유스케이스가 
다른 유스케이스의 실행을 전제로 할 때 형성되는 
관계이다. 

‘더레브’의 핵심 유스케이스는 사용자의 온라인 추모관 
운영과 반려동물 보호자 커뮤니티 참여이다. 우선 온라인 
가상 추모관은 실제 사망자의 장례식장과 흡사한 환경을 
온라인에 구현한 공간으로, 펫 로스 증후군 극복 방안에 
해당하는 추모를 실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다음으로 
반려동물 보호자 커뮤니티는 사용자들이 더 넓은 범위의 
사회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펫 로스 
증후군 극복 방안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를 실현하는 
기능이다.  

3.4 사용자 시나리오 

상술한 퍼소나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개괄적으로 디자인된 서비스를 토대로 사용자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사용자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측, 시나리오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를 디자인하는 도구이다.  

• 첫 번째 시나리오: 온라인 추모관 생성 및 사용 

첫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펫 로스를 겪고 더레브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가 본인이 펫 로스 증후군인지 
스스로 진단하고, 떠난 반려동물의 추모관을 생성한다. 
그림 3 은 이 시나리오에서 사용자가 추모관을 
생성하기까지의 서비스 흐름도이다.  

우선 카메라 접근 권한 승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사용자에게 펫 로스 증후군 자가 
진단을 위한 설문 문항 페이지가 제공된다. 설문은 펫 
로스 증후군 여부를 판단하는 Pet Bereavement 
Questionnaire (PBQ)와 우울증 선별도구인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총 16 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PBQ 
검사에 응답한다. 각 문항 당 1~3 점이 할당되어 총 
48 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펫 로스 증후군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된다[8].  

이어지는 2 단계 진단에서는 사용자가 펫 로스 

증후군에서 더 심화된 우울증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PHQ-9 설문이 진행된다. 사용자는 총 9개 문항에 
응답한다. 시스템은 각 문항에 0~3 점을 할당하여 총 
27 점의 점수 내에서 응답자의 우울증 정도를 
점수화하고[20], 응답 결과가 4점 이하이면 우울증 아님, 
5~9 점이면 가벼운 우울증, 10~19 점이면 중간 정도 
우울증, 20점 이상이면 심각한 우울증으로 분류한다.  

2 단계 자가 진단까지 마친 사용자에게 진단 결과를 
알리는 페이지가 보인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의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펫 로스 증후군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추천된다. PHQ-9 를 통한 2 단계 
진단에서 5점 이상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펫 로스 증후군 
전문 상담 센터 외에도 정신과 치료가 함께 추천된다. 
해당 추천 목록은 사용자가 원할 때 어플리케이션 하단의 
‘상담 치료 소개’ 탭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상담 추천 페이지를 닫자, 시스템이 추모관을 
생성하겠냐는 팝업창을 띄운다. 사용자는 ‘추모관 생성’ 
버튼을 눌러 떠난 반려견의 추모 공간을 만든다. 이어 
반려견이 좋아했던 장난감과 비슷한 아이템, 함께 듣던 
음악 등으로 추모관을 꾸며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갖는다. 
추모관을 완성한 뒤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초대 
링크를 보낸다. 그림 4처럼, 사용자는 친구와 가족이 보낸 
헌화의 개수와 방명록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그림 3 온라인 추모관 생성까지의 서비스 흐름도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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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며 펫 로스 증후군을 
극복해 나간다.  

• 두 번째 시나리오: 반려동물 보호자 커뮤니티 참여 

이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가 펫 로스를 경험한 반려동물 
보호자, 그리고 펫 로스를 경험하기 전인 반려동물 
보호자와 교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 커뮤니티’에 
참여한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하단의 ‘커뮤니티’ 
탭을 눌러 해당 커뮤니티에 접속하자, 다양한 게시글이 
노출된다. 사용자는 페이지 상단에서 원하는 필터를 
선택하여 펫 로스 경험에 관한 게시글, 노령 반려동물 
보호자의 고민에 대한 게시글 등을 골라 열람한다 (그림 
5).  

사용자는 관심을 끄는 게시글 작성자의 닉네임이나 
프로필 사진을 눌러 작성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프로필 페이지에서는 해당 작성자의 닉네임과 
매너 지표들(게시물 수, 받은 좋아요와 신고 수, 댓글 
수)이 노출된다. 사용자는 작성자의 프로필 사진 아래 
‘추모관’ 버튼을 통해 추모 공간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자와 소통하며 펫 로스 경험에 대한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형성해간다. 

4. 논의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범위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펫 로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디자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퍼소나와 사용자 시나리오를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방안을 알아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구현하고자 하였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상 추모관과 반려동물 보호자 
커뮤니티로 이루어지며, 펫 로스 증후군의 회복 방법인 
추모와 사회적 지지를 실현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펫 
로스 증후군 환자들에게 회복 효과를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펫 로스 경험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 정도 외에도, 개인적인 애착 형성 
유형 등의 정서적 특질이 펫 로스 증후군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여 더레브 서비스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여 서비스 유용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용성 

평가의 목적은 더레브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펫 로스 
증후군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4주 동안 더레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험 
집단과, 더레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통제 집단으로 대조군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이때 실험 집단은 펫 로스를 겪은 20-30 대를 
무작위로 모집하여 구성한다. 참가자들은 실험 시작 시와 
4 주의 실험 종료 후 PBQ 와 PHQ-9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 또한 참가자들의 정서적, 성격적 특질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심층 인터뷰가 진행된다. 실험 전후의 설문 
결과 비교와 인터뷰 분석을 통해 더레브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그림 4, 5, 6: 더레브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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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 펫 로스 증후군 케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퍼소나, 메타포 및 컨셉,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사용자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이론적인 면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펫 로스 증후군 케어 서비스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실용적인 면에서는 본 연구의 디자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펫 로스 증후군 케어 어플리케이션이 제작된다면 펫 로스 
경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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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온라인 아이돌 공연의 주요 인터랙션 수단인 
채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업체 ㈜라이브커넥트에서 진행한 
51개의 온라인 아이돌 공연의 채팅 데이터를 수집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텍스트 
전처리과정을 통해 두 글자 이상의 단어를 확인하여 
채팅 데이터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제 채팅이 급증하는지 파악하고, 그 구간의 공연 내 
콘텐츠를 확인하고 텍스트 전처리 과정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온라인 아이돌 
공연의 채팅 인터랙션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채팅 내용이 주로 공연자와 관련된 
내용이며, 채팅이 급증하는 구간에서는 공연자와 관련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연 콘텐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Live Streaming Concert, Chat interaction, Chat 
Analysis,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 서론 

2020년 발생한 COVID-19 범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오프라인 활동이 위축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공연 시장의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한 유료 
온라인 공연이 대안으로서 활발히 활용되었다. 온라인 
공연의 장르는 콘서트, 쇼케이스, 팬미팅, 뮤지컬 등 
오프라인에서 즐겼던 주요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공연 형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 중 하나는 
아이돌 산업이다. 유명 아이돌 그룹 BTS 의 라이브 
스트리밍 공연은 전 세계 약 99 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4].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연이 
늘어나1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공연 
사례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11].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업체 (주)라이브커넥트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 1~3분기 온라인 아이돌 
공연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공연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공연을 시청하는 방법이 
기존 공연을 즐기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는 일반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와 같이 
사용자들이 소통 및 인터랙션을 위해 채팅을 사용한다. 
채팅은 같은 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있다는 공존감을 줄 
수 있고[1], 공연자와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인터랙션 수단이다. 일반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채팅에 
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사용자가 채팅에 참여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워진 
채팅 환경 속 인터랙션에 관한 연구[2][3]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채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8]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유료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 채팅 
인터랙션의 맥락은 일반적인 라이브 스트리밍과 다르다. 
금액을 지불하고 관람하는 콘텐츠이며 시청자들은 
공연자(예: 아이돌 멤버)와 준 사회적 (parasocial) 
관계[10]를 형성하고 애착 및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 사용되는 채팅의 
특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반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해 선행된 
연구[1-3]와 유사하게 온라인 아이돌 공연의 채팅 
인터랙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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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채팅 빈도수 기반 분석을 통해 채팅 참여에 
활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과 그 수를 
확인하고, 두 집단 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또한, 텍스트 
분석 및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 
이뤄지는 채팅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또한, 
갑자기 채팅이 증가하는 구간의 특징과 채팅 사용 
동기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온라인 
아이돌 공연의 맥락에서 채팅 인터랙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다양한 공연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온라인 컨텐츠를 위한 인터랙션 연구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사용자들의 인터랙션을 지원하고 고도화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Yang et al.의 연구에서는 텍스트 기반 
인터랙션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냅숏을 활용하여 
스트리머와 시청자 간의 인터랙션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5]. 또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친 시청자들에게 인터랙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요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6].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 더 몰입감을 주기 위한 
인터랙션 수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Yakura 
and Goto는 온라인 콘서트에서 가상 아바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공존감을 향상하는 접근법을 제안한다[9]. 
이처럼 온라인 공연에서 새로운 인터랙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해, 가장 일반적인 인터랙션 수단인 채팅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2.2 라이브 스트리밍에서의 채팅에 관한 연구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방송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채팅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수의 시청자들이 동시에 
채팅에 참여할 경우 게시 속도가 높아서 채팅 메시지가 
매우 혼잡해질 수 있다. Hamilton et al.의 연구에서는 
혼잡한 채팅 환경은 인터랙션의 실패를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고[2], Gardner et al.에서는 혼잡한 
채팅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인해 
채팅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3].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채팅 인터랙션은 서로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특정 

콘텐츠의 채팅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존재한다. 온라인 중계 플랫폼 ”네이버 스포츠"에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대규모 채팅 
인터랙션을 채팅 사용패턴과 모티브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1]. 이 연구에서는 채팅 속도, 채팅 길이 등 
일반적인 특징을 확인하고, 사용자들의 채팅 사용 
동기의 이유 등을 보여준다. 또한, 개표방송의 채팅 
데이터에서 텍스트 마이닝과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해 
언론사별 채팅 인터랙션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8]. 앞선 연구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 공연이라는 콘텐츠에 집중하여 채팅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고유의 특징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연구 설계 

3.1 데이터셋 

 

그림 1 온라인 아이돌 공연 인터페이스 

공연 인터페이스 

본 연구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플랫폼 
(주)라이브커넥트가 서비스했던 온라인 아이돌 공연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은 온라인 아이돌 
공연 서비스를 위해 구축한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그림 1의 1번은 생중계되는 공연의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림 1의 2번의 영역에서는 공연자의 말을 
실시간으로 다국어로 번역된 자막이 제공된다. 사용자는 
그림 1의 3번의 영역에서 본인이 보낸 채팅을 포함하여 
전체 사용자들의 채팅 내용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4번은 채팅 내용 입력하는 창과 입력한 
채팅 내용을 보내는 버튼이다. 

공연 데이터 수집 

본 연구를 위해, 2021 년부터 2022 년까지 
㈜라이브커넥트가 서비스했던 51개의 온라인 아이돌 
공연을 대상으로 채팅 인터랙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공연은 평균적으로 1시간 49분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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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내의 콘텐츠는 사전녹화, 토크, 퍼포먼스로 
나뉘었다. 사전녹화란, 생방송 중에 재생하기 위해, 
공연자의 무대를 사전에 녹화한 것을 의미한다. 51개 
공연의 장르는 콘서트가 16개, 쇼케이스가 10개, 팬 
미팅이 25개였다. 컴백한 앨범의 소개와 홍보를 위한 
쇼케이스와 팬들과의 소통이 목적인 팬미팅에서는 공연 
내용 중 토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51~89%였다. 반면 
콘서트에서는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채팅 인터랙션 데이터 

수집한 공연은 공연 시청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채팅에 
참여할 수 있다. 채팅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사용할 
수 있었다. 51개의 공연에서 사용자들의 채팅은 총 
3,872,378개였다. 채팅 데이터는 채팅을 사용한 시간, 
채팅 사용자 ID, 채팅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집한 
공연은 해외 팬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된 채팅 내용이 있었다. 
모든 외국어 채팅 내용은 자동으로 언어를 탐지하여 
번역해주는 구글 Translate API를 활용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3.2 연구 방법 

정량적 분석 

이전 연구[1]과 유사하게,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51개의 공연 별로 분당 채팅 수, 1개의 채팅 당 글자 수, 
공연 참여자 수 대비 채팅 참여자 비율을 확인하였다. 
채팅 빈도수를 통해 채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용자의 
채팅 점유율과 그렇지 않은 사용자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1]에서 채팅 사용자 상위 10%가 전체 채팅의 
79.9%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각 공연 별 
상위 10% 사용자가 채팅을 점유하고 있는 비율과 
80%의 채팅을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비율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공연 별로 채팅에 한 번만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확인한 통계치를 공연 장르별(콘서트, 팬미팅, 
쇼케이스)로 나누어 정리하고 비교하였다. 

채팅 내용 분석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 진행되는 채팅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채팅에서의 다빈도어를 추출하려고 한다. 
우선, 공연 별 전체 채팅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 

Python과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KoNLPy의 Okt를 
이용해 두 글자 이상의 단어들을 추출했다. 추출된 단어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40개를 워드 클라우드 통해 
시각화하였다. 그리고 각 공연 별로 상위 5개의 주요 
단어를 정리하였다. 시각화된 주요 단어를 관찰하여 
‘응원’, ‘아티스트 언급’, ‘인사’, ‘공연 관련 내용’ 
4 가지의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로 분포 비율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채팅에 한 번만 참여한 
사용자들의 채팅 내용에서 위에서 언급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두 글자 이상의 단어를 추출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채팅 급증 구간 분석 

공연 내에서 채팅이 급증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국부 최댓값을 
검출하는 Peak Find API를 사용하여 채팅 급증 구간을 
확인하였다. 채팅 내용 분석에서 진행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추출한 구간에서 채팅 데이터를 전처리하였다. 
이후 각 공연 별로 자주 언급된 주요 단어를 확인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정량적 분석 

수집한 51 개의 공연에서 공연 참여자수는 평균 
7234.9명(표준편차:14520.4)이었다. 전체 공연 시간 
대비 분당 평균 채팅량은 평균 617.7개 (표준편차: 
1876.5)였다. 51개의 공연에서 1개의 채팅 당 평균 
글자 수는 12.67개(표준편차: 1.54)였다. 채팅 참여율은 
51개에서 평균 41.49%(표준편차: 13.72)를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다. 채팅 참여율이 50%가 넘는 공연은 
51개의 공연 중 13개였다. 공연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채팅 참여자의 수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Pearson, .9644), 채팅 참여율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earson, -.005). 

각 공연에서 채팅 점유율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사용자 수의 비율은 9%~37%(평균: 22.04, 표준편차: 
5.98)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의 사용자들이 채팅을 
점유하는 비율은 45%~79%(평균: 59.76, 표준편차: 
11.03)였다. 공연마다 채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용자의 비율과 채팅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용자의 
비율은 공연 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연 시간 동안 채팅에 한 번만 참여하는 사용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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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1%(표준편차: 9.4)였다. 51개의 공연에서 17%~ 
51% 정도가 채팅을 두 번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표 1은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공연 장르별로 분석하여 
정리해놓은 것이다. 분당 평균 채팅량은 장르별로 
차이가 컸으며, 콘서트 장르에서 가장 많았다. 채팅 
길이는 공연 별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장르별로 
활동적인 사용자들이 채팅을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팬미팅에서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 채팅을 1번만 
사용한 사용자는 쇼케이스에서 가장 높았지만, 채팅에 
참여한 사용자의 비율은 세 장르 중 쇼케이스가 가장 
낮았다. 

표 1. 장르별 정량적 분석 통계 

 콘서트 팬미팅 쇼케이스 

공연 개수 16 25 10 

분당 채팅량 1638.5 136.1 373.1 

상위 10% 사용자의 
채팅 점유율 

63.9% 56.4% 61.6% 

채팅 길이 12.97 11.91 11.8 

채팅 점유율 80%의 
채팅 사용자 점유율 

19.21% 22.5% 23.25% 

채팅 참여율 44% 42% 37% 

채팅 1번 사용자 27.64% 29.84% 42.08% 

 

 

그림 2 전체 구간에서 주요 단어 예시(woodz) 

4.2 채팅 내용 분석 

51 개의 공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은  
“사랑”, “앵콜”, “당신(공연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그림 2는 임의의 남성 솔로 공연자의 공연(woodz)의 
채팅 내용에 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채팅 내용에서 
주요 단어를 추출하고, 그 주요 단어를 빈도수 기반을 

통해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것이다. 공연자를 
응원하는 표현(예: 사랑), 공연자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공연자를 지칭하는 표현(예: 당신, 승연)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주로 공연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51개의 
모든 공연의 채팅과 두 남성 솔로 공연자의 공연(woodz, 
강다니엘)에서 나타난 채팅 중 빈도수가 높은 상위 
5개를 정리하여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정리해놓은 
것이다. 사용자들은 공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 채팅을 활용해 소통 
및 정보 공유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 그룹 공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표현(예: 싱크, 화면, 
소리)들이 채팅 메시지에서 다수 관찰되었다. 채팅 
내용을 통해서 공연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공연 
주변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각화한 
주요 단어를 관찰했을 때,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단어인 
응원(사랑, 화이팅, 수고, 고생), 아티스트 언급(아티스트 
본명, 아티스트 지칭 표현, 아티스트 별명), 인사(안녕, 
감사), 그리고 공연 관련 내용(아티스트 노래이름, 공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4가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 단어 중 각 주제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응원이 26.6%, 아티스트 언급이 25%, 인사가 4.16%, 
공연 관련 내용 31.6%였다. 이 결과를 통해 아티스트와 
공연에 관련된 내용이 채팅의 주요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시간에 따른 채팅량 변화 그래프 예시 

채팅에 한 번만 참여하는 사용자들의 채팅 데이터 중 
가장 높은 빈도수의 단어는 공연자에 대한 응원의 
표현인 “사랑”이라는 단어였는데 전체 51개의 공연 중 
27개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상호 간 
혹은 공연자에게 건네는 인사의 표현(예: “안녕", 
“수고")과 아티스트를 지칭하는 표현이 다음으로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채팅에 자주 
참여하기보다 공연에 집중하던 사용자들이 공연자를 
응원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 채팅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94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294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4.3 채팅 급증 구간 분석 

채팅이 급증하는 구간에서 채팅 파악함으로써 채팅 사용 
동기 및 맥락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은 51개 
중 한 공연에서 시간에 따라 채팅량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 예시다. 각 공연의 큐시트(공연 순서를 
상세하게 적어 놓은 일정표)와 채팅량 변화 그래프를 
비교한 결과 채팅이 급증하는 구간의 공연 내 콘텐츠가 
주로 공연이 시작할 때, 오프닝 인사, 공연이 끝나기 
직전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51개의 
공연에서 스파이크가 높은 순으로 3개의 급증 구간을 
선택했다. 평균적으로 급증하는 세 구간의 채팅량은 
전체 채팅량의 24.6%를 차지했다.  

표 2. 전체 채팅에서 상위 5개 단어 예시(woodz, 강다니엘) 

51개 공연 woodz 강다니엘 

사랑 사랑 다니엘 

앵콜 당신 사랑 

당신 오늘 니엘 

진짜 승연 진짜 

우리 안녕 파라노이아 

채팅 급증 구간의 주요 단어는 전체 내용에서의 주요 
단어(예: “사랑”, “앵콜”, “당신”)와 유사했지만, 이 
구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woodz공연에서는 공연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예: 긴장, 
준비), 공연자를 지칭하는 표현(예: 승연, 승연이, 당신), 
공연자를 응원하는 표현(예: 사랑, 화이팅, 박수), 
강다니엘 공연에서는 공연자의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왜거: 허리가 왜 거기에 있어, 구미: 젤리같은 
외모)과 공연 내에 특정 콘텐츠와 관련된 표현(예: 
케이크) 등 급증 구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 또한, 기술 이슈가 있었음을 확인한 공연은 전체 
내용에서 발견한 주요 단어들을 채팅 급증 구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5. 논의 및 한계 

5.1 논의 

채팅을 사용하는 동기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진행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좋아요 수, 스트리머의 성별, 시청자 수, 
방송 시간 등 주변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2]. 온라인 아이돌 공연 또한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채팅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일부 
공연에서는 공연자가 채팅에 참여하여 사용자들과 
소통하는 콘텐츠와 공연자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예: 
공연자가 참여하는 게임 콘텐츠)에서 채팅이 
급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 
사용자들이 채팅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채팅 내용은 사용자들의 채팅 사용 용도를 유추할 수 
있다.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 사용자들은 공연자의 
이름을 부르고 애정을 드러내거나 공연이 연장되기를 
희망하는 채팅 내용(사랑, 앵콜)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통해 공연자를 응원하거나 바램을 표현하기 위해 채팅을 
사용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온라인 무용 
공연에서는 채팅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공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7]. 
이는 본 연구에서 채팅 참여에 소극적인 사용자들이 
공연에 집중하고, 응원이나 인사 같은 간단한 용도로 
채팅을 사용하는 맥락과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의 
채팅 사용 특성을 활용한다면 채팅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2 한계 

본 연구에서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4.1에서 발견한 통계치 중 분당 평균 
채팅량의 편차(1876.5)가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부 공연의 채팅량이 다른 공연에 비해 매우 
많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채팅 
데이터에서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지만, 두 글자 이상의 
명사만 추출하여 확인했기 때문에 채팅 데이터에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의성어, 서술어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연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량 분석과 텍스트 분석만을 수행하여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 채팅 사용 맥락이 기존 연구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아이돌 
공연의 채팅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와 다른 도메인의 
채팅 사용 맥락과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채팅 세부 
내용에 관한 분류 작업과 채팅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고도화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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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 온라인 아이돌 공연의 주요 인터랙션 
수단인 채팅을 중심으로 정량적 분석과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 
채팅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은 주로 공연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응원하는 등 
공연자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채팅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채팅 사용량이 급증하는 
구간과 이 구간의 채팅 내용이 공연 내 콘텐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아이돌 
공연에서 채팅 인터랙션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자들에게 더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인터페이스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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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COVID-19 이후 AR/VR 기반의 라이브 가상 공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현재는 
제한된 자동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엄격한 
타임라인에 맞춰 공연이 진행되거나 별도 

오퍼레이터들의 노동집약적인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합주가 불필요한 1 인 
아티스트 위주의 공연이나 반주 음원을 활용하는 

팝ㆍ힙합 위주로 장르가 제한되어 있고 퍼포머의 
자유도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악기 연주 등의 음악 
공연에서 자동 악보 추적(score follow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착용형 증강현실 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음악 
추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는 현실에서의 연주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실시간으로 가상 공간에 연동한다는 점, 

그리고 증강현실 특성에 맞게 파트 별 악보를 
공간에서의 악기의 위치에 맞게 배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시스템은 라이브 가상 

콘서트의 전반적인 상황을 음성 정보를 매개로 
모니터링하는 기술로써 확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조명 및 시각 애니메이션 효과, 백스테이지 운영 등 공연 

자동화 시스템의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시스템 내에서는 아바타의 특정 
애니메이션을 악보 위치와 연동함으로써 연주 상황에 

맞게 아바타의 동작이 전환되는 효과를 구현하였다.  
 

주제어 
혼합현실, 증강현실, 실시간 시스템, 음악 정보 처리, 
정보 시각화  

 

1. 서 론 
 COVID-19로 인해 오프라인 음악 공연 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게임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가상 콘서트 점유율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상 콘서트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며, 가상 공연에 적합한 몰입형 

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5, 
14].  

그림 1. 증강현실 실시간 음악 추적 시스템 사용 예시 
 

  하지만 현재 가상 공연은 여전히 현실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대다수의 라이브 가상 공연들은 엄격히 
정해진 타임라인에 맞춰 진행되거나 별도 
오퍼레이터들의 노동집약적 시스템으로 진행되곤 한다. 

따라서 합주가 불필요한 1인 아티스트 위주의 공연이나 
반주 음원을 활용하는 팝ㆍ힙합 위주로 장르가 제한되어 
있고 연주자나 지휘자의 섬세한 표현이 중요한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실시간 특정이 강한 장르의 경우 
라이브 가상 공연으로 달성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공연 상황에서 

현실과 가상의 동기화가 현실의 실시간 오디오 정보를 
매개로 더욱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 악보 
추적(score follow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음악 추적 기술을 혼합/증강 현실 환경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악보(score)는 음악의 특정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ㆍ음악적 소통의 

매체로서, 연주의 실시간 추적을 가장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기능한다. 자동 악보 추적 
이라고도 하는 실시간 오디오-악보 정렬은 현재 

연주되는 음악의 음성 정보를 특정 구간의 악보 정보와 
실시간으로 정렬함으로써 라이브 연주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지휘자, 연주자, 관객 등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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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추적이 필요한 사용자가 AR HMD 를 착용하여 
실제 음악 연주와 동기화된 악보를 시각화해줌으로써 

현실에서의 연주 정보를 데이터화 하여 확장된 
가상공간에 연동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시스템에서 AR 
HMD 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주자들은 연주 중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악기를 보며 운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의 시야를 가리는 VR 기기는 적합하지 
않고, 악보 모니터링과 동시에 다른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태블릿과 같은 형태보다는 시야각이 
비교적 넓은 스마트글래스 형태의 기기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본 시스템에는 AR HMD 디바이스로 

Microsoft 사의 Hololens2를 사용했다. 둘째, 여러 악기 
파트가 나뉘어진 실내악 혹은 오케스트라 환경에서는 
총보의 형태를 그대로 시각화하는 것이 아닌 각 악기 

혹은 파트 별로 분리된 파트보를 공간에 맞게 배치한 후 
각 악기의 연주에 따라 악보를 각자 동기화하는 
사용자화가 가능하다. 이는 현 공간 위에 증강된 객체를 

디스플레이하는 증강현실의 특성을 살려 파트 별 악보를 
악기의 위치에 맞게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파트의 
악보를 한 눈에 읽어야 하는 기존 총보보다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감상 및 이해 
뿐만 아니라 연주나 지휘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 시스템 데모 화면 1. 곡 목록 UI및 곡 선택 (좌)  
AR 악기 아이콘 테이블 및 공간 내 배치 (우)  

 
그림 3. 시스템 데모 화면 2. 연주 시작 활성화에 따른 악보 및 
아바타 배치. Head-fixed 방식으로 디바이스 시선에 고정된 
사용자의 악보 (빨간색)와 World-fixed 방식으로 배치된 타 
연주자의 악보(노란색). 

 그림 2 와 같이 선택한 곡의 종류에 따라 사용될 AR 
악기 오브젝트들이 사용자에게 보여진다. 연주자의 실제 

위치에 해당 악기 오브젝트를 배치하여 적절한 위치에 
악보가 시각화될 수 있도록 한다. 연주 시작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악기 아이콘이 악보 이미지로 

교체되며, 곡 연주 진행에 맞춰 각 악보들이 적절한 
시점에 교체된다 (그림 3 참고). 또한 악보 상의 특정 
위치를 아바타의 애니메이션 트리거와 연동하여 곡 연주 

진행에 따라 동작이 전환된다. 본 시스템에 대한 데모는 
[20]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배경 및 선행 연구 
 코로나 19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게임 및 OTT 시장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2]. 한국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020년 대중음악 공연 매출은 2019년 대비 85% 

감소한 533억 원, 2021년에는 76% 감소한 848억 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최근에는 게임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특성을 활용한 가상 음악 공연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5, 13]. 
 가상 공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Roblox 및 Fortnite와 

같은 가상 게임 공간에서의 공연, 존 레전드의 음악 
플랫폼에서의 VR 공연 등이 있다. 이러한 가상 공연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관객에게 다가감으로써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아직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현재 가상 콘서트들은 
자동화 시스템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대다수의 라이브 가상 공연들은 엄격히 정해진 
타임라인에 맞춰 진행되거나 별도 오퍼레이터들의 
노동집약적 시스템으로 진행되곤 한다. 따라서 합주가 

불필요한 1인 아티스트 위주의 공연이나 반주 음원을 
활용하는 팝ㆍ힙합 위주로 장르가 제한되어 있고 
연주자나 지휘자의 섬세한 표현이 중요한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실시간 특정이 강한 장르의 경우 
라이브 가상 공연에서 상당수 배제되어 있다. 둘째, 공연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음악 혹은 음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라이브 
가상 공연에서의 시스템은 모션 캡쳐나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시스템이 주를 이루며, 음악이나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시스템은 아직 제한적으로만 
도입되고 있다.  
 실제 공연 사례 뿐만 아니라, 라이브 공연 상황에서 

증강현실이나 혼합현실 환경을 활용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1, 5, 9, 11, 13]. [9]에서는 악기 
연주 상황에 AR 악보 디스플레이를 모바일, 태블릿 등 

다중 디바이스와 연동하여 필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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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고, [1]에서는 AR 착용형 디스플레이 인터랙션을 
이용하여 자막을 배치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11]는 

콘서트를 감상하는 관객의 모바일 장치에 해당 악보를 
표시하는 UX 디자인 시나리오를 제안했으며 [13]은 
현악 사중주가 연주하는 푸가의 실시간 시각화를 

제시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 중 증강현실 혹은 
혼합현실에서 실시간 오디오 처리를 활용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자동 악보 추적이라고도 하는 실시간 오디오-
악보 정렬 기술은 1980년대부터 활발한 연구되어 왔던 
주제이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오케스트라나 오페라의 

복잡한 형식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6, 7]. 또한 페이지터너(page turner) [4], 조명 컨트롤, 
라이브 비디오 편집, 백스테이지 운영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자동 악보 추적 알고리즘에 대한 응용 연구는 
페이지터너 제품, 웹, 태블릿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AR/MR/XR과 
같은 확장현실(XR) 기반의 플랫폼에서의 시스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음악 추적 기술을 착용형 
증강현실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함으로써, 가상 콘서트 등에서 실시간 오디오 정보를 

매개로 혼합/증강현실과 실제 현실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반기술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상세 
 본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모듈로 구성된다. (1) 

연주되는 오디오를 실시간으로 캡쳐하고 추출된 특징을 
악보 정보와 정렬시키는 실시간 음악 추적기 서버; (2) 

정렬된 결과를 다양한 기기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모듈; 
마지막으로 (3) 네트워크를 통해 증강현실 기기에 현재 
추적 중인 악보 위치 및 공간 배치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모듈이다. 본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Online Dynamic Time Warping(OLTW) 알고리즘 
기반의 실시간 음악 추적 기능을 공연 참여자들의 

증강현실 인터페이스에 통합하는 것이다. 실제 
구현에서는 연주되는 실시간 오디오 입력에 해당하는 
특정 악보 이미지가 증강 환경에 표시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시스템 구현은 Unity C#과 
MRTK(Mixed Reality Toolkit), 그리고 Python 을 
이용한 API 서버로 구현했으며 주요 기능에 따라 크게 

실시간 음악 추적기, 네트워크 구조, 시각화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구현된 소스 코드 및 관련 
자료는 Github에 공개되어 있다[15]. 

3.1 실시간 음악 추적기 
 

 
그림 4. 실시간 음악 추적기 내부 순서도 

 
 실시간 음악 추적기는 입력된 참조용 악보와 실시간 

오디오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그림 4 참조)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해당 시스템 내에 연주자의 
리허설 오디오를 추가하여 실시간 정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실시간 음악 추적기는 세부적으로 아래 네 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1) 입력된 전자 악보를 정렬에 사용할 
참조(reference) 오디오 및 각 악기 별 파트보 이미지로 

변환하는 모듈; (2) 연주되는 오디오를 실시간으로 받아 
정렬에 필요한 특징을 추출하는 라이브 오디오 스트림 
프로세서; (3) 추출된 특징을 주어진 참조 오디오의 

특징과 정렬하는 정렬 알고리즘; (4) 정렬 결과를 전송할 
웹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API 
인터페이스이다. 전자 악보(musicxml) 형태를 파트 

별로 분리하여 이미지를 추출하는 작업에는 음악 분석 
라이브러리인 music21이 사용되었으며, 참조 오디오는 
전자 악보를 musescore[16] 프로그램에서 MIDI 형태로 

변환 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상악기를 통해 오디오를 
합성하는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3.1.1 오디오 스트림 프로세서 

 실시간 오디오를 받아 정렬에 필요한 특징을 추출하는 
오디오 스트림 프로세서는 PyAudio[19]를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마이크 장치를 통해 실시간 오디오 입력이 

들어오면 일정 간격의 오디오와 12 음계를 나타내는 
chroma 특징이 추출된 결과를 큐에 저장한다. 단시간 
푸리에 변환(Short-Time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시간 및 주파수축으로 변환한 후 이를 12 음계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chromagram 을 추출했다. 악보 
추적이 시작되면 메인 스레드의 정렬 루프가 실행되면서 

큐에 저장된 chroma 배열을 순서대로 꺼내서 계산이 

진행된다. 

3.1.2 Online Dynamic Time Warping 
Dynamic Time Warping(DTW)는 두 시퀀스  ! ≔
#$!%{!#$}

&
와 & ≔ #''%{'#$}

(
에 대해 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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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nonlinear alignment)을 시키기 위해 각 쌍마다 
계산된 거리 비용의 합인 ∑ )*$!) , ''),*

{)#$} 가 최소가 

되는 정합 경로(warping path) - ≔ {(0) , 1))})#$* , (1 ≤
0) ≤ 6, 1 ≤ 1) ≤ 7)를 구하는 정렬 알고리즘이다. 이 
때 누적비용행렬(accumulative cost matrix) 8 ∈
	;+×- 는 아래와 같이 동적계획법에 따라 계산되며 

시간복잡도는 <(01)이다.  

8[0) , 1)] = )*$!) , ''), +ABCD
8[0) − 1, 1)]
8[0) , 1) − 1]

8[0) − 1, 1) − 1]
 ( 1) 

 OLTW 알고리즘은 위 DTW 알고리즘을 데이터 

스트리밍 등 실시간 환경에 맞게 변형된 것으로, 이전 
경로의 방향을 고려하고 고정된 시간(F) 길이 제한을 
도입하여 시간복잡도를 선형으로 줄인 알고리즘이다. 본 

시스템에 핵심적으로 구현된 실시간 오디오-악보 정렬 
알고리즘은 Simon Dixon[7, 8]의 OLTW 알고리즘을 
음악 정보 정렬에 적용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Python 

구현체로 재구현되었다. 본 시스템에서는 참조 오디오와 
입력 오디오의 chroma 특징을 추출한 두 시퀀스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여 거리를 계산했다. 

 

그림 5. OLTW의 실시간 최적 경로 후보의 히스토리 (좌). 
두 오디오(참조 오디오와 실시간 오디오)의 비용 행렬 (cost 
matrix) 계산을 통한 사후 정렬 결과 비교 (우) 

 

그림 6. OLTW 정렬 실험에 사용한 4성부의 악보.  

BWV 66.6 (Bach, Johann Sebastian) 

그림 5 와 같이 실시간 음악 추적 결과를 사후 정렬 
결과인 비용행렬(cost matrix) 계산을 통한 정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연속된 빨간색 점으로 나타난 결과가 
OLTW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정렬한 경로이다. 최적 
경로에서 벗어난 OLTW 정렬 결과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체로 사후 정렬 결과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정렬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한 
악보는 music21 Corpus[17]에서 제공하는 곡 중 하나인 

바흐의 4 성부 성악곡인 BWV 66.6 의 앞 6 마디를 

사용하였다 (그림 6참고). 

3.1.3 API 서버 구조 

그림 7. 실시간 음악 추적기 서버 실행 모습. API 호출 
인터페이스 (좌) 악보 추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진행률 
막대(progress bar)를 포함하는 콘솔 (우) 

 
 AR/MR/XR 등의 크로스플랫폼에서 악보 추적, 악보 
시각화 정보 등을 주고받기 위해 시스템은 안정적인 API 
server 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RESTful 

API 개발을 위한 웹 프레임워크로 FastAPI를 활용하고 
TCP 통신과 웹소켓 방식의 통신 연결을 모두 
가능하도록 API 를 구현했다. 서버의 실행 모습은 위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버를 
실행하는 콘솔에서는 현재 악보의 위치를 진행률 
막대(progress bar) 형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3.2 네트워크 구조 
 

 

그림 8.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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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과 같이 시스템 실행 환경은 총 두 대의 컴퓨터로 
구성된다. Unity 에서 제공하는 Photon Unity 

Networking(PUN) 2를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실시간 음악 추적 
서버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오디오 입력을 받고 

실시간으로 악보 상의 위치를 추적하여 멀티플레이어 
게임 엔진인 photon[18]을 통해 홀로렌즈 클라이언트로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홀로렌즈를 착용한 

사용자는 연주 상황에 맞춘 악보의 모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자동 악보 추적 기능은 마이크 입력을 실시간으로 받는 

Python 서버와 동일한 머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을 홀로렌즈 클라이언트들과 연결해주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하다. 다기종 간 악보 추적 및 악보 

시각화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hoton 
Unity Networking service(PUN)를 이용하였다. 

 
그림 9. Dummy Unity(좌)와 음악 추적기 서버(우)와의 로컬 
웹소켓 통신 화면. 

 Photon Unity Networking Service(PUN)는 Unity 

기반 프로그램들에 멀티플레이어 특성을 주어 네트워크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PUN 의 네트워킹 API 구성은 
설치나 업데이트 등의 기능 또한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에 유리하다 [10]. 

 그림 9와 같이 시스템 내 음악 추적기 서버는 홀로렌즈 
클라이언트와 photon network 로 연결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Dummy Unity 클라이언트를 같은 컴퓨터 
안에서 병렬적으로 실행시킨다. Dummy Unity는 화면 
안에서 현재 악보 상의 위치를 내 progress 값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Photon Unity 
Networking(PUN)의 TCP 통신을 통해 홀로렌즈 

클라이언트들에게 위치 정보를 동기화한다.  

3.3 음악 추적 시스템 시각화 

3.3.1 악보 하이라이팅 

 

그림 10. Unity 내 악보 마스킹 기능 테스트 화면. 

 
 악보를 AR 환경에 맞게 진행상황을 하이라이팅하기 

위해 유니티 Unlit 쉐이더를 수정하여 마스킹 기능을 
구현하였다(그림 10 참조). Texture를 가진 Unlit 
Shader에 Transparent 태그를 추가하여,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Alpha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tint 코드와 stencil 코드를 추가하여 곡의 진행 
상태에 따른 악보 하이라이팅이 가능해졌다. 

3.3.2 아바타 애니메이션 연동 

  
그림 11. 아바타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와 악보 연동. 

  
 실시간 음악 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시각 애니메이션을 
연동하는 시나리오를 검증하기 위해, 본 시스템 내에 

임의의 아바타들과 각 연주 상황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악보의 특정 위치에 연동하여 곡의 진행 상황에 맞게 
애니메이션이 전환되도록 구현하였다(그림 11 참조).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스템은 오디오 입력을 받아 
Online Dynamic Time Warping(OLTW) 알고리즘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곡의 자동 악보 추적(score following)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AR/MR/XR 공간 안에서 악기 
배치를 악보와 연동하여 각 파트별로 쪼갠 악보인 
파트보(parts) 형태로 디스플레이되며 자동적으로 

이미지 전환 및 하이라이팅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공연 연주 상황에 맞게 3D아바타의 동작이 전환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실시간 음악 추적 기술이 가상 

공연에서의 음악 진행에 따른 시각 효과 자동화 등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시스템에서는 두 손이 자유롭지 않은 연주자 

및 지휘자의 경우 특정 파트보를 연주 중에 켜고 끄는 
것이 쉽지 않아 연주 전에 미리 세팅한 배치를 연주 도중 
바꾸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선 추적 등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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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신체기관을 활용한 제스처 인터랙션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실시간 합주 상황에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설계를 후속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악기 연주 뿐만 아니라 성악, 오페라 등 

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서 실시간 음악 추적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오디오의 실시간 정렬 형식을 악보 
뿐만 아니라 가사에도 적용하도록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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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손은 사물의 접촉과정에서 전달되는 감각 정보와 인지 

활동을 통해 과제 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신체 
부위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아짐으로 아이들의 손 조작 기술 발달이 미숙하고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아이들이 보다 즐거운 
방법으로 소근육을 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의 젓가락 사용 실태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둘째, 국내 젓가락 
훈련 관련 선행 연구 및 사례 조사를 수행하여, 사전 
지식을 습득하였다. 끝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니즈에 

기반한 아동 소근육 발달을 위한, 인터랙티브 젓가락 

게임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아동, 소근육발달, 젓가락, 게이미피케이션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들은(80~90s 년생) 개인적인 
업무 처리에서부터 일상 속 다양한 편리를 위한 목적과 
더불어 육아 도우미 용도로까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1,2,3]. 이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기기를 최초로 
접하게 되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2019년 기준 12개월~만 6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602 명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 미디어를 사용하는 영유아 중 
45.1%가 12~24개월 미만에 스마트 미디어에 최초로 

접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4]. 

디지털 기술을 어린 나이 때부터 접하고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로 국내외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트러스트(Trust)인 

영국심장재단 책임 소아치료전문사 샐리 페인은 요즘 
아이들은 10 년 전 어린이들과 달리 초등학교 등교 전 
글쓰기와 같은 근본적인 손 동작기술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을 표했다[5]. 보통 우리나라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예행연습으로 
글쓰기와 젓가락 사용을 준비시킨다. 그러나 초등학교 

생활 초기에 손의 조작 기술이 미숙해 식사 및 독립적인 
과제수행 등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개념을 형성하고 교사 및 친구를 통해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6]. 

전자기기가 주 놀이가 된 환경 속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주로 엄지를 많이 사용한다. 이때 엄지의 

가동 범위는 좌우 운동인 외전(벌림)과 내전(모음), 
위아래 움직임인 신전(폄)과 굴곡(굽힘)으로 다소 
제한적이다[7]. 이에 지연되고 있는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젓가락은 손가락의 30여개의 관절과 60여개의 근육이 
사용되는 도구라고 한다. 또한 젓가락질은 우리 뇌 

뉴런의 네트워크를 정교하게 만들어 주는 ‘눈-손 
협응’운동을 활발하게 자극시켜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다. 실제 섬세하고 정교한 외과수술 실력으로 

유명한 미국의 테네시 대학에서는 의사들 중 ‘악기 
연주를 많이 하는 사람, 컴퓨터 오락을 많이 하는 사람, 

젓가락 사용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손 놀림 정도를 
살핀 실험이 있었다. 실험 결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수술 기술과 관련된  정교한 손놀림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2 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소근육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놀이인 인터랙티브 젓가락 게임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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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소근육 강화 훈련을 위한 젓가락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첫째, 서울 중구지역 3 세 이상 9 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91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젓가락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25일간(5월 2일 ~ 5월 27일)시행하였다. 
(단 3~9세 자녀가 두 명이상인 부모는 자녀의 수만큼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1 학년 22 명을 
대상으로 급식 시간의 젓가락 사용 모습 관찰 후 간단한 
액티비티를 통해 젓가락질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현재 존재하는 젓가락과 
관련된 소근육 발달 콘텐츠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해 기존에 존재하는 에디슨 

젓가락을 바탕으로 한계점을 보완 및 업그레이드 된 
인터랙티브 젓가락 게임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제안하고 게임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1은 

도식화된 연구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1. 연구방법 도식화 

 

3. 연구 결과 

3-1.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소근육과 두뇌 활동 증진에 
효과적인 젓가락 사용현황을 살피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 표 1 에  나타난다. 자녀에게 젓가락을 
처음 접하게 한 나이는 3세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4 세가 25 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부모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때부터 아이들에게 젓가락을 경험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젓가락 첫 사용 시작 시기 조사 결과 

91명 학부모 중 9세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 37명의 
설문답변을 통해 9 살 아이들의 젓가락 사용 능력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아래 표 2와 같이 27명이 

‘능숙하다’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약간 능숙하다’에 
3 명, ‘보통’에 6 명, ‘미숙하다’ 1 명이 표시되어, 
초등학교 2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젓가락 사용을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9세 아이들의 젓가락 사용 능력 조사 결과 

 

91명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젓가락 사용 시작 
나이는 5세(29명)와 3세(27명)가 가장 많았다. 아래 
표 3 과 같이 ‘아이들이 젓가락 사용을 거부할 때’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대응으로는 ‘대체 도구(포크, 
숟가락 등)을 사용하게 한다’가 38명으로 가장 높았고, 
‘타이르며 꾸준히 연습 시킨다’가 34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젓가락 사용이 중요함을 깨닫게 된 
때는 언제인가?’에 대한 서술형 질문지에 대한 
대답으로 ‘초등학교 입학 후 급식을 먹어야 할 때’, 

‘대체 도구가 없을 때’, ‘신체발달(두뇌/손 근육)에 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등 대체도구가 없는 상황이 더 
현실적이기에, ‘아이들이 젓가락 사용을 거부할 때 대체 

도구를 준다’는 응답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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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이들이 젓가락 사용을 거부할 시 대처 방법 조사 결과 

 

더불어 ‘아이들의 젓가락 훈련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네’ 가 68명, ‘잘 모르겠다’가 20명, 그리고 ‘아니요’가 
12명으로, 소근육 발달을 위한 젓가락 훈련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젓가락 게임 플랫폼이 아이들에게 
흥미롭고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자녀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1 위는 포켓몬스터, 

2 위는 뽀로로, 3 위는 로보카폴리 순으로 인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아동 설문조사 결과 

부모님들의 의견과 별도로,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22명을 대상으로 젓가락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아이들에게 젓가락질에 대한 
의견으로 ‘너무 쉽다’(8명), ‘쉬울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다’(8 명), ‘불편하다’(6 명)는 대답이 나왔다. 그러나 
젓가락질이 ‘너무 쉽다’고 대답한 아이들 중 아래 그림 
2 와 같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찍어 먹는’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에  
아이들에게 ‘젓가락질이 쉽다’는 의미가 올바르게 
젓가락질을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젓가락질이 ‘너무 쉽다’고 대답한 아이들 
중에는 또래압력이나 자기에게 주의를 끌어 주목을 받기 
위한 대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함께 주관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젓가락 사용이 불편한 이유(중복 허용)에 대한 응답으로 
아래 그림 3 에서처럼 ‘음식이 잡히지 않거나 잡아도 

떨어진다’(9 명), ‘손이 아프다’(2 명), ‘젓가락이 너무 
크다’(4명), ‘젓가락을 받치는 손가락인 세번째 손가락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2명), ‘젓가락이 딱딱하다’(5명), 

‘젓가락이 잘 안 움직여진다’(3 명)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비록 초등학교 1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라 젓가락질 경험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듣기는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근육발달이 덜 되어서 젓가락질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그림 2는 초등 
학교 1 학년 아이들이 급식시간에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3 은 실제 아이들의 젓가락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 초등학교 1학년 급식시간_다양한 젓가락질 

 

 

그림 3. 식사 후 짧은 액티비티 통해 아이들의 의견 수렴 과정 

 

젓가락 사용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인터랙티브 젓가락의 하드웨어 디자인 
요소로 플라스틱(에디슨 젓가락의 재질)과 쇠(학교 

급식용 젓가락의 재질)의 중간 단계의 두께(사이즈), 
무게, 강도를 지닌 재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지발달 나이에 필요한 적당한 난의도의 태스크를 

통해 성취감을 준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이용한 게임에서는 포켓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진화 단계를 활용해 게임 태스크를 

디자인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스크 성공과 실패 후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포켓몬스터 예시로 다시 설명하자면 태스크 성공 후 
포켓볼로 해당 포켓몬스터를 잡을 수 있는 보상체계와, 
레벨을 구분해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등의 동기부여를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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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젓가락 관련 콘텐츠 및 게임 리서치 

현재 국내에서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젓가락 훈련 보조 도구로는 에디슨 젓가락, 관련 도서들, 
동영상 콘텐츠가 있다. 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는 2002 년 처음 출시된 에디슨 젓가락이다. 
에디슨 젓가락은 첫 출시 이후 2단계용과 성인용까지 
출시될 만큼 대한민국 아동이라면 누구나 접했을 

유용한 젓가락 훈련 도구이다. 그러나 이는 각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아동: 즉 주먹을 쥐었다가 
손가락을 쫙 필 수 있는 힘이 있는 아동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손 끝의 미세한 힘 조절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겨졌다. 더불어 에디슨 젓가락은 
정교한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젓가락이라는 

도구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힘든 
젓가락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주는 도구로 본 
연구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91 명의 설문을 통해 얻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P 를 활용해 소근육 발달을 돕는 
젓가락 게임을 기획하게 되었다. 먼저 국내 젓가락 보조 

도구 리서치를 바탕으로 P인터랙티브 젓가락의 형태와 
재질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다. 인터랙티브 젓가락의 
형태로는 에디슨 젓가락에 고정되어 있는 세가지 

링(검지링, 중지링, 엄지링) 중 엄지링만 착안했다. 
이는 아이들이 안정적이고도 의지적, 의식적으로 
검지와 중지를 움직이는 힘 조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P인터랙티브 젓가락의 
재질로는 플라스틱 재질인 에디슨 젓가락보다 무게감 

있는 재질로 만들기로 했다.  

다음, 젓가락을 활용한 소근육 게임 관련 논문으로는 
2014 년에 발행된 ‘미세 운동 기술을 향상시키는 
인터랙티브 젓가락 훈련’(Interactive training 

chopsticks to improve fine motor skills)이라는 
연구가 있었다. 이 선행연구에는 에디슨 젓가락과 
비슷한 형태의 젓가락에 센서를 달아 ‘Easy Clap’와 

‘Easy Pick’ 라는 두 단계의 인터랙션 게임을 
개발했다[9]. ‘Easy Clap’은 입문용 게임으로 리듬의 
박자에 맞추어 젓가락 박수를 치는 것이다. 다음 ‘Easy 

Pick’는 고급 학습자용 훈련으로 실제 식사하는 환경을 
구현해 센서가 달린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 올려 식사를 
하는 게임이다. 그러나, 위 게임은 에디슨 젓가락 

형태를 그대로 활용했다는 점과 식사시간과 놀이가 
분리되지 못한 환경임으로 아이들에게 이중 태스크가 
주어졌다는 점, 그리고 반복 학습이라고 하기엔 

식사시간이 하루에 세번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P인터랙티브 젓가락은 식사시간과 

놀이를 분리하는 것이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식사보조 도구의 게임이 아닌 

일반 게임으로 포지셔닝을 하였다.  

 

4. P인터랙티브 젓가락 게임 디자인  

P 인터랙티브 젓가락의 작동 원리 및 디자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 화면과 젓가락을 

연결하기 위해 삼성 갤럭시 탭 S 펜의 작동원리에서 
영감을 받아, 젓가락 끝부분이 화면에 반응하도록 
구상하였다. 갤럭시 탭과 연동된 젓가락은 아래 

그림 5 에서 보이는 것처럼 에디슨 젓가락 세가지 
링(검지링, 중지링, 엄지링) 중 엄지링만 착안한 
모습이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안정적이고도 의지적, 

의식적으로 검지와 중지를 움직이며 힘 조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무게추나 자석을 
활용해 에디슨 젓가락보다 중량감을 더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젓가락 사용을 통한 균형 있는 소근육 
발달을 위해 중요한 것은 올바른 손가락의 움직임과 
적절한 악력이다. 손가락을 바르게 오므리고 피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센서 적용이 필요함으로 이는 

향후 실제 인터랙션 젓가락 구현 시 고려해야 한다. 

두 젓가락 사이에는 밴딩 센서나 자석을 활용해 소근육 

증진을 위한 마찰요소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또한 올바른 방식으로(세 손가락을 고루 
사용하여) 접가락을 사용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쪽 

젓가락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방식을 

생각했다.  

 

그림 5. 인터렉티브 젓가락 디바이스 아나토미(anatomy)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캐릭터  P 인터랙티브 
젓가락 게임 메커니즘의 가상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우선 캐릭터 P 에는 여러 가상 생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진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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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래 그림 4와 같이, 화면 
하단 하늘색 도형 3 가지는 한 가상 생물의 각 진화 

단계가 랜덤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때, 해당 가상 
생물의 시계열적 진화 순서가 동그라미(●) > 세모(▲) 
> 네모(■)라면, 아이들은 타블렛 화면과 연동된 

젓가락을 활용해 하늘색 도형들을 진화 순서에 맞게 
노란 박스 영역 안에 배치하면 된다.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해당 태스크에 성공하면, 다음 레벨로 올라가 

새로운 가상 생물체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림 4. 인터랙티브 젓가락 게임 화면 모습 

 

아이들이 주어진 과업에 성공했을 때 부여되는 

보상으로는 시·청각적인 응원요소, P 볼(가상 생물체 

포획 및 운반 용도), 성공사례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레벨업을 통한 특별한 권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다채로운 종류의 
P 볼 획득은 아이들에게 ‘모으는 재미’를 느끼게 해 
꾸준한 훈련을 가능케 하는 지속가능한 게임 

요소이기도 하다. 반면, 아이들이 해당 태스크에 
실패했을 경우 가상 생명체가 서서히 사라지는 동시에 

재도전을 격려하는 시·청각적인 응원요소들의 노출해 

사용자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도록 
구상하였다. 상황 별 보상요소들을 통해 아이들이 
꾸준히 소근육 발달을 위한 훈련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손 근육에 무리가 갈 정도로 
게임을 오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게임을 20분 
이상 지속할 경우 일정 휴식 시간이 지나야 게임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젓가락에 대한 경험 
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국내에 있는 젓가락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근육 훈련 플랫폼인 P 인터랙티브 젓가락 

게임을 구상하였다.  

첫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P 를 활용한 

젓가락 게임을 구상하고 2)게임의 주 
타겟층을 5~7 세로 정했다. 설문조사 후 몇몇 
학부모들이 건네 주신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에디슨 젓가락이 젓가락 입문용으로는 적절하지만 (약 
3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약 5살) 에디슨 젓가락이 
너무 쉽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어느정도 능수능란하게 에디슨 젓가락을 
다룰 줄 아는 아이들을 위한 에디슨 젓가락의 다음 
단계 도구에 대한 니즈가 있음을 발견했다. 더불어 

학부모들에게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아이들이 학교 급식 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를 
원하는 기대와 근심하는 마음이 있음을 들어볼 수 

있었다. 특히 아이에게 친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부모들은 첫째를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동생에게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과 소근육 훈련을 위한 플랫폼에 

대한 필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아이들과 실시한 설문조사 형태의 액티비티와 

아동 관찰조사를 통해 1)P 인터랙티브 젓가락의 재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무게, 강도)에 대한 이해와 
2)아이들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위한 여러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보상체계, 응원요소 등)들을 
구상할 수 있었다. 먼저 아이들이 처음으로 젓가락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현장인 초등학교 1 학년의 

급식 시간 관찰을 통해 급식 때 제공되는 성인용 쇠 
젓가락이 입문용인 에디슨 젓가락 다음 단계로 
사용하기엔 강도가 강하고 무거워 아이들에게 버거운 

재료임을 발견했다. 또한 능숙한 젓가락질이 멋있고, 
자랑거리가 되며, 주변 친구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스킬일 때가 있는 반면, 미숙한 젓가락질이 들키기 

창피한 나이대가 있다. P 인터랙티브 젓가락의 주 사용 
연령대는 인지발달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 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숨기려는 성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에 간혹 자신의 소근육 발달이 지연 된 모습이 
창피해 젓가락질 훈련을 거부할 가능성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위한 젓가락 훈련에는 
사용자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 실패 했을 때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위한 보상체계와 응원요소를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게임과 인터랙티브 젓가락 디바이스는 향후 
개발이 완성된 이후, 소근육 발달 도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실험을 통해 증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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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업은 초기 단계 내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품질과 

검증을 중요하게 여기나 한정적인 자원과 시간, 

그리고 불명확한 지표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초기 불분명한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적인 평가 방법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사용하기 어렵거나 평가 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활용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발굴하고 

소비자 관점으로 다각화하여 판별할 수 있는 사전적 

UX평가 지표를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평가 지표를 적용할 수 있는 초기 기획 프로세스 내 

평가 단계를 재정의하고, 기존 아이디어 평가 요소와 

UX 평가 요소를 분류하여 새롭게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평가 지표를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예측하고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제품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제어 

초기 아이디어 평가, UX평가, 사전적 UX평가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업들은 한정적인 자원과 시간 내 원활한 

제품개발을 위해 초기 제품개발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다수간의 의사결정을 통해 수렴한다. 초기 

아이디어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인 제품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도 소비자 VOC 를 반영하는 

Customer-Driven 과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에자일(Agile)방식이 

대두함으로써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다방면적 검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론과는 달리 실무에서의 초기 아이디어 

검증은 현실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이는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한적인 

시간과 초기 아이디어의 불분명한 형태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획한 아이디어가 예상했던 소비자의 니즈와 

일치하지 않거나 양산화 단계에 이르러서 치명적인 

유효성을 놓침으로써 프로세스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크로스 게이트(Cross-Gate)손해를 발생하게 

한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제품의 잠재성을 놓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판별이 가능한 사전적 UX 평가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UX 평가 지표를 통해 아이디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판별함으로써 실무에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아이디어 평가 프로세스에 관한 

선행연구와 함께 기업 실무적으로 아이디어 평가 

관련된 문제점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아이디어 평가 내 사용자 경험을 시간 차원으로 

분류하고자 사전적 UX 평가라는 시간적 범위를 

지정한다. 

둘째, 도출할 평가 지표를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한 후 

선정한다. 선정 범위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와, UX 평가 지표 영역이며, 이를 바탕으로 

일차적인 요소 도출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평가 지표 중 초기 단계에도 적용 가능하며 

맥락적으로 유사한 역할의 요소를 선별함으로써 초기 

아이디어 평가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셋째, 초기 아이디어 평가를 위한 UX 지표를 

제안한다. 평가 지표는 UX 영역별 분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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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정의를 서술하였으며, 사전적 예측 평가 

맥락이 UX 지표 정의에 적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당 요소의 유효성에 관한 후속 실험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2. 이론적 배경 

2.1 개발 프로세스 내 초기 아이디어 평가 단계 

초기 아이디어 평가는 초기 기획 단계(Front-End), 

혹은 불명료한 개발 단계(Fuzzy Front End)라고 

불리는 프로세스 내 단계로 정의된다.[2] 초기 기획 

단계의 목적은 현존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는 다른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초기 기획 단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제품개발 프로세스 내 초기 기획 단계 

선행연구 A-E 모두 초기 단계 도출되는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통적으로 아이디어 생성(Idea 

Generation)과 컨셉 기획 (Product Concept / 

Concept Development)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두 개의 단계는 필수적인 공통 단계로 

선별하였다. 

프로세스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 

A/B/C 는 아이디어 생성과 평가 단계를 함께 

언급하였으나, A 는 컨셉이 개발된 이후 프로젝트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는 점, B 는 비즈니스의 실현 

가능성에 관련된 평가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아이디어 평가 방향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일하게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게 다룬 연구는 C: Herstatt& Verworn 

(2001)였으며 해당 연구는 초기단계에서 아이디어의 

사전적 평가(Idea generation & Assessment)를 

적용하고, 제품 제작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충분한 창의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한다.[3] 

따라서 초기 아이디어의 평가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될 평가 지표를 명확한 

범위에 적용하고자 그림 2 와 같이 선행연구 C 

바탕으로 ②아이디어 평가 단계를 적용한 프로세스를 

선정하였다. 먼저 아이디어를 생성 한 후 제품 컨셉을 

기획 및 개발하기 전 사전적인 평가 단계를 

거침으로써 아이디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3  Herstatt& Verworn(2001)바탕으로 초기 아이디어 

평가 단계를 적용한 프로세스 

2.2 초기 아이디어 평가의 문제점 

초기 아이디어 중 충분한 잠재가치가 있음에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아이디어가 수렴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아이디어의 평가와 검증이 강조되지만, 

초기 기획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단계가 적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 4 Dziallas(2019)의 1980–2015 년까지의 혁신적 

프로세스의 단계의 현황 지표 

그림 4 의 Dziallas(2019) 연구에 따르면 1980-

2015년 사이 조사된 제품 기획의 혁신적 프로세스 중 

검증 및 평가(Validation)단계는 그 외 단계에 비해 

숫자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그 이유를 막연한 아이디어와 컨셉 개념을 프로세스 

초기에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4] 

초기 아이디어 평가의 어려움은 모호함뿐만 아니라 

사람의 주관적 평가로 인한 오류, 기업의 불충분한 

자원과 시간 등의 이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31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그림 5 Messerle(2012)의 아이디어 평가 문제점과 해결책 

Messerle(2012) 아이디어 평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정리한 그림 5를 살펴보면 2)구체적인 아이디어 정보 

설명과 4)명확하게 정의된 평가 요소의 필요성은 

앞서 언급 아이디어 컨셉 단계의 모호함, 그리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방향성 모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의 평가 

방법과 사용자 경험 바탕의 평가 지표의 제안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 기업 

실무적으로 빠르게 평가 가능하며, 초기에도 사용자 

관점으로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평가 가능한 UX평가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2.3 초기 아이디어 평가를 위한 사용 전(Before 

Usage) UX 의 정의 

초기 아이디어는 일반적인 사용자 경험 관점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간에 따른 별도의 경험 구분이 

필요하다. 사용자 경험의 시간적 범주는 매우 

중요하다고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반복하여 

강조되지만, 대부분의 UX 평가 방법은 단일 행동과 

실물 구현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다.[5] 이는 실물 

형태가 모호한 초기 아이디어 단계의 현실적인 

제약과 함께 해당 단계에 적용 가능한 별도의 

UX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림 6 Roto(2011), Patrizia(2016)의 4 가지 타입의 UX 

분류와 조사 방법 

Roto(2011), Patrizia(2016)의 4 가지 타입의 UX 

분류를 살펴보면 사용 전(Before Usage)경험은 

사용자가 상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UX 의 기대를 

추측하는 영역으로, 실물이 없어 설문지와 같은 조사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짧고 효율적인 

정량적 데이터와 길고 신뢰도 높은 정성적 데이터를 

균형 있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2 장에서 

언급한 기업의 시간, 자원 등의 제한적인 실무 조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6] 또한 예측과 상상된 

경험을 활용하는 사전적 경험은 구체적인 실물 

형태가 없는 초기 아이디어 평가 단계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기 

아이디어 단계의 직접적인 사용성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경험을 예측적으로 

검토하고자 사용 전 UX평가라는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UX 평가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적용한 

이론적 배경은 평가 지표를 적용할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아이디어 평가에 적용할 UX 경험에 

대한 범위 선정,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정의된 평가 

요소에 대한 필요성으로 정리된다.  

 

그림 7 UX평가 지표 도출을 위해 적용된 이론적 배경 

3. 평가 지표 조사 및 분석 

3.1 초기 아이디어 평가 지표 

표 2 는 문헌 연구 별 초기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평가 요소를 정리한 자료이다. 각 평가 요소를 

분석한 결과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평가되는 

공통적인 요소는 혁신성(Novel)과 유용성(Useful), 

그리고 실현 가능성(Feasible)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NUF(Novel, Useful, Feasible) 요소는 일부 

문헌조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지만[7], 해당 

요소만으로 아이디어의 속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1 문헌 연구 별 초기 아이디어 평가 요소 

Study Factors 

Barki & Insonneault. 

(2001) 

Originality, Feasibility, 

Effectiveness 

Dean et al. (2006) 
Novelty, Workability, Relevance, 

Specificity  

Gray et al. (2010) Novelty, Useful,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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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kkanen et al. 

(2011) 

Novelty, Utility, Feasibility, Level 

Of Detail, Mode Of Presentation 

(MOP)  

Kudrowitz & 

Wallace. (2013) 

Creative, Novel, Useful, Product-

Product Worthy, Clear  

Verhaegen et al. 

(2013) 
Quantity, Variety, Novelty 

Kudrowitz & 

Wallace. (2013) 

Creativeness, Novelty, Usefulness, 

Product worthy, Clearness 

Correa and De 

Moura Ferreira 

Danilevicz, (2015) 

Alignment With The Company's 

Strategy, Feasibility,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Returns  

Cluzel et al, (2016) 
Novelty, Variety, Quantity, 

Quality  

또한 단순히 비즈니스와 제품개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사전적 아이디어 검증을 소비자 

경험의 관점과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가 지표에 UX 평가 영역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3.2 UX평가 방법론 및 평가 지표 

초기 기획 단계에서 UX 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획 

단계에 빠른 평가를 위한 마인드맵, 인터뷰, 그리고 

프로토타입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Huristic, 

AttrakDiff 등 다양한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학계의 이론적인 UX 평가 방법은 실제 실무에 

적용과는 큰 에러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는 UX 

방법론의 모호한 경계와 주관적 해석 여지의 가능성, 

그리고 초기 기획 단계에 UX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 

방법은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다.[8] 

표 2 Hashizume(2017)의 실무에 가장 많이 쓰이는 

UX평가 방법론 

No UX 방법론  평가 방법 평가 유형 

1 Heuristic  Usability를 바탕 평가 정량, 정성 

2 AttrakDiff  감정(형용사) 평가 정량, 정성 

3 CORPUS 
1년 이상의 회고적 인터뷰 

기법 
정량, 정성 

4 IScale 
시간에 따른 경험 곡선을 

작성하기 위한 설문조사 
정량 

5 UX Curve 시간에 따른 장기 경험평가 정량 

6 ERM 
시간 별 에피소드 경험을 

작성하여 평가  
정성 

7 SUS 시스템 사용성 평가 정량, 정성 

가장 많이 쓰이는 UX 방법론은 Heuristic, 

Attrackdiff 그리고 SUS 스케일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AttrakDiff 는 소비자의 사용성과 디자인의 

만족도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기 용이하나,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외했다. Heuristic 과 

SUS 는 시스템 디자인이 원칙에 맞게 체계적으로 

디자인되었는지 전문가가 검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UX 평가 방법이다. 본래에는 구현된 

실물에서 직접 사용을 한 후 평가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UX 평가 방법론이라는 

점, 그리고 앞서 다뤄진 아이디어 평가 요소와 일부 

동일한 맥락을 가진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기 아이디어 평가 요소와 유사한 맥락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적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성 

평가 요소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사용성(Usability) 요소 

Study  Usability Factors 

IEEE Std. 1061 
Comprehensibility, Ease of Learning, 

Communicativeness 

ISO 9126-1  
Understandability, Learnability, Operability, 

Attractiveness, Usability  

ISO 9241-11 Effectiveness, Efficiency, Satisfaction 

Jakob Nielsen 
Efficiency, Memorability, Learnability, Errors, 

Satisfaction  

Peter Morville 
Useful, Usable, Findable, Accessible, Credible, 

Valuable, Desirable  

Abran et al. 
Efficiency, Effectiveness, Satisfaction, Learnability, 

Security 

Alonso-Rios et 

al 

Knowability, Operability, Efficiency, Robustness, 

Safety, Subjective Satisfaction 

Bevan et al 
Type of Product, Type of User, Ease of Use, 

Acceptability 

Boehm  Portability, Maintainability 

Dix et al. Learnability, Flexibility, Robustness 

Donyaee et al 
Efficiency, Usefulness, Productivity, Learnability, 

Safety, Accessibility...  

Dubey et al Effectiveness, Efficiency, Satisfaction, Learnability 

McCall Operability, Training, Communicativeness 

Nielsen 
Learnability, Efficiency, Memorability, Errors, 

Satisfaction 

Preece et al. 
Learnability, Efficiency, Throughput, Flexibility, 

Attitude 

Shackel 
Effectiveness, Learnability, Flexibility, Subjectively 

Pl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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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평가 요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효율성 

(Efficiency), 운영성(Operability)은 초기 아이디어 

대표 평가 요소인 NUF 와 맥락적으로 포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성 요소는 

완성도가 높은 실물이 필요하거나, 직접적인 사용 

이후 평가 가능한 역할이 혼재되어 있어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앞서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정의한 예측적 UX 

시간 범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평가 요소를 

재정의함으로써 사전적 사용자의 경험을 예상하고 

아이디어의 잠재적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예측적 

기능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아이디어 평가 요소, 그리고 사용성 

요소를 조합하여 초기 아이디어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UX평가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4. UX평가 지표 제안 

그림 8은 아이디어 평가 요소에 관련된 10개의 논문, 

사용성 요소에 대해 정의한 20 여개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 분류한 자료이다. 선별된 요소는 빈도 

통계와 초기 아이디어 환경에도 평가 가능한 정의와 

속성을 고려하여 총 7개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일부 

유사한 단어로 포함되는 요소들은 동의어(포괄 

요소)로 별도 명시하였다. 

새롭게 산출된 요소는 UX 전반적인 영역에 적절히 

반영하고자 UX 평가 영역을 설정하여 각 평가 

요소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UX영역화는 사용자의 

경험이 총체적이고 개개인의 경험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맥락을 달리하므로 영역을 구조화한 모델링 

계층을 적용함으로써 다차원적인 가치창출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UX 영역을 

Pallot(2020)은 세 가지 차원인 비즈니스(Business), 

인간(Human), 사회(Social) 영역으로 분류함으로써 

UX 요소가 어떤 사례이든 구조화하고 전체론적인 

관점으로 판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계층화된 

UX 평가 영역과 세분화된 평가 요소들은 방대한 

UX 영역 내 아이디어의 적절한 분류를 도와주고, 

쉽고 빠르게 다각적인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Usefulness, Efficiency 등의 요소는 구체적인 

형태나 직접적인 사용을 해야만 그 역할이 발휘하기 

때문에, 사용 기대성, 효율 기대성과 같은 예측적 

기능을 정의에 포함하였다. 아이디어 평가 요소에 

가장 필수적인 NUF 또한 사용성 요소와 맥락적으로 

일치하여 포함시켰으며, 그 외 평가 요소는 초기 

단계의 모호한 아이디어 형태에서도 명료하게 평가 

가능한 역할을 고려하여 선정 후 재정의하였다.  

 

 

그림 8 선별된 초기 아이디어의 UX평가 요소 

선정한 평가 요소와 정의는 그림 9 와 같이 향후 

전문가에게 아이디어를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아이디어의 요소별 속성에 따른 정량화 도구 등 

아이디어의 분류와 선별을 도와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형태로 확장되어 제공될 수 있다.  

 

그림 9제안된 UX평가 요소로 제작된 리커트 스케일 평가 

포맷(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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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초기 기획 단계 내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UX 평가 지표를 제안함으로써, 소비자 관점의 

사전 예측적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제품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제시한다. 기존 기업들이 초기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법은 대부분 의사결정과 자체 판단 위주였으며, 

모호한 지표와 가이드라인 외에 시스템화 된 평가 

지표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기존 기업들이 미비했던 

평가 시스템에 명확성을 더하고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가이드라인화 함으로써 아이디어 평가의 

빠르고 효율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둘째, 전문가가 예측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초기 

아이디어는 이미 전문가의 판단으로 필터링 되어 

도출된 아이디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자칫 소비자 

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 요소를 놓칠 수 

있다. 제안된 UX 평가 요소를 통해 평가 관점을 

다각화하고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잠재 요소를 발견하고 재조명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 안에서만 다뤄졌으며 

구체적인 실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UX 평가 요소가 유의미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후속 실험 연구와 

요소의 신뢰도 측정, 그리고 평가 적용에 따른 

세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 UX 평가 정의가 더욱 

세분화되어야 한다. 해당 UX 평가는 초기 단계에 

적용해야 하므로 범용적으로 유연한 평가가 가능한 

요소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평가될 아이디어 대상이 

서비스, 기술, 성능 등의 특정 조건에 따라 해당 평가 

요소는 일정 부분 더 강화되거나 세분화 혹은 제외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평가 요소가 전반적인 

아이디어 영역에 균형 있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지 

후차적인 실험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사용자 

관점의 다각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기업의 제품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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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상현실 플랫폼의 증가로 가상현실에서의 코디자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퍼지 

프론트 엔드 단계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현실에서 초기 아이디어 발견을 위한 
코디자인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기존 온·오프라인 코디자인의 장단점을 반영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현존감 요인 및 아바타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요인을 바탕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들을 선정하여 각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아바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는 아바타의 현존감의 발현 요소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가상현실, 온라인 코디자인, 협업 플랫폼, 현존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1. 서 론 

1.1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 증가 

COVID-19 의 확산으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등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1], 그중 
교육, 비즈니스 회의, 의료, 제품 개발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ixed Reality) 등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2]. 대표적인 HMD(Head Mounted 
Display) 기반 몰입형 가상현실 플랫폼으로는 

메타(Meta)의 호라이즌 워크룸(horizon workrooms), 

스페이셜 시스템(Spatial system)의 스페이셜(Spatia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알트스페이스 VR(Altspace 
VR)이 있으며, 교육 및 회의에 특화되어 있다. 커스텀이 

가능한 아바타로 회의 참여해 PPT 발표를 하거나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3,4] 
가상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대면으로 협업하는 

현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메타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호라이즌 워크룸’의 
차별점으로 실재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이는 “디지털 객체와 물리적 객체의 융합”을 
의미한다. ‘호라이즌 워크룸’에 접속하면 실제로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책상과 키보드, 그리고컴퓨터 

속 화면까지 매핑된다. 또한 사용자가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책상을 만질 때 VR 속 아바타도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5]. 

가상현실 플랫폼에서는 대화, 설명, 토론, 체험 등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적인 일방향 교수 및 학습이 아닌 소통과 공감 
등 전인적 교육 활동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비대면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학습자의 학습 욕구와 학습 과정 
중 몰입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지만[6], 앞서 언급한 
가상현실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대면 업무로 야기되는 조직의 소속감 
저하, 소통 및 업무 집중 부족 등의 단점은 가상현실의 

그림 2. 호라이즌 워크룸  

그림 1. (좌) 알트스페이스VR (우) 스페이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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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존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상현실 플랫폼의 사용이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7]. 

1.2 가상현실에서의 코디자인  

가상현실에서의 코디자인은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의 
한계와 온라인의 심리적 거리감 등의 온·오프라인 

코디자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AR/MR 기반 디자인 환경이 사용자의 맥락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존감을 느끼게 

하여 효율적인 코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아바타의 머리 방향, 
신체 언어, 공간 관계, 제스처, 표정 등 같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참여자 
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행동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8].   

이 때문에 가상현실에서의 코디자인 선행 연구들은 
사용자들 간의 감정, 표정, 시선 등 비언어적 단서를 쉽게 
이해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리적인 작업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코디자인은 일반적으로 
프론트 엔드(Fuzzy front-end)라고 하는 초기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디자인 프로세스 중 아이디어 발전 및 
구체화 단계에서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디자이너들 간 이루어지는 협업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9].  

1.3 연구목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온·오프라인 코디자인 장점이 반영된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의 아바타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함에 있어 아바타와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현존감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가상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으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아바타 요소를 

분류하고, 가상현실 경험과 기능으로 현존감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 메타의 호라이즌 워크룸, 

스페이셜 시스템의 스페이셜, 마이크로소프트의 

알트스페이스 VR 3가지를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코디자인의 비언어적 역할 

코디자인은 물리적 환경, 도구, 자극물, 퍼실리테이터의 
역량, 참여자의 특성 등 여러 요인에서 영향을 

받는다[10]. 그중 코디자인의 비언어적 역할을 온 
·오프라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코디자인은 물리적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 분위기 등 맥락 이해도가 높고 물리적 공간에서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동 시간과 장소 확보 등에 비용이 
소모되고 대면 환경이 주는 부담과 불편함, 물리적 

공간에서 함께하는 참여자들 간의 관계로 의견 제시에 
영향을 받게 되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온라인 
코디자인은 물리적 환경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지만, 심리적 거리감에서 비롯된 
정서적 공감 및 맥락 이해가 부족[9]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이처럼 코디자인의 

비언어적 역할은 물리적 환경 유무에 반영되어 참여자들 

간 정서적 공감과 맥락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2.2 현존감  

현존감(Presence)은 사용자가 실제 환경이나 상황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그 장소에 
존재하는 듯한 심리적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 청각, 촉각 등 여러 감각기관을 활용해 가상의 환경,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몰입을 하게 되며 
이는 사용자의 현존감을 향상시킨다[11]. 

이관민(2004)은 가상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존감을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12]. 

표 1. 현존감의 3가지 유형(이관민, 2004 연구자 재정리) 

구분  의미  

물리적 현존감 
(physical presence)  

가상 물리적 대상을 실제 물리적 
대상 및 환경으로 경험하는 것  

사회적 현존감 
(social presence)  

가상 사회적 행위자(actors)를 실제 
사회 행위자로 경험하는 것 

자아 현존감 
(self-presence)  

가상 자아 또는 아바타를 자기 
자신으로 경험하는 것  

2.3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언어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13].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몸짓과 표정, 제스처뿐만 아니라 음성의 
어조, 강약, 고저 등을 포함한다. 피스크(Fiske)는 

비언어에 대해 송신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말했으며, 사모바와 포터(Samovar & 
Porter)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잠재적 메시지 가치를 갖는, 인간이나 환경에 의해 
야기된 언어를 제외한 자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14]. 마크 냅(Mark Knapp)은 비언어를 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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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동작학, 유사언어, 신체접촉, 공간학, 신체적 특성, 

장식품, 환경적 요인 7가지로 분류하였다[15]. 

표 2. 마크 냅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 

구분 의미 예 

동작학 신체 언어 
손, 팔, 머리, 발, 다리, 

자세 전환, 제스처, 눈동자 

움직임, 안면 표정 등 

유사언어 
(준언어) 

언어의 내용을 
제외한 음성 및 
패턴과 관련한 
모든 것 

목소리 고저, 크기, 속도, 

휴지(Pause), 불필요한 

발성음(아, 에, 음 등), 

정해진 시간 내 말하는 

단어 숫자 등 

신체접촉 만지는 행위 

공간학 

대인간의 
공간(거리)과 
영역 규범에 

관한 것 

신체적 
특성 

피부색, 몸매, 몸 냄새, 

매력 등 

장식품 향수, 옷, 보석, 가발 등 

환경적 
요인 

그 안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물리적 장치 

교실, 사무실, 복도, 거리 

등 

2.4 아바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가상 현실에서 아바타로 

발현된다. 벤포드(Benford)는 아바타 요소를 다음 표 

3의 11가지로 정의하였다[16]. 

표 3. 벤포드의 아바타 요소 

구분 설명 

존재 및 위치 
(Presence and location), 

아바타의 목표는 가상 환경에서 

존재감과 위치를 전달하는 것 

정체성(Identity) 

인간을 대표하거나 다른 개인과 

구별하는 등 정체성을 통해 

개인을 인식하거나 구별 

활동, 초점, 님버스 및 
이용 가능성 (Activity, 
focus, nimbus and 
availability) 

아바타는 지속적인 활동감을 

전달하며 상호작용에 대한 

이용가능성 보여줌 

몸짓(제스처) 및 
얼굴  표정 (Gesture and 
facial expression) 

몸짓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 얼굴 표정은 가장 강력한 

외부 감정 표현으로 인간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존재 정도  
(Degree of presence) 

가상 현실에서 실제 현실로 

나갔을 때 아바타에서 존재의 

정도 전달하는 것 중요 

활동 내역  
(History of activity) 

존재와 활동에 대한 내역 고려 

타인의 시야 조작 
(Manipulating one’s 
view of other people) 

관찰자의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여부

여러 미디어에 걸친 표현 
(Representation across 
multiple media) 

시각 뿐만 아니라 오디오, 

텍스트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 필요 

자율적이고 분산된 신체 
부위 (Autonomous and 
distributed body parts) 

다중으로 존재하거나 

디바이스를 통해 한 번에 여러 

장소에 있는 경우 고려 

효율성 (Efficiency) 간단한 방법으로 아바타 요소 전달 

진실성 (Truthfulness) 

아바타는 물리적 세계에 있는 

사람과 환상이나 소유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사이의 결과 

3. 사례 분석

3.1 사례분석 기준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 

기준을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대상으로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 1) 메타 사(社)의 
호라이즌 워크룸, 2) 스페이셜 시스템 사의 스페이셜, 3)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알트스페이스 VR을 선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표 2 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가상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 분류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가상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으로 분류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아바타 요소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요인 

기능 

동작학 
손, 팔, 다리, 머리, 발, 다리, 자세 
전환, 눈동자 움직임, 안면표정 

유사언어 비언어 음성 

신체 접촉 신체 접촉 

공간학 공간과 영역 

신체적 특징 피부색, 몸매, 몸냄새 

장식품 옷, 악세사리 

환경적 요인 물리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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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표 3의 아바타 요소를 
가상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 분류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5. 가상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으로 분류한 아바타 요소 

아바타 요소 기능 의미 

존재 및 위치 존재 및 위치 아바타의 존재 및 위치 전달 

정체성 아이덴티티 아바타 간 구별 및 개인 인지 

활동, 초점, 
님버스 및 

이용 가능성 

지속적인 

활동 
지속적인 상호작용 전달 

몸짓 및 얼굴 
표정 

제스처, 
얼굴 표정 

제스처와 얼굴 표정 
구현을 통한 상호작용 

존재 정도 존재 정도 가상 현실에서 존재 정도 

활동 내역 활동 내역 존재와 활동에 대한 내역 

타인의 시야 
조작 

시야 조작 
나의 시야 및 타인 시야 
조작 여부 

여러 
미디어에 
걸친 표현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자율적이고 
분산된 신체 
부위 

다중 접속 다중 디바이스 접속 

효율성 효율성 
단순한 하드웨어에서 구현  

가능 여부 

진실성 진실성 
물리적 세계의 실제 
사람과 유사성 

셋째, 현존감 유형 세 가지를 가상현실 경험에 대입하여 
정의하고 기능을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아바타 요소를 가상현실에서 
구현되는 기능으로 분류하여 표 6 의 분석 기준을 

도출하였다. 중복되는 기능은 제외하였다. 

표 6. 현존감 유형 별 가상현실 경험과 기능 

현존감 유형 가상현실 경험 기능 

물리적 현존감 
(physical 
presence) 

물리적 공간과 
대상을 통한 
경험 

 공간과 영역, 물리적 
환경 

사회적 현존감 
(social 
presence) 

다른 사용자의 
아바타와의 
상호작용 경험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다중 접속, 활동 내역, 
지속적인 활동, 시야 
조작, 신체 접촉 

자아 현존감 
(self-
presence) 

나의 아바타를 
보거나 행동하는 
경험  

존재 및 위치, 존재 
정도,  아이덴티티, 
진실성, 효율성, 얼굴 

표정, 자세 전환, 
제스처, 눈동자 움직임, 
피부색, 몸매, 몸 냄새, 
옷, 악세사리, 머리, 손, 

팔, 다리, 발 

3.2 사례분석 

선정된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들을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현존감 요인 반영 유무를 분석하였다. 첫째, 

온라인, 오프라인, 가상현실에서 표현할 수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현존감 유형별로 
분류하여 표 7 로 정리하였다. 이는 가상현실에서 

아바타의 현존감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표 7. 코디자인 채널 별 현존감 유형으로 분류된 기능 반영 

유무 (*표시는 채널 별 차이가 유의미한 기능을 뜻함) 

현존감 
유형 

기능 오프라인 온라인 
가상 
현실 

물리적 

현존감 

공간과 영역* ● ● 

물리적 환경* ● ● 

사회적 
현존감 

오디오 ● ● ● 

비디오 ● ● ● 

텍스트 ● ● ● 

다중 접속 ● ● ● 

활동 내역 ● ● ● 

지속적인 
활동 

● ● ● 

시야 조작 ● ● 

자아 
현존감 

존재 및 위치 ● ● ● 

존재 정도 ● 

아이덴티티 ● ● ● 

진실성* ● ● ● 

효율성 ● ● ● 

안면 표정 ● ● ● 

제스처 ● ● ● 

자세 전환 ● ● ● 

눈동자 
움직임 

● ● ● 

피부색 ● ● ● 

몸매 ● ● ● 

몸 냄새* ● 

옷 ● ● ● 

악세사리 ● ● ● 

머리 ● ● ● 

손 ● ● ● 

팔 ● ● ● 

다리 ● ● ● 

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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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자인 채널별 현존감 유형별 기능 반영 유무 분석 
결과 자아 현존감의 촉각 요인 ‘몸 냄새’를 제외하고는 

오프라인, 온라인, 가상현실 모두 유사하게 기능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코디자인은 오프라인 코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공간과 

영역, 물리적 환경을 기능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물리적 현존감을 느끼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별로 아바타와 그를 둘러싼 

환경에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요인의 표현 가능 유무를 
분석하여 다음 표 8 로 정리하였다. 가상현실에서 
사용자는 아바타로 대변되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요인을 전달하고 현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는 기능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표 8.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 별 현존감 유형으로 분류된 기능 
반영 유무(*표시는 플랫폼별 차이가 유의미한 기능을 뜻함) 

현존감 
유형 

기능 
Workro
-oms

Spatial 
Altspace
VR 

물리적 
현존감 

공간과 영역 ● ● ● 

물리적 환경 ● ● ● 

사회적 
현존감 

오디오 ● ● ● 

비디오 ● ● ● 

텍스트* ● ● 

다중 접속* ● 

활동 내역 ● ● ● 

지속적인 
활동 

● ● ● 

시야 조작 ● ● ● 

자아 

현존감 

존재 및 위치 ● ● ● 

존재 정도* ● ● 

아이덴티티 ● ● ● 

진실성* ● 

효율성 ● ● ● 

안면 표정 ● ● ● 

제스처 ● ● ● 

자세 전환 ● ● ● 

눈동자 움직임 ● ● ● 

피부색 ● ● ● 

몸매 ● ● ● 

몸 냄새 

옷 ● ● ● 

악세사리 ● ● ● 

머리 ● ● ● 

손 ● ● ● 

팔* ● ● 

다리* ● 

발* ●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별 현존감 유형별 기능 반영 유무 

분석 결과 물리적 현존감 유형 기능들은 분석 대상 
플랫폼에 공통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사회적 현존감과 
자아 현존감 유형 기능은 플랫폼 별 차이가 있었다. 첫째, 

플랫폼 모두 ‘물리적 환경’을 갖추었고, 사용자 간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과 영역’ 기능이 반영되어 
물리적 현존감을 구현하였다. 둘째, 사회적 현존감 유형 

중 '텍스트(채팅)’ 기능과 ‘다중접속(여러 디바이스로 
가상현실에 접속 가능)’ 기능은 호라이존 워크룸 
플랫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호라이즌 워크룸에서는 

참여자 간 채팅이 불가능하였고 자사의 HMD 
디바이스만을 사용하여 접속 가능하였다. 반면 
스페이셜에서는 참여자 간 간단한 채팅과 PC, 태블릿 

기기 등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다중 접속이 가능하였다. 
알트스페이스 VR 에서는 채팅은 가능하지만, HMD 
디바이스에서만 접속 가능하였다. 셋째 자아 현존감 

유형에서는 ‘존재 정도(사용자의 접속 상태를 알림)’ 
기능, ‘진실성(실제 사용자의 모습 반영)’ 기능, 신체 
동작을 표현하는 ‘팔’, ‘다리’, ‘발’ 기능은 반영에 차이가 

있었다. 스페이셜은 자아 현존감 유형 기능 중 ‘몸 냄새’ 
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반영되어 있었다. 예로 
사용자의 셀카를 반영하여 ‘진실성’ 기능을 구현하였고 

‘손’, ‘팔’, ‘다리’, ‘발’ 기능을 구현하여 실제 인간과 

가깝게 구현하고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에서의 코디자인 진행 시,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아바타와 환경에 대한 현존감을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온·오프라인 
코디자인을 장단점을 반영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파악한 후, 현존감 요인 및 아바타 요소를 분석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표적인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 메타 사의 호라이즌 워크룸, 

스페이셜 시스템 사의 스페이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알트스페이스 VR 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 별 아바타 (좌) 호라이즌 워크룸 
(중) 알트스페이스 VR (우) 스페이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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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에서 물리적 현존감은 
공통적으로 모든 기능이 구현되었지만, 사회적 

현존감에는 ‘텍스트’와 ‘다중접속’ 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자아 현존감에서는 스페이셜이 ‘진실성’, ‘손, 팔, 다리’ 
기능 등을 반영해 아바타의 현존감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협업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여 
코디자인 참여자가 현존감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코디자인 채널 및 가상현실 플랫폼별 현존감 
요인 반영 기능이 실제로 코디자인 참여자들에게 

현존감을 느끼게 하는지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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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를 통하여, 증상입력 순서의 입력자유도 및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가 사용성과 사용자의 

사용 의도(Intention to Use)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자유도를 상, 중, 

하로 나눴고,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를 

친근한(Friendly), 전문적 / 사무적인(Formal) 것으로 

나눴다. 2 X 3 매트릭스로 6 개의 앱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증상 입력 

순서(시스템 인입, 부위 입력, 증상 입력, 입력 내용 

확인)에 따라 앱을 사용해 보고, 사용한 경험에 대해 

평가했다. 그 결과, 친근한(Friendly) ‘프리셋(Preset) + 

상세 입력’ 형식의 증상 입력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가장 선호되었고,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 

선호도는 사용자별로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사용자 

특성에 따른 입력자유도,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도 고려해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주제어 

디지털 헬스케어, 입력 시스템, AI 에이전트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환자 스스로 자신의 증상·상태를 기록하는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헬스케어(mHealth)가 있다. 식단 촬영을 

통해 열량을 계산해주는 식단기록 앱 ‘밀리그램,’ 달린 

시간·거리·페이스를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러닝 기록 

일지 ‘런데이,’ 수행 무게와 횟수를 기록할 수 있는 헬스 

앱 ‘번핏,’ 월경/생리 주기를 기록할 수 있는 ‘핑크 

다이어리’가 대표적인 기록 기반 헬스케어 앱이다. [1,2] 

여러 종류의 증상·상태 기록 모바일 헬스케어 

(mHealth) 중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기록하는 ‘증상 

기록’ 앱의 필요성은 상승하고 있다. 현재 의사의 문진은 

환자의 확실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하고 있어, 

부정확하다. 이에, 환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증상을 잘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런 ‘증상 기록’ 앱에 있어, 기록 사용성은 중요하다. 

높은 기록 사용성으로 인해, 사용자 리텐션 (Retention) 

은 올라가고 사용자 이탈은 방지된다. [4]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증상 입력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제작· 평가하여, 

편리하고 또 쓰임이 좋은 증상 기록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개요 

2.1. 연구 목표 및 배경 

본 연구에서는 AI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증상 

입력 시스템의 입력자유도 및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가 사용자의 사용 의도(Intention to use)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사용자를 위한 증상 입력 시스템은 

어떤 형태일지 알아보고자 한다. 

2.2. 선행 연구 

기존에도 증상 기록, AI, UX 키워드의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었으나,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증상 기록의 방식이 아닌, 효능 

및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5,6] 천식, 당뇨, 비뇨기 

질환, 한의학적 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기록으로 연구 

범위가 국한되어 있었다. [3] 월경이나 금연 등 생활 

습관에 대한 기록으로 초점 맞췄다. [7] 현재는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측면의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8]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에서의 증상 

기록 방식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증상 입력 4 단계의 증상입력시스템은 

기개발된 AI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웰록'의 증상입력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의되었다. 첫 번째 시스템 인입, 

두 번째 부위 입력, 세 번째 증상 입력, 마지막으로 입력 

내용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 방법론 

3.1. 실험 자극 설계 

실험 자극을 설계할 때 입력자유도와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가 증상입력시스템의 사용 의도 

(Intention to Use)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연구해 보았다. 

첫 번째 입력 자유도 측면에서는, 번거로워도 사용자가 

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좋을지, 입력의 

제한이 있어도 편리하게 쓰는 것이 나을지 알아보고자 

했다. 두 번째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 측면 

에서는, 전문적/사무적인(Formal) 에이전트를 

사용자가 선호하는지, 친근한(Friendly) 에이전트를 

선호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입력자유도는 자유도의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는 친근한 

(Friendly), 전문적/사무적인(Formal)으로 분류하였다. 

3 X 2 매트릭스에, 총 6 가지의 실험 자극을 설계하였다. 

‘입력자유도 상’은 텍스트 입력 방식을 채택했고 

‘입력자유도 하’는 버튼 프리셋(Preset) 방식을 

채택했으며, 그 가운데 ‘입력자유도 중’은 프리셋(Preset)  

버튼 선택 후 텍스트 입력도 추가로 가능한, 혼합형 

모델로 설계하였다.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가 

친근한 (Friendly) 타입은 비 과업형, 친구형이며 AI 

에이전트의 의인화 정도가 강하여 사용자가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전문적 / 

사무적인(Formal) 타입은 과업형, 전문가형이며 AI 

에이전트의 의인화 정도가 약하여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이 적다.  

표 1 은 2 가지 변수가 적용된 6 가지의 실험 자극물이다. 

아래쪽(입력자유도 높음)일수록 버튼 프리셋(Preset) 

방식보다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텍스트(Text) 방식이 

적용되었다. 오른쪽은 전문적/사무적인(Formal)인 

방식이, 왼쪽은 친근한(Friendly) 방식이 적용되었다. 

 친근한(Friendly)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 

전문적/사무적인(Formal)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 

입력자유도 
낮음 

 

입력자유도 
중간 

 

입력자유도 
높음 

  

표 1 입력자유도와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 2 가지 

변수에 따라 6 가지 UI 화면 설계 

3.2. 연구 모형 설계 

연구 모형은 기술 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 

평가에 적합하도록 확장한 모델로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3.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그림 1 와 같이 설계하였다. 

H1: 입력자유도는 (a)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b) 사용성(Perceived Ease of Use), (c) 작업 

매력도(Task Attraction)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는 (a)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b) 사용성(Perceived 

Ease of Use), (c) 작업 매력도(Task Attraction)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은 사용 

태도(Attitudes Toward Using)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사용성(Perceived Ease of Use)은 사용 

태도(Attitudes Toward Using)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작업 매력도(Task Attraction)는 사용 

태도(Attitudes Toward Using)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사용 태도(Attitudes Toward Using)는 사용 

의도(Intention to Use)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가설 

3.4. 설문 문항 

입력 방식의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와 입력 

자유도가 유용성, 사용성, 작업 매력도, 사용 태도, 사용 

의도(Intention to use)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을 기반으로 측정 항목을 

만들었다. [9~16] 

입력 자유도: 입력 자유도의 평가척도로 NASA-

TLX 를 사용했다. NASA-TLX 는 사용자의 심리적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고 American 

Research Center 의 Human Performance Group 에서 

개발한 평가 척도로서, 4,400 건 이상의 연구에 인용 

되었다. 입력 자유도를 측정하기 위해 Hart[9]의 작업 

부하 측정 척도를 참고하여 6 개 항목을 7 점 척도로 

측정했다.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의 평가 척도로는 DISC 성격 유형을 

사용했다. DISC 성격 유형 모델은 ‘행동유형 

(Behavior)’을 진단하는 국제 표준 평가 척도이다.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를 측정하기 위해 Li[10], 

이성경[11]의 성격 측정 척도를 참고하여 2 개 항목을 

7 점 척도로 측정했다. 

유용성, 사용성, 사용 태도, 사용 의도: 기존 기술 수용 

모델의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사용성(Perceived 

Ease of Use), 사용 태도(Attitudes Toward Using), 사용 

의도(Intention to Use)의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술 

수용모델은 새로운 혁신 기술의 소비자 수용 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전통적인 평가 척도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Davis[12], Venkatesh[13], Lund[14]의 기술 

수용모델 측정 척도를 참고하였다. 유용성, 사용성, 

태도, 사용 의도 각각 2 개, 3 개, 2 개, 2 개 항목을 7 점 

척도로 측정했다. 

작업 매력도: 기존 기술 수용모델을 확장하고자 작업 

매력도(Task Attraction)를 추가하였다. 작업 매력도는 

사용자의 제품에 대한 사용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 척도이다. [15] 작업 매력도를 측정하기 

위해 McCroskey[15], 임성숙[16]의 작업 매력도 측정 

척도를 참고하여 2 개 항목을 7 점 척도로 측정했다. 

Measure
-ment 
goal 

Measured 
Subject 

평가 내용  
*Reversed question 

Reference 

입력 
자유도 
Manipula
-tion 
Check 

Mental 
Demand 

증상입력을 하면서 
많은 정신적 

활동(의사결정 / 검색 

등)이 요구되었다.* 

Hart[9] 

Physical 
Demand 

증상입력을 하면서 

많은 노동력(육체적인 
활동)이 요구되었다.* 

Temporal 
Demand 

증상입력을 할 때, 
요구량이 많아 

시간적인 압박이 

있었다.* 

Performance 증상입력을 

성공적으로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Effort 증상입력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Frustration 증상입력을 하면서 
입력 방법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사용이 

어려워 좌절감을 

느꼈다.* 

톤앤매너 
(AI 
에이전트
의 성격) 
Manipula
-tion 
Check 

Tone and 
Manner : 
전문적· 
사무적인 
(Formal) 
/친근한 
(Friendly) 

이 입력시스템은 

사무적이다/인간적이
다 

Li[10], 

이성경[11] 

이 입력시스템은 
이성적이다/감성적이

다 

사용 의도 
(Intention 
to use) 
측정 
(TAM 
모델 
활용) 

Perceived 
Usefulness 
(유용성) 

이 입력시스템은 

증상을 기록하기에 

효율적이다. 

Davis[12], 

Venkatesh 

[13], Lund 
[14] 이 입력시스템은 

증상을 기록하기에 
도움이 된다. 

Perceived 
Ease of use 
(사용성) 

이 입력시스템은 
증상을 기록하기에 

쉽다. 

이 입력시스템은 

증상을 기록하기에 

복잡하지 않다. 

증상을 기록하기 위해 

이 입력시스템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 



Attitudes 
toward 
using(태도) 

증상을 기록하기에 이 

입력시스템은 좋은 
아이디어다. 

이 입력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증상을 

입력하고 싶다. 

Intention to 
use 

건강관리를 위해 

증상을 기록한다면 이 

입력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증상을 기록하기 위해 
이 입력시스템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TAM 
확장 모델 

Task 
Attraction 

이 증상 입력시스템은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진다. 

McCroskey

[15], 

임성숙[16] 

제공된 증상 

입력시스템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2 설문 문항 

3.5. 참가자 개요 

총 31 명의 피험자가 참가하였다. 피험자 모집을 위한 

사전 설문에 65 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였으며,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성별, 연령대, 스마트폰 사용 숙련도, 건강 

민감도 비율을 고루 섭외하였다. 스마트폰 사용 숙련도 

평가 항목에는 스마트폰 사용 빈도, 스마트폰 친숙도, IT 

제품 관심도가 포함되었다. 건강 민감도 평가 항목에는 

병원 방문 빈도, 헬스케어 서비스 사용 유무가 

포함되었다. 

구분 N=163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2 38.7 

여성 19 61.3 

연령 20-39 세 26 83.9 

40-59 세 5 16.1 

스마트
폰 사용 
능숙도 

능숙함 11 35.5 

미숙함 20 64.5 

건강 
민감도 

민감함 17 54.8 

둔감함 14 45.2 

표 3.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6. 연구 진행 

한 명의 피험자에게 시간적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자극물을 적용하게 되는 ‘피험자 내 설계(Within 

subject design)’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4 일 동안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4 일에 걸쳐 총 

6 회의 연구 진행 후 19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평가를 

진행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2 연구 진행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을 위해 두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SPSS 26.0 을 사용하여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후 

AMOS 24.0 을 사용하여 확증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진행하였다. 

4.1. 연구 모델(타당성 검증)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요인 분석을 통해 

공통성 및 고유값을 확인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해 신뢰 여부를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에 따라 

TLX4 와 PEU3 을 삭제하여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변수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6 이상을 만족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구분 측정 
항목 

요인 분석 신뢰도 

공통
성 

고유
값 

분산 
설명 

Cronbac
-h’s α 

입력자유도 
(NASA-TLX) 

TLX1 .839 3.819 76.388 .919 

TLX2 .826 

TLX3 .838 

TLX5 .793 

TLX6 .523 



에이전트의 
감성 수준 
(Tone& 
Manner) 

TM1 .913 1.825 91.254 .904 

TM2 .913 

인지된 유용성 
(Perceived 
Usefulness) 

PU1 .883 1.766 88.310 .864 

PU2 .883 

인지된 사용성 
(Perceived 
Ease of Use) 

PEU1 .751 1.503 75.135 .669 

PEU2 .751 

작업 매력도 
(Task 
Attraction) 

TA1 .839 1.678 83.917 .802 

TA2 .839 

사용 태도 
(Attitude to 
Use) 

AU1 .821 1.642 82.095 .775 

AU2 .821 

사용 의도 
(Intention to 
Use) 

IU1 .898 1.797 89.834 .886 

IU2 .898 

표 4.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4.2.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 

확증적 요인 분석을 통해 각 관측 변수(Observed 

Variable)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표 5 에서 볼 수 있듯, 

모든 잠재 변수에 대하여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70 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 역시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Factor 
Load 
-ing 

S.E. C.R. P Stan 
-dard 
Factor 
Load 
-ing 

AVE C.R. 

TLX1 ← 
NASA-
TLX 

1.000 - - - .880 .707 .965 

TLX2 ← 
NASA-
TLX 

1.086 .060 17.973 *** .902 

TLX3 ← 
NASA-
TLX 

.906 .052 17.581 *** .893 

TLX5 ← 
NASA-
TLX 

1.105 .065 16.969 *** .878 

TLX6 ← 
NASA-
TLX 

.448 .047 9.521 *** .617 

TM1 ← 
Tone & 
Manner 

1.000 - - - .928 .824 .939 

TM2 ← 
Tone & 
Manner 

.920 .117 9.311 *** .886 

TA1 ← 
Task 
Attrac 
-tion 

1.000 - -  .729 .688 .853 

TA2 ← 
Task 
Attrac 
-tion 

1.074 .112 9.623 *** .919 

PEU1 ← 
Percei 
-ved 
Ease of 
Use 

1.000 - - - .850 .526 .760 

PEU2 ← 
Percei 
-ved 
Ease of 
Use 

.687 .837 3.24 0.001 .595 

PU1 ← 
Percei 
-ved 
Useful 
-ness 

1.000 - - - .835 .764 .917 

PU2 ← 
Percei 
-ved 
Useful 
-ness 

.934 .067 13.87 *** .897 

AU1 ← 
Attitude 
to Use 

1.000 - - - .884 .642 .921 

AU2 ← 
Attitude 
to Use 

.971 .085 11.455 *** .708 

IU1 ← 
Inten 
-tion to 
Use 

1.000 - - - .906 .776 .946 

IU2 ← 
Inten 
-tion to 
Use 

1.004 .062 16.306 *** .854 

표 5. 확증적 요인 분석을 통한 집중 타당도 분석 결과 

4.3. 구조 모형을 통한 가설 검증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266.608, df=107, 

CMIN/df=2.492, CFI= .936, TLI= .918, AGFI=.796, 

RMSEA= .090 로 나타나, 모델 적합도 권장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변수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잠재 변수 간의 경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표 6 에 나타내었다. 

경로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 에서 입력 자유도는 인지된 유용성 

(표준화경로계수= -.638, p=.001)과 작업 매력도 

(표준화경로계수= -.255, p<.001)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지된 

사용성(표준화경로계수= .865, p<.001)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2 에서 

에이전트의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는 친근 

할수록 인지된 유용성 (표준화경로계수= .176, 

p<.001)과 작업 매력도 (표준화경로계수= .399, 

p=.028)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인지된 

사용성(표준화경로계수= -.138, p=.009)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3 과 4 에서 

작업 매력도 (표준화경로계수=.491, p<.001)와 인지된 

유용성 (표준화경로계수= .397, p<.001)은 사용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5 에서 

인지된 사용성(표준화경로계수= -.208, p=.002)은 

사용 태도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설 6 에서 사용 태도  (표준화 

경로계수= .979, p<.001)는 사용 의도(Intention to 

use)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Estimate S.E. C.R. P Hypo 
thesis 

Perceived Usefulness ← 
NASA-TLX 

- .638 .067 - 8.589 .001 H1-a 

(채택) 

Perceived Ease of Use 
← NASA-TLX 

.865 .061 11.744 *** H1-b 

(채택) 

Task Attraction ← 
NASA-TLX 

- .255 .071 - 3.266 *** H1-c 

(채택) 

Perceived Usefulness ← 
Tone & Manner 

.176 .048 2.616 *** H2-a 

(채택) 

Perceived Ease of Use 
← Tone & Manner 

- .138 .042 - 2.192 .009 H2-b 

(채택) 

Task Attraction ← 
Tone & Manner 

.399 .061 4.674 .028 H2-c 

(채택) 

Attitude to Use ← Task 
Attraction 

.491 .094 5.934 *** H3 

(채택) 

Attitude to Use ← 
Perceived Usefulness 

.397 .109 4.172 *** H4 

(채택) 

Attitude to Use ← 
Perceived Ease of Use 

- .208 .083 - 3.115 .002 H5 

(채택) 

Intention to Use ← 
Attitude to Use 

.979 .062 17.719 *** H6 

(채택) 

표 6. 경로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4.4. 정성평가 결과 

실험 자극물별 키워드 버블을 만든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입력 자유도가 높고 친근한(Friendly) 

에이전트는 ‘편한', ‘친근', ‘빠른'과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았다. 중간 정도의 입력 자유도이면서 

친근한(Friendly) 에이전트는 ‘디테일', ‘구체 상세', 

‘친근'과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위 두개의 

조합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반면, 입력 

자유도가 낮고 전문적/사무적인(Formal) 에이전트는 

‘딱딱한', ‘불친절', ‘귀찮음'과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 연구 진행 후 진행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에서 
언급된 키워드  

* 원의 지름과 언급 수가 비례함 

 

그림 3 실험 자극물별 키워드 버블 

5. 결론 

증상·상태 기록 모바일 헬스케어(mHealth) 중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기록하는 ‘증상 기록’ 앱의 필요성은 

상승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는 증상 기록의 방식이 아닌, 

효능 및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증상입력 시스템의 

입력자유도 및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가 

사용자의 사용 의도(Intention to use)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사용자를 위한 증상 입력 시스템을 

조사함으로써 입력시스템 관련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친근한(Friendly) 프리셋(Preset)  

+ 상세 입력’ 형식의 증상입력시스템이 가장 선호되었다.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 선호도는 사용자별로 

극명하게 차이나, 사용자 특성에 따른 변화 

(Variation)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상세 

입력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어야 하며, 상세 입력을 

위한 가이드 텍스트(Text)를 플레이스 홀더(Placeholder)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는 사용자별 선호에 따라 톤앤매너(AI 

에이전트의 성격) 변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한계는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 방식이 

단순하고 쉬운 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다. 

1 차원적인 ‘단순하고 쉬운 정도'가 아닌 고차원적이고 

사용자 경험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사용성 

평가(Usability Test)방식으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지역, 문화, 개인의 

성향, 기존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더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더 구체화한 톤 & 

매너를 설정한 연구를 진행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AI 에이전트의 톤 & 매너의 가이드를 설계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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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T산업과 전장 시스템의 발전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거 
보다 많은 정보를 AR-HUD를 통해 전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자율 주행 단계가 발전함에 따라 

운전자에게 정보량에 따른 적절한 전달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 100대 
기업 내에 랭크된 자동차 회사 중 AR-HUD 디스플레이를 

양산 중인 모델들을 전량 분석하였다. 현재 확인 가능한 
모델은 총 47개 이며, 그 사례를 바탕으로 AR-HUD에 
표현되는 정보의 이미지를 형태적으로 유형화 하여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점, 선, 면, 화살표의 4개 
형태적 유형을 도출하고,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산 모델별 AR-HUD 방향 지시 형태 및 움직 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AR-HUD, 증강현실,인지 과부하,HMI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IT 산업을 접목한 자동차 전장 시스템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지 컴퓨팅 및 센서 시스템의 

발전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최근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고, B2B 시장에서 자율주행 PBV(Purpose Built 
Vehicle)이 개발되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발전되며 안전 관련 
이슈도 함께 연구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가 바뀔 수 있으나, 아직은 운전자의 시야는 

고전적인 안전 처리가 필요하다[3]. 차량 내에서 제어권 
전환에 관한 정보는 시각, 청각, 진동을 이용한 단일 
알람보다 멀티 알림이 인지도가 더 높으며, 그중 70%가 

시지각인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는 차량 내 
시각적 정보 전달 방식이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이 경우 시각적 정보는 대부분 클러스터 및 센터페시아를 

통해 전달 되고있다. 하지만 IT 의 발전으로 좀 더 확장된 
대시보드와 운전자의 시야 전면에 투영하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여기서 운전자 시야 전면에 투영하는 
기술을 HUD 라고 일컫는다. 운전자가 머리를 숙이지 

않고 화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HUD(Head Up 
Display)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 HUD 는 최근 Lidar, 

Range 그 외 GPU 와 같은 차량 내부에 있는 기존 
하드웨어의 발전을 통해 AR과 접목되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의 전달은 

인지과부하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새로운 인지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5]. 따라서 AR-HUD 의 안전 
정보에 관한 심층적인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브랜드별 방향 지시 방법이 
다름을 파악하고 이를 형태적으로 유형화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향후, 본 연구가 AR-

HUD의 방향 지시 유형별 차이가 부주의맹시에 끼치는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기대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AR-HUD 의 방향 지시 화살표의 사용자 
사용성에 관한 연구로써 문헌연구와 동영상 분석을 
진행하였다. AR-HUD 영역 중 AR 영역에 국한하며, 

국내외 기사 및 AR-HUD에 관한 논문과 기업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의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동영상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여 실제 구현 중인 화살표를 구간 별로 잘라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1 AR-HUD 공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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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2.1 AR-HUD 산업  

HUD(Head Up Display)란 자동차에서 전방 주시에 
용이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차량 앞면 유리창 위에 

표시하여, 운전 중 계기판을 보기 위해 자동차 전방이 
변별 시야 안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초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디스플레이 방식이다. HUD 의 종류는 크게 

별도의 스크린을 설치하여 정보를 띄우는 방식인 
컴바이너 타입과 별도의 스크린 장착 없이 자동차 전면 
유리에 투사하는 윈드실드 타입으로 나뉜다. 전장 

시스템의 발전과 전기자동차의 보급으로 내부 공간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현실 세계에 2D, 3D POI(Point 
of Interest) 이미지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AR-HUD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AR-HUD 는 앞 유리에 
투사되는 POI정보뿐 만 아니라 연계된 개발 업체로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주행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6].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현재 자동차 사고에서 가장 많은 이유로 꼽히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전방 주시 태만이, AR-

HUD의 정보 과잉으로 인한 시지각 및 인지 과부하로 
옮겨 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  

2.2 인지과부하와 부주의맹시 

인지 부하란 집중력의 총량과 인지해야 할 과업의 
총량이 같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지 과부하는 
집중력의 총량보다 인지해야 할 과업이 더 많아짐을 

의미하는데 높은 작업량일수록 인지 과부하에 매우 
취약하다[8]. 따라서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자신과 가장 
관련 높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이를 

선택적 인지라고 한다. 이렇게 선택적 인지를 통해 
기대하지 못한 사물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부주의맹시라 부르며,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자신의 

주의력이 분산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9]. 

 

그림 2 주의력과 인지능력의 관계 

 

3. AR-HUD 선행 연구 및 사례 분석 

본 연구는 방향 지시 유형에 대해 분석하기 앞서 AR-
HUD 에 대한 관련 선행 연구를 인지 작용과 사용성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Wang et al.(2021)은 낮은 작업량과 높은 작업량의 
실험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에서 작업 부하가 높은 
경우 부주의맹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부주의맹시는 예측할 수 없는 자극에 
대해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설계는 
부주의맹시의 위험을 고려하여 대응책이 필요하다[10]. 

Romer D. et al.(2014)은 초보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BFTS 의 상황을 제시하여 운전숙련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주의산만과 

LBFTS(Lookingbut- failed-to-see error, White, 
2010) 다름을 주장하며, 보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LBFTS는 운전 중 매력적인 승객과 대화를 진행하거나, 

외향적인 성향의 운전자일 수록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LBFTS 를 부주의맹시 
영역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12].  

Jing et al.(2022)은 AR-HUD 인터페이스 안의 
화살표와 그림자는 운전자에게 시각적 산만함을 줄이며 
도로가 변별 시야 밖으로 벗어나는 횟수를 현저히 

줄어듦을 밝혔다. 제어권 전환 영역에서도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후방 차량이 전방 차량을 추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제어권 전환 효율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전방 차량의 긴급 유턴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림자가 제어권 전환 효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화살표와 그림자 모두 운전자의 시각적 산만함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제어권 전환 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Beck et al.(2019)은 HUD 인터페이스 에서 제공되는 

우선순위 11개의 정보를 사용자 설문을 통해 사용성과 
개선점 알아보았다. 11 가지 정보는 속도제어, 고속도로 
운전, 엔진/변속기 제어, 길 찾기, 표지판/경고감지, 

오디오 플레이어 제어, HUD 정보 항목의 정확성 문제, 
개인 및 상황별 HUD 정보 요구 사항, HUD 이미지의 
시인성 문제, HUD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매력도, HUD 

위치 및 레이아웃 문제 이다. 특히 안전 영역에서 과속시 
빨간색 표시, 깜빡임과 같은 눈에 띄는 신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HUD 인터페이스에 

더 높은 시각적 매력도를 원했다[14].  
Yang et al.(2020)은 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경고 알림을 
받길 원했으며, 운전자의 중앙 시선 기준 8° 밑에 

위치한 HUD 그래픽은 경고성 안내문로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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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 연구 분석  

Yuwei Wang  

et al.(2021) 

AR-HUD 의 높은 작업부하와 

예측 불가능한 조건의 경우 
부주의맹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Romer D et 

al.(2014) 

초보운전자 중 외향적인 
운전자일수록 LBFTS(Looking-
but-failed-to-see error) 

가능성이 높다. 

Chunhui Jing 

et al.(2022) 

화살표와 그림자 모두 운전자의 
시각적 산만함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제어권 전환 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Donghyun 

Beck et 

al.(2019) 

HUD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우선순위 높은 11 개의 정보에 
대한 사용자 설문을 진행했으며 
안전에 관한 이슈에 대해 눈에 잘 

띄는 UI정보를 선호한다.  

Zhen Yang et 

al.(2020) 

운전자의 중앙 시선 기준 8° 밑에 

위치한 HUD 그래픽은 경고성 

안내문으로 부적합하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 AR-HUD의 정보량 시각적 표현 방식 
및 운전 숙련도가 인지 과부하로 인한 부주의맹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AR-HUD 는 개념증명(Proof of Concept)을 통한 
사용성 평가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구현된 사례로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한다.  

AR- HUD 방향 지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검색어는 
다음과 같다. AR-HUD review, AR-HUD development, 
AR-HUD future, AR-HUD comparison 이상 4가지이다. 

국내 외 기사, 검색 이미지, 영상 등 위 검색어에서 얻은 
총 47가지 모델을 분석 한 결과 AR-HUD는 크게 점, 
선, 면, 화살표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주행 중 직진 

구간에서 유형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화살표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는 방향 전환과 차선 변경 시 
화살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표 2. AR-HUD 방향 지시 유형  

점 선 면 화살표 

    

 

AR-HUD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점, 선, 면은 주행에 
안전성을 확인시켜 주는 용도로 쓰이며, 유일하게 

화살표만 운전자에게 지시하는 지시자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운전 중 가장 중요한 형태라 판단하여 화살표 

유행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3.1 AR-HUD  화살표 유형 분석 

● 3.3.1 AR-HUD 방향 지시 화살표 선정 기준 

AR-HUD방향 지시 화살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2022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순위 100위 내 15개 
자동차 기업 중 윈드실드 타입 HUD 적용시킨 12개 
기업을 우선 선별하였다. 12개 기업 중 AR-HUD적용 

기업을 찾고 1 년 이내 영상 콘텐츠가 업데이트 된 
여부를 확인하고, 방향 지시 방법 중 화살표를 
사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 기업 4개와 

해당 기업의 AR-HUD를 양산하는 4개 개발 업체를 
선정하였다. 화살표의 깜빡임 속도의 경우 제공되는 
동영상의 제약으로 4개의 개발 업체의 영상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내용은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방향지시 화살표 선정 기준 

Tesla의 경우 AR 내비게이션을 센터패시아에서 표시하고 

나머지 주요 정보를 Hidden-HUD 로 지원하며 Audi 의 

경우 하나의 화살표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므로 제외되었다. 

표 3. 연구개발 대상 차량 

1  Mercedes-Benz  S-Class 

2  Hyundai  Ioniq5 

3  Volkswagen  ID3 & ID4 

4  Kia  E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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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동차 기업과 연계된 AR_HUD개발 업체 

1-2  Mercedes-Benz  Nipponseiki 

2-2  Hyundai  Envisicsi 

3-2  Volkswagen  LG display 

4-2  Kia  Wayray 

 

● 3.3.2 화살표 분석방법 

형태적 조건을 토대로한 간격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면 화살표를 capture 후 path 로 외곽선을 그려 높이 

60px로 맞춘 화살표와 화살표 사이의 간격을 측정한다.  

 

그림 4 화살표 간격 측정 방법 

깜빡임 속도는 영상에서 보이는 화살표가 나타나고 
없어지는 지점과 다음 화살표가 나타나는 지점 2곳을 
측정하였다. 화살표의 끝과 끝의 기준은 화살표의 

잔상이 나타나고 완전히 사라지는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5 화살표 끝과 끝의 기준과 구간 별 영상 분할 

4. 결과 

화살표 표시 방법에 따라 크게 2 가지 유형의 모습이 
나타났다. 방향 지시의 구간을 알림▷행동▷완료 세 

구간으로 나눴을 때, 단일 화살표로 알림 후 확장하여 
행동을 유도하고 다시 단일 화살표로 완료를 알리는 
A 형과 알림 구간부터 여러 개의 화살표가 한꺼번에 

방향 지시 상황에서 사용하여 행동단계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B 유형으로 나눠진다. 

표 5. 화살표 표시 방법에 따른 유형 분류 

 알림 행동  완료 

A형 

   

B형 

   

 

두 유형별 화살표의 간격을 살펴보기 위해 높이를 60px 

같게 하여 scale 을 조정한 후 분석한 결과 4 개의 
화살표의 간격은 모두 다른 양상을 보였다.  
Mercedes-Benz 화살표 간격은 53px 로 가장 넓은 

간격을 보였으며, 화살표의 개수는 1 개에서 5 개까지 
활용된다. 
Hyundai 화살표 간격은 45px, 화살표의 개수는 

1개에서 5개까지 활용된다. 
Volkswagen 화살표 간격은 32px 가장 좁은 간격을 
보였으며, 화살표의 개수 1개에서 3개까지 활용된다. 

Kia 화살표 간격은 35px, 화살표 개수는 5개에서 9로 
가장 많았으며, 좌우 회전 구간의 경우 5개, 유턴 구간은 

9개의 화살표가 나타났다. 

표 6. 화살표 간격 분석 

Index  1 2 3 4 

Gap(px) 53 45 32 35 

Number(ea) 5 5 3 5-9 

 

AR-HUD 개발 업체의 화살표 깜빡임의 경우 직진, 
방향 지시, 차선 변경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직진 
노선 화살표의 경우 화살표의 잔상이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sec 이하의 속도로 
조사되었다. 
Mercedes-Benz-Panasonic 전 구간 깜빡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Hyundai-Envisics 는 Direction Zone 에서 단일 
화살표의 노출시간은 0.88sec 로 나타났으며 0.02sec 

간격으로 다음 화살표가 나타났다. Straight Zone 은 
0.02sec 간격으로 화살표가 깜빡거렸으며, Lane 
Change 는 단일 화살표의 노출시간은 0.98sec 로 

Direction Zone 단일 화살표 0.88sec 보다 0.1sec 더 
길었다. 다음 화살표까지의 간격은 0.02sec로 Direction 
Zone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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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kswagen-LG display는 0.04sec 간격으로 화살표가 
나타났다. Straight Zone은  0.01sec 가장 짧은 깜빡임 

속도를 보였으며 Lane Change 깜빡임을 보이지 않았다.  
Kia-Wayray 는 Direction Zone 에서 단일 화살표 
노출시간의 길이가 0.95sec 로 나타났으며, 0.02sec 

간격으로 다음 화살표가 나타났다. Straight Zone 은 
0.02sec 로 Hyundai-Envisicsi 와 동일하며, Lane 
Change는 단일 화살표의 길이가 0.16sec, 다음 화살표 

까지의 간격은 0.02sec로 측정되었다.  

표 7. 화살표 깜빡임 분석  

Index(sec)  1-2 2-2 3-2 4-2 

Direction Z None 0.88 0.04  0.95 

 - 0.02  - 0.02  

Straight Z None 0.02 0.01 0.02  

Lane Change None 0.98  None 0.16 

 - 0.02 - 0.02 

 

5. 결과 요약  및  연구계획 

본 연구는 AR-HUD 방향지시 그래픽의 형태를 유형화 
하고, 현재 브랜드별로 차이점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브랜드 사례분석을 통해 그래픽 형태와 움직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앞서 보인 차이들이 향후 사용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살표 간격 분석 
결과 최대 간격 53px, 최소 간격 32px 로 21px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 깜빡임 노출시간의 경우 최대 0.98sec, 

최초 0.16sec 로 0.82sec 차이를 보였다. 셋째, 다음 
화살표 표시 간격은 0.02sec 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2개 실험연구 계획은 

아래과 같다. 
제 1 실험에서 독립변인 (Independent variable)은 
화살표의 간격과 깜빡임 속도의 차이다. 화살표 간격과 

깜빡임의 속도는 위의 최대, 최소 결과값으로 설정한다. 
운전 숙련자와 비숙련자 2 그룹으로 나누어 AR-HUD 
모의 주행을 하며 차선변경, 우회전, 좌회전, 직진의 

4가지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독립변인의 각 과업의 
시작 시간과 완료 시간을 측정한다. 실험 참가자는 
계기판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단지 AR-HUD에 나타나는 

시각적 단서로만 자신의 속도를 예측하도록 통제한다. 
이를 통해 화살표의 간격과 속도에 따라 피실험자가 
운전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6 독립변인 (Independent variable) 

제 2 실험은 위 환경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를 

추가하여 어떤 시각적 조건이 인지 과부하에 의한 
부주의맹시에 더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 실험을 통해 어떤 시각적 형태 자극이 부주의맹시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지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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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olution of technology has changed how au-

diences interact with concerts.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provided a more personal-
ized and refined engagement experience for users. 

This study analyzed the user engagement of virtual 
music concert/festival services. This study collects 
users' perceived experiences during their participa-

tion in the virtual music concert through structured 
interviews. Meanwhile, this paper analyzes the in-
fluence of the user's behavioral state, Perception of 

participation during the service. We find that user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virtual concert 
formats on game platforms. We also improved the 

user engagement model based on Bilde’s engage-
ment framework. Our study results can provide 
theoretical references and practical guidance for 

virtual concert managers and designers. 

 

Keyword 

Online Music Concert, Virtual User Experience, 

Engagement Model， Service Design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The impact of COVID-19 on people's lives over 

the past three years has touched every aspect of 
people's lives. People's original rhythm of life has 
been disrupted and many things need the Internet 

to be done. For example, shopping, dining, travel, 
etc. For example, even music concerts that were 
originally held only offline were also moved online. 

The same service in offline and online environ-

ments, the form of user participation is very differ-
ent, including the service participation proces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Designers have 

thought of many ways to restore the offline concert 
atmosphere experience. Current solutions include 
real-time interaction with live streaming, immer-

sive participation with game platforms, the use of 

VR/AR technology, etc. 

The online concert mentioned in this paper refers 

to a concert experience in a virtual environment. 
The user's perception in the virtual environment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real environment (J. Ta-

katalo et al, 2007), and the virtual experience con-
tains four components (D.Perez-Marcos, 2018) of 
immersion, interaction, sensorimotor contingencies 

and illusions, i.e., perceptual illusions between 
space, environment, and self. The virtual concert 
studied in this paper encompasses these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We define a concert as a form of 
artistic expression in which the user and the con-
tent are interactive, including the interaction be-

tween the audience and the singer,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environment. We draw on an 

engagement framework of audience interaction 
with artwork (Bilde et al. 2008; Bilda 2011), in 
which users perceive and interact with something 

new to create new experiences. Live performances 
provide shared and novel experiences for the audi-
ence, so there is more than one factor that influ-

ences decision-making (Brown and Knox, 2017). 

 

•1.2 Research Process 
This study is about understanding virtual concerts 
and virtual experiences through literature and 

desktop research. We propose the research 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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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s， user interviews, and survey questionnaires 
designed based on the pleasure framework (Costel-

lo 2007, 2011; Costello and Edmonds 2010) and 
the engagement model. After collecting and ana-
lyzing the data, users' feelings about participating in 

different forms of virtual music concerts were 
tracked and the user engagement model was opti-
mized. 

 

Figure 1  Research Process 

 

2. Related Work 

There are currently many "metaverse" concept 
products on the market, offering users a wide range 

of virtual services. Online concerts and music con-
certs are also included in these services. Virtual 
concerts include a variety of forms of presentation, 

mainly real-time live, recorded in advance and 
then recorded, interactive within the game platform, 

combined with VR/AR technology. 

•2.1 Virtual Online Concert 

We collected the existing online concert platforms 
on the market and disassembled th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platform, performers, par-

ticipant profiles, devices used, production methods, 
interactive objects, and interaction modes. 

  

Table 1. Platform classification 

•2.2 Research Questions 

Virtual concerts com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form of experience. To get a 
more focused understanding of the user engage-

ment perception of virtual concerts, we propose the 
following questions for comparing Web live con-
certs, VR platforms, and gaming platform concerts. 

Convert the described parameters into design crite-
ri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covery step and 
definition steps' results.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nline and 

offline concert experience? 
2：What are the perceived differences in user ex-
perience when using online concerts, web, VR, and 

game platforms? 
3：What is the most compatible online concert 
platform that is easily accepted by users in the 

context of curren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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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

• 3.1 Assessment Framework
To discuss the research questions above, we need
to use the study's methodological framework. Users

are both participants and creators, and they go
through a self-learning process when interacting
with content. According to the creative engagement

model proposed by Bilda, users need to go through
four stages of Adaption, Anticipation, learning, and
deeper understanding to understand the content

when they participate in the interaction. At the
same time, the concert has not only auditory con-
tent interaction but also visual and olfactory con-

tent interaction. In the virtual space, it can mainly
provide users with visual and auditory experiences.
Although the dimension of input is not as good as

the offline concert experience, based on digital
technology, users can participate in content crea-
tion. Here we treat the online concert as a content

experience platform, and the Pleasure framework
proposed by Costello illustrates the classification of
the user's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the interac-

tion of artworks (in this case games).

Figure 2  Bilda’s Engagement Framework 

Costello has synthesized a collection of research 
results that relate pleasure to 13 categories: “Crea-

tion, Exploration, Discovery, Difficulty, Competi-
tions, Danger, Captivation, Sensation, Sympathy, 
Simulation, Fantasy, Camaraderie, Subversion” 

•3.2 Users study
To further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we did
research, and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naire
were designed based on the above two frameworks.

During the research, we collected 68 question-
naires, 60 of which were valid. The age covered the
social group of 20-40 years old who had partici-

pated in offline concerts to facilitate our research

comparison. I divided the online concerts into two 
formats, Live Steam and Game Platform, and used 

existing cases for users to participate in the experi-
ence and record their feelings. 

Table 2. Survy Questions 

Category Questions 

Personal 

information 
Your gender 

Your Education 

Your age  

The device you use to watch online concerts (concerts) 

Questions for 

Concert 
Your interest in this type of online concert 

Your feelings about the interactive use of the entire platform 

Your engagement with the platform throughout the process 

Are you willing to experiment with various interactions through-

out the process 

Throughout the process, you discovered many interesting ways 

to interact 

Your understanding of how the platform operates and interacts 

Your creative evaluation of the platform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or watching, you will be immersed 
and fantasized about participating in it 

Participating in such online concerts, you have found that there 
are many ways to play 

As you participate, you will increase your communication with 
other people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you will compare your willingness 

with the offline concer 

•3.3 Data Collection

As shown in the figure below, we record users'
perceptions according to the 5-axis dimensional

statistics method. The dimensions are recorded ac-
cording to "very uninterested, not interested, gener-
ally, interested, very interested".

Figure 3  Live Steam Platform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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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ame Platform Statistics 

After obtaining the data, we conducted statistics 

according to different age groups of the bar. It was 
found that virtual concerts were rated higher than 
live streaming in the gaming platform, especially 

for the 21-25 years old group. This indicates that 
the participation and acceptance of virtual concerts 
are higher among young people. 

Table 3. Comparative statistics 

4. Results

According to the data, the game platform is more 
attractive for users to participate in virtual con-
certs. We have also done an in-depth study on 

why game platforms are easy for users to engage 
in. Corresponding to the learning phase in the en-
gagement framework, game platforms allow par-

ticipation in "learning as performance". (Squire KD, 
2006). The most fundamental artistic characteristic 
of video games is "participation", where the player 

is integrated with the content of the game, its pro-
gress, and other characters in the game. 

Figure 5  Learning as performance 

A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articipation process 
between offline concerts and virtual concer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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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 special attributes can help participants 
deeply experience the content provided by the 

creators when they understand the information in 
the scenario. As mentioned in the previous section, 
users need to interact with the content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event. The game allows users to 
learn the content through environment, guidance, 

and socialization in the process of playing to 
achieve the goal of integrating into the virtual con-
cert. 

Figure 6  Engagement framework (Promotion) 

5. Discussion

The new crown epidemic has impacted our lives, 
but it has also changed the way people communi-

cate with each other. Advances in technology have 
allowed us to transmit and receive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unencumbered by time and space. 

The virtual concert in this article is just one of the 
scenarios. At present, games are a better platform 
to connect users and virtual space, allowing users 

to enter the virtual world smoothly. We propose an 
upgradeable version of the engagement framework 
based on Bilde’s research. 

• Limitations
Due to the limited space and funds, the experiment

can only be carried out onlin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xperimen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num-
ber of participants is too small, the ANOVA for

age and gender lacks generalizability, and the edu-
cational background or occupation of the partici-

pants may have an impact on engagement and ex-
perience enj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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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CI involves understanding how people interact with 

technolog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hich is essential when implementing technology and 

designing new technologi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healthcare, where people's health and well-being are 

at stake. By evaluating the literature from the past 10 

years in the ACM digital library about how HCI 

research i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healthcare. The 

PRISMA model was used to find relevant articles, and 

then 37 articles were evaluated to find that HCI 

research mostly focused on future implementation and 

designing technology in the areas of patients, 

healthcare workers, medical devices, data and 

information, and the interdisciplinary design process. 

There is still a research-implementation gap that 

should be addressed in the future.  

Keyword 

human-computer interaction, healthcare, systematic 

review 

1. Introduction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is how

human factors are applied to machine learning and is 

interdisciplinary in the fields of psychology, human 

factors, software, and computer graphics [1]. Human 

factors are applied to machine learning by using 

information about human preeminence with design in 

HCI [1]. HCI is how people use and are affected by 

technology [2]. It is needed for people to communicate 

with machines smoothly [2]. Technology can assist 

the healthcare industry by improving efficiency and 

accessibility [4]. In the healthcare industry, with the 

tasks that need to be done, it is essential that HCI is 

taken into account when applying technologies and 

making sure they are accurate and efficient [3]. 

Human-centered design approaches are used for 

designing digital health systems, but there needs to be 

additional methods used when designing digital health 

systems for high-risk settings in the healthcare 

industry [5]. There are concerns about people's data 

and privacy concerns with technology in healthcare, 

and that data will not be used for the purpose that it 

is used; patients' data could be exploited. The research 

done with HCI in healthcare should be deployed at 

scale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6]. There are 

applications in many different areas of the healthcare 

industry, and they are growing more and more 

common. Now, items such as wearable technology 

and health apps have become popular with users, so 

they are able to monitor their own health with the 

devices they already own [7]. It can also be used to 

streamline communication. The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clinicians is essential to build 

trust between them. Learning from previous 

experience of clinicians can help create tools for the 

communication loop, such as using a tool to detect 

verbal and non-verbal cues [8]. There are many 

different approaches that HCI research can be done in 

the context of healthcare. To understand the HCI 

research in healthcare, we conduct a systematic review. 

2. Methodology

For this systematic review, we utilize the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

Analyses (PRISMA) [9]. According to PRISMA, we 

define a research question, fix the search terms for 

finding the relevant papers to the research question, 

set criteria for selection and exclusion, filter the 

papers based on the criteria, assess the eligibility, and 

analyze the selected papers to identify topics in HCI 

research in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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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search Question 

A research question was needed to define what 

literature should be reviewed. The research question 

defined was how is HCI research conducted in the 

context of healthcare? 

2.2 Keywords 

The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the ACM digital 

library. The following keywords were defined to use 

for retrieval of the articles: healthcare AND human-

computer interaction were used for the query and had 

to have healthcare AND HCI; the other query used 

was healthcare AND "human-computer interaction" 

in the abstract AND the Title.  

2.3 Selection Criteria 

The articles were collected from 2011-2021 to see the 

applications over the past 10 years. Only articles in 

English were evaluated. Only full research articles 

were collected with access were assessed.  

2.4 Exclusion Criteria 

 Systematic and literature reviews were excluded. 

Papers that did not discuss HCI in health settings 

specifically were excluded. If the articles were 

duplicated, they were also removed before the 

evaluation of the articles.  

2.5 Search of Articles 

Using the keywords that were decided, then it was put 

as a query, and the keywords had to appear in either 

the title or the abstract of the paper to be put into the 

identification phase. The search was also limited from 

the years of 2011-2021.  

2.6 Evaluation  

The author went through the abstract and title of each 

of the articles to see if it was relevant to the topics of 

HCI applications in the healthcare industry to include 

in the study. The review was designed using the 

PRISMA framework and then refining it to be [9].  

 

3. Results 

3.1 Selection and Framework  

The PRISMA framework was used for selecting 

articles was applied during the screening process to 

further evaluate if to include an article or not. In the 

identification phase, 132 records were found in the 

ACM digital library that met the selection criteria of 

keywords in the title and abstract. After duplicates 

were removed, there were 120 records. Next, from the 

120 records, they were screened on whether they were 

full-text articles; 65 articles were found to be full-

text articles. In the next part of the screening, the 

articles were evaluated by reading through the articles 

and excluding the ones that were a systematic or 

literature review which there were 5. After using the 

PRISMA framework, a question framework was 

developed to decide on how to decide if an article is 

eligible or not by asking the research questions, does 

the article talk about HCI research specifically in 

healthcare (33 excluded), is it a full study (3 excluded), 

and is it not a literature review(5 excluded)  The 

screening was done by reading the articles' titles and 

abstracts and resulted in 37 articles being included in 

the study.   

 

Figure 1  Flowchart of Selection of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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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 Framework for Screening 

Research Questions Eligibility 

and 

Assessment 

Excluded 

Does the article talk 

about HCI 

research, 

specifically in 

healthcare? 

Evaluate 

articles 

 

 

33 

Is it a full study? Evaluate 

Articles 

3 

Is it not a literature 

Review  

Evaluate 

articles 

5 

 

3.2 Assessment 

The articles were then grouped by tools that were 

focused on the patient side (13 articles), Data and 

Information (6 articles), supporting healthcare 

workers (10 articles), medical devices (4 articles), and 

interdisciplinary design process (4 articles). After 

going through all the articles, the articles were 

categorized based on common areas that were 

discussed in the papers such as focuses on data, or 

physical devices, healthcare workers, or focusing 

more on patients. 

Table 2. Breakdown of Areas of Papers 

Areas of Healthcare Percentage 

Tools for Patients 35.1% 

Data and Information  16.2% 

Healthcare Workers Support 27% 

Medical Devices 10.8% 

Interdisciplinary Design Process 10.8% 

 

4. Discussion 

The studies demonstrated different areas of the 

healthcare sector where HCI research was conducted.  

4.1 Tool for patients 

HCI research explores how technology can be used to 

aid patients during their care journey. [10–16]. 

Technology can be used as a motivator for patients 

and to help inform them about their treatment they 

may otherwise find complicated to understand, 

especially in anxious health settings[17]. Healthcare 

games help introduce toddlers to their own treatments 

and make them more comfortable during treatment 

by gaining rewards from games and learning they are 

not alone in treatment [10]. In the study they were 

able to explain to toddlers using stories and games 

about what their treatment was and how there were 

other people that were experiencing the same diseases 

to comfort and put the toddlers at ease. In rural areas, 

how people with HIV use transportation to connect 

with areas, it was found public transportation and 

ride-sharing were not accessible or trusted and. 

instead use a system of using a favor based system 

where people could volunteer for rides with other 

riders, and the interface would let people put available 

times to match with other people [18]. The findings 

from the paper can be used to help understand how 

to use technology to empower patients when it comes 

to accessing treatment and to help design more 

technologies or solutions that empower patients to 

have control.   

Patients and people, in general, enjoy making 

connections with others who are similar to them 

through technology [18]. Health vlogs can be used as 

social support for people sharing the same diseases. 

Vlog metadata helps viewers connect with the viewer 

since they can see emotions, the disease's physical 

status, and demographics that are harder to capture 

in the text [20]. People enjoy connecting with others 

and technology. Technology is not only used to 

improve a patient’s physical condition, but also their 

mental condition. 

Mobile apps and electronics can be used to aid 

patients in understanding the needs and wants of 

patients to make them comfortable during their 

journey[7,20,21]. The development of mobile tools to 

assist patients during their healthcare journey can 

alleviate stress. The use of the My Journey Compass 

tablet, which was given as a health tool, man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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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ed it as a source of entertainment. How cancer 

patients can use technology during their journey to 

communicate with healthcare providers, alleviate 

stress, connect with other patients, and enjoy mobility 

[22]. Technology is not only used to track patients but 

can be an outlet for them to distract them from their 

own health problems or anxiety they have relating to 

their healthcare. Even though products are designed 

with a purpose in mind, patients are able to find relief 

using technology to move attention away from their 

diseases and this can be used for future HCI research 

on what other ways technology can help patients deal 

with their diseases. 

Technology can be used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health providers; when patients 

are given instructions, health providers may only see 

the end result, and the patient could be doing 

treatment wrong at home. In the case of oral health 

care, Personal health technologies can be used to 

monitor what patients are doing at home [23]. 

Patients can even streamline the process by potentially 

utilizing a health kiosk that assesses the problem and 

informs patients if they should see a doctor or not [23]. 

HCI research has found ways that patients are able to 

access information at the comfort of their home or in 

a more accessible location over waiting at doctor’s 

office and getting the advice they need. 

4.2 Healthcare Workers 

There is HCI research on how technology can be used 

to aid healthcare workers in their jobs, from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interacting with patients 

[3,8,24–31]. Researchers can observe and get 

feedback from healthcare workers to create support 

systems. Therapists' participation in healthcare role-

play helps HCI researchers understand the dynamics 

of patients and therapists during a session when 

designing support systems [31].   

Technology can help aid healthcare workers make 

decisions in a high-risk environment for their 

patients. The sharing of patient data through clinical 

systems and different formats of the data makes it 

hard for clinicians to have access to the data to make 

a decision about patient care. The creation of data-

support decision-making (DSDM) tools with the 

support of clinicians' needs and the current problems 

can aid clinicians [29]. Even with decision tools. 

There are still barriers to the implementation. In 

heart implant decisions, clinicians did not feel they 

needed a decision tool since they felt their knowledge 

was enough to make the appropriate decision for 

their barriers. There is also a preference for clinicians 

to consult with their collogues since they trust them, 

and it would be unlikely for them to switch to 

technical support when considering decisions over 

people they trust [27]. For future HCI research, it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onsultation with other clinicians and creating 

decision-making tools that take that into perspective 

and help streamline the process. 

 

4.3 Medical Devices 

Medical devices and tools can aid patients and 

healthcare workers, and understanding how clinicians 

use them and their needs for the tools is important to 

help them during high-pressure situations.  [32–35]. 

New physical medical tools can help clinicians during 

surgery or the evaluation of their patients. Optical 

head-mounted displays could be used in triage 

situations or during surgery to help or identify 

hazardous materials [32]. There are even examples of 

applications with organs such as the pancreas to help 

patients with diabetes. Augmenter Reality could be 

used with an artificial pancreas as part of the UI [35]. 

The medical devices help patients in ways that were 

not able to in the past and make processes such as 

surgerie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4.4 Data and Information 

In healthcare settings, there is a lot of data and 

information about patients, and there needs to be the 

protection of patients' privacy. The use of devices 

increases the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 of data 

and information[7,36–40]. There are barriers that 

come with working with patient-generated data that 

can be addressed through design. One problem is that 

there are challenges with data collection, such as the 

data not being complete, which can be addressed by 

automating the data collection, so it is not solely the 

patient's responsibility. Health devices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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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ally track the data of a patient and then 

validate the data from health devices since they have 

a limit [7]. With concerns over accurate data and 

relying on solely the patient, health devices help make 

the picture clearer of the data of the patient and used 

to support what the patient reports to doctors. 

 

4.5 Inter-disciplinary Design Process 

Since HCI is multi-disciplinary, there are many 

different stakeholders that come together when 

designing or implementing technology in the 

healthcare industry [25,41–43]. Many people coming 

together means that not everyone will agree on one 

idea or have the same ideas, and this could cause 

tensions in groups when planning. One way to address 

tensions is by having a plan beforehand of coming up 

with a strategy of how to deal with tension in the 

group if it arises or by coming up with rules for 

meetings. Hence, everyone understands what is 

appropriate conduct for their meetings [41]. The 

research has given potential solutions for how the 

many different stakeholders that are working together 

can efficiently work together and deal with tension or 

problems, which is important since stakeholders are 

essential in the implementation and understanding of 

how technology can be used in healthcare. 

 

5. Conclusion 

The limitation of the review was that it was only 

conducted in one database when there were articles in 

other databases that could cover how HCI is 

implemented in healthcare. There was also a small 

number of keywords used for the query when 

searching for relevant literature. The three keywords 

of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and 

"healthcare," when there are other keywords that 

could relate to HCI, such as "design." 

The literature review showed there is plenty of 

potential uses and applications of HCI in healthcare, 

but most focused on future planning and designing 

better systems. There are still gaps from going to 

research to implementation and in the application of 

using HCI in the healthcare industry. The articles also 

gave suggestions to researchers on what areas needed 

more research in the future in different areas. Most of 

the articles focused on HCI applications to make 

patient care more accessible. Going forward, HCI 

literature in the healthcare sector needs to focus on 

implementations of HCI applications in healthcare 

and not just the desig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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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ⶋ㝟ᴿ ⠫ㆯ⑳ᶏ 㞴ᚬ ㈣㑫 ᵐ⋐ ᶏ␟♫⌇ ⶋ㝟ほ 

ᶫ䀇 㑯Ẅ 㿧ᾇ⛜㈃ ⯏ᝯᴿ ⊗ ㈣㑫㊬㈣ 

㣌┟ほ⯇㈃ ឋ⋏ 㿯ㄿ⌇ 䀇ᶏ. 㵤䈳, ⶋ㝟ほ ᶏⳃ 

㈻ᢤ ㎧た㑫┟ ㈻ᢤほ ᶫ䀇 ㈣㑫 ᵐ⋐ ㊫䀃ểᴿ 

⑳ⵏ㭤 䅓ឧᚫ ⛇⮈䀇ᶏ. ➣ ゛᠗ほ⯇ᴿ ⶋ㝟㈃ 

ឫ⭬┟(Coronal Plane) ㊯⛔ឧ 䅯⛔ ⭗ほ 㑯Ẅ 

㈻ᢤほ ㈃䀟 ⛇⮈䀃ᴿ ហᚯ ⑳ⵏ㭤(Spatial Masking) 

䅓ឧᚫ ㈣ᚯ㈃ ⶈ❯(Identification) ᵐ⋐ほ ⚣㤃ᴿ 

ガ䁐 䄀㈣䀃ᣛ ㆯ䀟 ⭗ㅔ㈻ ⶏ䂃 㑯䀴䀃カᶏ. 

ហᚯ ⑳ⵏ㭤 ⛇⮈ⶇ㭏ᣛ ㆯ䀟 ⶋ㝟 ㊯⛔ほ ⛔䀟 

㈻ᢤ(Distractor) ㎧ᴿ Ẅⶇほ ⶋ㝟 䅯⛔ほ ╔㼇 

㈻ᢤ(Target Stimulus) ㎧びᶏ. ῷ, ỻ ㈻ᢤ㈃ 

⯣ᣛ ᶗ䀃 ⑳ⵏ㭤 䅓ឧ ᜫ㑈䀃カ┛, ᷿ 

ᭃᚫ ỻ ㈻ᢤ㈃ ⯣ᣛほ ㈃䀇 ガ䁐 䄀㈣䀃カᶏ. ᢣ 

ឧ, ⛔䀟 ㈻ᢤ㈃ ⯣ᣛᚫ 㬟ⳃ⌈, ╔㼇 ㈻ᢤ㈃ 

⯣ᣛᚫ 〨䀋ⳃ⌈, ᢣឋ ╔㼇 ㈻ᢤ㈃ 㷓㯟 

➠㉌䀟㑳ⳃ⌈ ⶈ❯ ᵐ⋐ ᚻⰷ䀃カᶏ.  ឧᴿ 

〉⌇ ㊯ⶋ 㑯Ẅ 㿧ᾇ⛜ ᾿㈻㈣ ㆯ䀇 㑯Ẅ 㷓㯟㈃ 

㑫㤓⌇ 䄇ㅔị ⳃ ㈳ᶏ. 

㎧㋇た 

䀰㶜 ⴳ㵣(Haptic Suit), 㑯Ẅ 㿧ᾇ⛜(Vibrotactile 

Feedback), ⑳ⵏ㭤 䅓ឧ(Masking Effect) 

 

1. ⯇ ⌋ 

ឧ ⭗ㅔ㈻㈃ ╛㈰ᚻ 䁐⭬ⶇ㭏ᣛ ㆯ䀟 ⶇ㝘ᚬ 

㎼⌇ 㦟㾓㯛 ㈣㯛㹃ⵏᚫ ⛇㊯ểび㑫⑷, 㠇ᢧ 

⊗ た㾷㦫Ⰳほ⯇ 㠿ᚫ㊬㈣ ᚻᚬほ ᶫ䀇 ㄿ᠗ᚫ 

㑈ᶫể┛ 䀰㶜 ⠯〧ᚫ ᶫỻểឋ ㈳ᶏ. 䀰㶜 ㈯, 

㈃⍷, VR ᾜ㈃ ᶏ〼䀇 ㈣㯛㹃ⵏ ⰸほ⯇ 㯛㤃 

ㅔ䀇 ⭬䃣㈼ㅔ ⛔❀┛, ᶏ〼䀇 䀰㶜 ㉐㤃ᚫ 

ᛇ⛇ểた ⊗ ㇼㅔ ⠯〧ほ⯇ ⭗ㅔểឋ ㈳ᶏ. 䀰㶜 

㉐㤃ᴿ 㬗 ᢧᚻᚬ ㊯ᶗ䀟㎧ᴿ ᚻ ㉐㤃ル 㑳ᚻ 

₻ᴿ 㿧⠫ ᚻᚬ ㊯ᶗ䀃ᴿ 㞴ᚻ ㉐㤃⌇ ᭃᴇᶏ.  

㎼, 㑯Ẅ ㉐㤃 㱠䀟 㞴ᚻ ㋀➟ ㊯ᶗ䀃ᴿ 㑯Ẅ 

㿧ᾇ⛜ ╓⚿㈧, 㦓㵣⌏⊗ ᾜ ㈧⭬⮈䄇ほ ᮻ 

㊬ㅔểた ヿ┛, ᶏ〼䀇 ⠯〧ほ⯇  ㅔ䀇 

゛᠗ᚫ 㑯䀴ểឋ ㈳ᶏ. ⭗ㅔ㈻㈃ 㼸⠫䀇 ᝨ䂃 

㋇ហ䀃ᣛ ㆯ䀟 ⰷ-㑯Ẅ ❫䄃[1], VR ほ⯇ ◧㝟ル㈃ 

⭬䃣㈼ㅔ[2], ⶇᚬ ㉐》㈣㈃ ⿳㊯ ➟䀴 ㆯ䀟 ⛔䁐 

⿳᭟䀃ᴿ 䀰㶜 ᯏ⣯Ⰳ[3] ⚺ ⭗∷㈃ ㅫ㑬㈯ 

㇋ṯ[4]䀃ᴿ ⑹ ゛᠗ᚫ ㈳ᶏ. 

⊗䀇 た㾷㦫Ⰳ 䄇ㅔ䀃ᣛ ㆯ䀟 䀃ᾇ㆓た㈃ 

ᛇ⛇ṯ ㎼ㄿ䀟㑫ឋ ㈳ᶏ. 㠇ᢧ ┲┲ ᣛばほ⯇ 㡇ⶇ䀇 

㛔ㅔ䃀 ㊯ⶋ 䀰㶜 ㉐⣯[5,6]ᴿ ᶏ〼䀇 ⠫ㆯほ 㞴ᚻ 

㋀➟ ㊯ᶗ䀋 ⳃ ㈳ 䀟㎫ᶏ. ₻䀇 ⭗ㅔ㈻㈃ 

Ẅ⯜ ㋇䀇䀃㑫 ⿵ឋ 㹣䀃 ㅫ㑬㈧ ⳃ ㈳ᴿ 

㈣㯛㹃ⵏᴿ VR 䄃ᝨ ₻ᴿ 䅳⋓ ⶇ♗⊳Ⰳ 

た㾷㦫Ⰳឧ㈃ 䀔ほ ㊻ ᚫ㑯ᶏ. ⊗䀇 

㇋⌇ ㊯ⶋ 䀰㶜 㿧ᾇ⛜ ᣛⳋ ╛㈰䃀 ⭗ㅔ㈻ 

ᝨ䂃 ㋇ហ䀃 ⶏᚻ 㨃㯻㣋㈃ 䄀⭛ほ ㎼ㄿ䀇 

䀋⌇ ㈻㉌ឋ ㈳ᶏ. 

ᢣ⊗ᭃ, ⶋ㝟ほ 㑯Ẅ 㿧ᾇ⛜ ㋇ហ䀃ᣛ ㆯ䀟 ⊗ 

㈣㑫㊬㈣ 㣌┟ほ⯇ ឋ⋏䀟〧 䀇ᶏ. ㈣ᚯ㈃ ⶋ㝟ᴿ 

⠫ㆯ⑳ᶏ 㞴ᚬ ㈣㑫 ᵐ⋐[7]ឧ 㞴ᚻほ ᶫ䀇 ហᚯ 

䀟⭬ṯ(Spatial Resolution)ᚫ ᶏ␟ᶏ[8,9]. 㐴, 

ⶋ㝟㈃ ⠫ㆯ⑳ᶏ ᴻᦟ㑫ᴿ ㈻ᢤ㈃ ⯣ᣛル ỻ ㈻ᢤ 

ᚯ㈃ ほ Ί␣ ㈣㑫 ᵐ⋐ほ ᶫ䀇 䀟ᚫ 㿯ㄿ䀃ᶏ. 

₻䀇, ᶏⳃ㈃ 㑯Ẅ ㈻ᢤ Ẅⶇほ ㎧た㑳 ῷ 㵤㋀ 

㈻ᢤ ᶏ␣ ㈻ᢤほ ᶫ䀇 ㈣㑫 ᵐ⋐ ㊫䀃ⶇ㭏ᴿ 

⑳ⵏ㭤 䅓ឧᚫ ᭃ㭫ᭃᣛ ᶏ[10]. ⑳ⵏ㭤 䅓ឧᴿ 

ⶇᚯ ⑳ⵏ㭤(Temporal Masking)ឧ ហᚯ ⑳ⵏ㭤⌇ 

2 ᚫ㑫⌇ ᭃᴇᶏ[11]. ⶇᚯ ⑳ⵏ㭤 ╔㼇 ㈻ᢤឧ 

⛔䀟 ㈻ᢤ Ẅ㈧䀇 ㆯ㤃ほ ⶇᚯ ᚯ ỻឋ ⛇⮈䀋 

ῷ, ╔㼇 ㈻ᢤ ⛔䀟 ㈻ᢤほ ㈃䀟 ᚫ⋏㑫ᴿ 䂯⭬ 

⑻䀇ᶏ. ហᚯ ⑳ⵏ㭤 ╔㼇 ㈻ᢤឧ ⛔䀟 ㈻ᢤ ⯇⌇ 

ᶏ␣ ㆯ㤃ほ⯇ Ẅⶇほ ㎧た㑳 ῷ, ╔㼇 ㈻ᢤ ⛔䀟 

㈻ᢤほ ㈃䀟 ᚫ⋏㑫ᴿ ᜮ ⑻䀇ᶏ. 㵤䈳, 㛔ㅔ䃀 

㊯ⶋ 䀰㶜 ㉐⣯ᴿ ᮾ ⠫ㆯ㈃ ⶋ㝟ほ ⛛㤃ệ 

㑯Ẅ㈻ ㅔ䀃 ᶏ〼䀇 ⶇហᚯ㊬ 㷓㯟 ⯏ᝯ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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ᚫᵐ䀃ᶏ. ᢣ⊗♫⌇, ᶏⳃ㈃ 㑯Ẅほ ㈃䀟 ⛇⮈ểᴿ 

⑳ⵏ㭤 䅓ឧル ㈣ᚯ㈃ 㞴ᚬ ㈣㑫 ᵐ⋐ほ ᶫ䀇 ឋ⋏ᚫ 

᷿ㅜ 㿯ㄿ䀃ᶏ. 

➣ ゛᠗ほ⯇ᴿ 㑯Ẅ 㞴ᚬ ⴳ㵣 ㅔ䀃 ⶋ㝟㈃ 

ឫ⭬┟㈃ ㊯⛔ឧ 䅯⛔ ⭗ほ ㈻ᢤ ⯣ᣛ ❫䃿ほ Ί␣ 

ហᚯ ⑳ⵏ㭤 䅓ឧ 䄀㈣䀃ឋ㈻ 䀇ᶏ.  ㆯ䀟 

⭗ㅔ㈻ ⶏ䂃 㑯䀴䀃カ┛, ⶋ㝟ほ ᶏⳃ 㑯Ẅ 

㈻ᢤ ㎧た㑳 ῷ 㑯Ẅ ⯣ᣛ㈃ ガ䁐ほ Ί␣ ⶈ❯ 

㋀䄀ṯ 㣌㋀䀃カᶏ. ⶏ䂃 ឧ, ⶋ㝟 ㊯⛔ឧ 䅯⛔ 

⭗ほ 㑯Ẅ ⯣ᣛほ Ί␣ ហᚯ ⑳ⵏ㭤 䅓ឧ 

䄀㈣䀃カ┛,  ᣛ⛃⌇ ⶋ㝟ほ ᶫ䀇 㑯Ẅ 

㿧ᾇ⛜㈃ ⭳⌇ㅟ 㑫㤓 ㋇ⶇ䀇ᶏ. 

 

2. 㛔ㅔ䃀 䀰㶜 ⴳ㵣 

bHaptics 䄷⭗㈃ TactSuit X40  ╣㈃ ㊯⛔ឧ 

䅯⛔ほ ᚬᚬ 20 ᛇ(5x4 ⛛ゟ)㈃ ERM(Eccentric 

Rotating Mass) 㑯Ẅ ╓㯛⌇ ᠗⯜ểた ㈳┛, 

◟ᴿ 〨 1.7kg ᶏ. ERM 㑯Ẅ ╓㯛ᴿ ╓㯛ᚫ 

㹣 㡀ほ ㈃䀟 䄷㊯䀃┟⯇ ⛇⮈ểた 㑯Ẅ ⯣ᣛル 

㎧㶷ⳃᚫ ⯇⌇ ㌰ⰸ㊬┛[12], ㋇㌛ 䄷⭗⑳ᶏ 㑯Ẅ 

╓㯛㈃ 㵤⯜ ᶗ∧㑯ᶏ. Ί∧⯇ TactSuit X40 ほ 

⠫㛔ệ 㑯Ẅ ╓㯛㈃ 㵤⯜ ⿷➟ᣛ ㆯ䀟 ᚫⰸṯ 

⯧⯇(352C23, PCB Piezotronics ⭗) ㅔ䀃 

ERM 㑯Ẅ ╓㯛㈃ 㑯Ẅ 㵤⯜ 䄀㈣䀃カᶏ. 

䀰㶜 ⴳ㵣ᴿ ㈻⭗ほ⯇ ㋇ហ䀃ᴿ ⰷ㾯㵣㆓た 

ㅔ䀃 0 ほ⯇ 100 ⭗㈃ ㈯㈃㊬㈣ ᚽ⌇ 㑯Ẅ 

⯣ᣛ ㌛㊳䀋 ⳃ ㈳ᶏ. ᢣ⑧ 1  ㈯㈃㊬㈣ ᚽほ Ί∧ 

❫䀃ᴿ 㑯Ẅ ╓㯛㈃ ᚫⰸṯ ᚽ ᭃ㭫᭣ᶏ. ㈯㈃㊬㈣ 

ᚽ 10 ⌇ ㎧び ῷ 㑯Ẅ ╓㯛㈃ ᚫⰸṯᴿ 5.22G, 

30 ㈧ ῷ 9.90G, 100 ㈧ ῷ 14.90G ᚫ 

㣌㋀ểびᶏ(ᢣ⑧ 1). ᴿ ㈯㈃㊬㈣ ᚽឧ 㑯Ẅ ⯣ᣛ㈃ 

ឫᝯᚫ ⣯⯋䃀㈯ ⿷ ⳃ ㈳ᶏ. ㈯㈃㊬㈣ ᚽ 

50 㑫ᴿ 㑯Ẅ ⯣ᣛᚫ 㑈ᚫ䀃㑫⑷, 50 ⭬㈧ 

ῷ⠫㯛ᴿ 㺗䃿(Saturation)ểびᶏ. ⌇⸓ TactSuit 

X40 ㈃ 㑯Ẅ ╓㯛ᴿ 㠇ᶫ 14.90G ㈃ 㑯Ẅ ⯣ᣛ 

㡇⋐䀋 ⳃ ㈳ㇷ 䄀㈣䀃カᶏ. 

 

3. ⭗ㅔ㈻ ⶏ䂃 

➣ ゛᠗ほ⯇ᴿ ហᚯ ⑳ⵏ㭤 䅓ឧ 䄀㈣䀃ᣛ ㆯ䀟, 

╣㈃ ㊯⛔ឧ 䅯⛔ほ ㎧た㑫ᴿ 㑯Ẅ ㈻ᢤ㈃ ⯣ᣛ 

❫䃿ほ Ί∧ 㑯Ẅ 㷓㯟㈃ ⶈ❯ ᵐ⋐ ㋀䄀ṯ 

㣌㋀䀃ᴿ ⭗ㅔ㈻ ⶏ䂃 㑯䀴䀃カᶏ.  

㿧ⶏ䂃㈻ 

➣ ⶏ䂃ほᴿ ᚻᚬᣛឫほ ⭬ ぱᴿ 10 ┰(᭓㈻ 6, 

㈻ 4; 㹴ᢋ ᭃ = 21.9, ✿ㆯᴿ 21-30 ⯣)㈃ 

㿧ⶏ䂃㈻ᚫ ⶏ䂃ほ 㛣䀃カᶏ.  ⶏ䂃 

㺗䀘ហឧᶫ䀄㈃ ⮈┰㇏ㆯㅻ䄷ほ ㈃䀟 ⵤ㈣ 

⛆〃┛, ╓ᾋ ⶏ䂃㈻ᾏ⌇⠫㯛 䀰㶜 ⴳ㵣 

㛔ㅔ䀃 ⶋ㝟ほ 㑯Ẅ ㈻ᢤ ᚫ䀃ᴿ ⭗ⶏほ ᶫ䀟 

⭗㊯ Ẅ㈃ ⛆〃ᶏ. 㿧ⶏ䂃㈻ᴿ ⶏ䂃 ㊳㛓ほ ᶫ䀟 

㡔⠯䀇 ⯏┰ ᾏび┛, 䀰㶜 ⴳ㵣ル 㑯Ẅほ ㈃䀟 

⛇⮈ểᴿ ⰷ 㛓ᶓ䀃ᣛ ㆯ䀟 䃿㵣 ᰣ㐳ᚫ 

㉗⮈ệ ᰣ㐳 㤿ⵗ⑬ 䂏ᾇ㺛 㛔ㅔ䀃ឋ ⶏ䂃 

㑯䀴䀃カᶏ. 

ⶏ䂃 ㌛ 

ⶏ䂃ほ⯇ ⭗ㅔệ ㉐⣯ᴿ TactSuit X40 ┛, ㈻ᢤ 

⛇⮈ⶇ㭏ᣛ ㆯ䀟 ⭗ㅔệ 㑯Ẅ㈻㈃ ㆯ㤃ᴿ ᢣ⑧ 2 ル 

ᛄᶏ. ⭗∷ ⶋ㝟ほ ᚫ䀟㑫ᴿ 㑯Ẅ ㈻ᢤほ ᶫ䀟 ហᚯ 

䀟⭬ṯᚫ ᭙ ᠘⠫䃿(Localization)䀃ᣛ た⋠ᶏ[7]. 

㐴, ⚫㊼䀇 ㆯ㤃ほ⯇ ᶏⳃ㈃ 㑯Ẅ ㈻ᢤ 

⛇⮈䀃᷿∧ṯ ⭗∷ᾏ ㋀䄀䀇 ㆯ㤃 ᚻ㑫䀃㑫 

╦䀇ᶏ. Ί∧⯇, ⶋ㝟㈃ ᠘⠫䃿⌇ ㈣䀟 㑯Ẅ 㷓㯟㈃ 

ⶈ❯ ᵐ⋐ほ ガ䁐 ㎯ ⳃ ㈳た,  㠇ⰷ䃿䀃ᣛ 

ㆯ䀟 䀰㶜 ⴳ㵣㈃ ㊯⛔ឧ 䅯⛔ほ ᚬᚬ 㑯Ẅ㈻ᚯ 

ᚫ 㠇ᶫᚫ ểᴿ 4 ᛇ㈃ 㑯Ẅ㈻ ⭗ㅔ䀃カᶏ.  

ᢣ⑧ 1. bHaptics TactSuit X40㈃ 㑯Ẅ ⯣ᣛ 㣌㋀ 

ᢣ⑧ 2. ⶏ䂃ほ⯇ ⭗ㅔệ 㑯Ẅ ㆯ㤃 (ᰣ∫⑷ ⭗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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ⶏ䂃 ㈻ᢤ ╣㈃ ㊯⛔ほ ㎧た㑫ᴿ ⛔䀟 ㈻ᢤឧ 

䅯⛔ほ ㎧た㑫ᴿ ╔㼇 ㈻ᢤ⌇ ᠗⯜ệᶏ. ⛔䀟 

㈻ᢤ ╣㈃ ㊯⛔ほ 4 ᛇ㈃ 㑯Ẅ㈻ᚫ ╓ỻ 䄇⯜䃿ể┛, 

╔㼇 ㈻ᢤ ╣㈃ 䅯⛔ほ ㆯ㤃䀇 4 ᛇ㈃ 㑯Ẅ㈻ᚫ 

䄇⯜䃿 ₻ᴿ ⣯䄇⯜䃿 ểた 㟈 16 ᚫ㑫(24)㈃ 

㷓㯟⌇ ㎧た㑯ᶏ. ₻䀇, ╔㼇 ㈻ᢤ 䅯⛔ほ 

㎧た㑫ᴿ ㇋ᴿ ㈣ᚯ ⶋ㝟㈃ ㊯⛔ほ ⣯䀟 䅯⛔ 

᷿ ỿᚻ䀃, 䅯⛔ほ ᶫ䀇 㑯Ẅ 㿧ᾇ⛜ ⯏ᝯᚫ ᷿ 

た⋠ᶏ. ⊗䀇 ㇋⌇ ⶋ㝟㈃ 䅯⛔ほ ᶫ䀇 㑯Ẅ 

㿧ᾇ⛜ ᾿㈻㈣㈃ 㑫㤓 ㋇ហ䀃ឋ㈻ ╔㼇 ㈻ᢤ 

䅯⛔⌇ ⯏㋀䀃カᶏ. 

㼇 1. ⶏ䂃 ㌛ 

ㄿ㈣ ᛇⳃ 

⛔䀟 ㈻ᢤ ⯣ᣛ 4 (0G, 5.22G, 9.90G, 

14.90G) 

╔㼇 ㈻ᢤ ⯣ᣛ 2 (5.22G, 14.90G) 

╔㼇 ㈻ᢤ㈃ 

㑯Ẅ 㷓㯟 

16 (4 ᛇ㈃ 㑯Ẅ㈻  

䄇⯜䃿 ₻ᴿ ⣯䄇⯜䃿) 

 

ⶏ䂃㈃ ㄿ㈣(Factor) ⛔䀟 ㈻ᢤ㈃ ⯣ᣛル ╔㼇 

㈻ᢤ㈃ ⯣ᣛ, ᢣឋ ╔㼇 ㈻ᢤ㈃ 㑯Ẅ 㷓㯟ᶏ(㼇 

1). ⛔䀟 ㈻ᢤឧ ╔㼇 ㈻ᢤ㈃ ⯣ᣛ ❫䃿ほ Ί∧ 

㷓㯟ほ ᶫ䀇 ⶈ❯ ᵐ⋐ 䄀㈣䀃ᣛ ㆯ䀟, ⛔䀟 ㈻ᢤ㈃ 

㑯Ẅ ⯣ᣛᴿ ㈻ᢤ ぱᴿ ᝨㅛ(0G)ル ㈻ᢤ㈃ ⯣ᣛᚫ 

〨, ㎼, ᛀ(5.22G, 9.90G, 14.90G)⌇ 

4 ⳃ㎫(Level)ᭃᲯび┛, ╔㼇 ㈻ᢤ㈃ ⯣ᣛᴿ 〨, 

ᛀ(5.22G, 14.90G)⌇ 2 ⳃ㎫⌇ ⯏㋀䀃カᶏ. ᴿ 

⛔䀟 ㈻ᢤ ⯣ᣛほ Ί∧ ╔㼇 ㈻ᢤ ⯣ᣛ㈃ 㬗ᭃ 

㈼ᭃ, ᛄ ᝨㅛほ ᶫ䀟⯇ ⑳ⵏ㭤 䅓ឧ 䄀㈣䀋 ⳃ 

㈳ᶏ. ⶏ䂃 ㈻ᢤ㈃ ㌰␃ᴿ ⛔䀟 ㈻ᢤ㈃ ⯣ᣛ(4 ⳃ㎫), 

╔㼇 ㈻ᢤ㈃ ⯣ᣛ(2 ⳃ㎫), ╔㼇 ㈻ᢤ㈃ 㑯Ẅ 

㷓㯟(16 ⳃ㎫)㈃ ㌛䀔㈣ 128 ᚫ㑫(4x2x16)ᶏ. ₻䀇, 

⛔䀟 ㈻ᢤឧ ╔㼇 ㈻ᢤ Ẅⶇほ ㎧た㑫┛, ⭗∷ 

㈻ᢤほ ᶫ䀟 㡔⠯䈳 ᴻᬯ ⳃ ㈳ṯ⌈ 1 㞳 Ẅ⿳ 

㎧た㑯ᶏ. 

ⶏ䂃 ㊳㛓 

ⶏ䂃 㟈 3 ᶓᝯ(ᝨ䂃, ゛ⵠ ⶏ䂃, ➣ ⶏ䂃)⌇ 

⎓た㑯ᶏ. ᝨ䂃 ᶓᝯᴿ 㿧ⶏ䂃㈻ᚫ 䀰㶜 ⴳ㵣 

㛔ㅔ䀃 㑯Ẅ ㈻ᢤ ⛇⮈ểᴿ ㆯ㤃 䄀㈣䀃ᣛ 

ㆯ䀇 ᶓᝯ⌇, 〨 1-2 ⠯ᚯ 㑯䀴ểびᶏ. 

゛ⵠ ⶏ䂃 ➣ ⶏ䂃 㑯䀴䀃ᣛ ㊯ほ ⶏ䂃 ㊳㛓 

䀟䀃ᣛ ㆯ䀇 ᶓᝯ⌇, ⒏ ⶇṯ(Trial)⑳ᶏ 

㿧ⶏ䂃㈻ᴿ ㎧た㑫ᴿ 1 㞳㈃ ⶏ䂃 ㈻ᢤ 䀇 ✳ 

ᝨ䂃䀃ឋ ╣㈃ 䅯⛔ほ ᴻᦟ㑫ᴿ 㑯Ẅ㈃ ㆯ㤃 

ㇼᶠ䀇ᶏ. ῷ ㈻ᢤほ ᶫ䀇 㑬ឫ㊬ឋ ⤋␣ ㇼᶠ 

ㆯ䀟 㮇⢿⑪ 㱠䀇 㯛㤃 ㈣㯛㹃ⵏ 

ㅔ䀃カᶏ(ᢣ⑧ 3). 㿧ⶏ䂃㈻ᚫ ㈻ᢤほ ᶫ䀟 

ㇼᶠ䀃┟ ㋀ᶠ㈃ ㇋◟ ⿷⋏㎧ᴿ 㿧ᾇ⛜ 䃿┟ほ 

㋇ហệᶏ.  ᶓᝯほ⯇ᴿ 㟈 32 ✳㈃ ⶇṯᚫ 㑯䀴ể┛, 

ឧ ⠯⯈ ㆯ䀇 ḛ㯛⌇ ⭗ㅔể㑫 ⿵ᴿᶏ. 

➣ ⶏ䂃ほ⯇ᴿ ⭗ㅔ㈻㈃ ㇼᶠほ ᶫ䀇 ḛ㯛 

ⳃ㑼䀃ᴿ ᶓᝯ⌇, 㑯䀴 ㊳㛓ᴿ ゛ⵠ ⶏ䂃ឧ 

Ẅ㈧䀃㑫⑷ ㋀ᶠほ ᶫ䀇 㿧ᾇ⛜ ㋇ហể㑫 ⿵ᴿᶏ. 

㊯㝟 ⶇṯ ⳃᴿ ᚬ ⶏ䂃 ㈻ᢤ 2 ✳ ⛃➠䀃 㟈 

256 ✳┛, ⶋ㝟ほ 㑯Ẅ ㈻ᢤ ㉐ⶇᚯ ᰣ㡇ể┟ 

㿧⌇䀟㑳 ⳃ ㈳た 4 ⢿⌈⌇ ᭃᲯた 64 ✳㈃ 

ⶇṯ⑳ᶏ 2 ⠯㈃ 䇟ⶈ ⶇᚯ ㎧びᶏ. 

ᢣ⑧ 3. ⶏ䂃 䄃ᝨ ⚺ 㑯䀴 ⭗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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ឧ ⚺ ⠯⯈ 

㼇 2. ⭧ㅻ⠯⭛⠯⯈❀(3-way ANOVA) ⠯⯈ 

㋀ᶠ ㇋◟ほ ᶫ䀇 ㇼᶠ ḛ㯛 㱠䀟 ㈻ᢤ ⯣ᣛ ❯ 

㋀䄀ṯ ᝯ⭛䀃 within-subjects 

⭧ㅻ⠯⭛⠯⯈❀(3-way ANOVA) ⳃ䀴䀳ᶏ. ឋ㋀ 

ㄿ㈣ ⛔䀟 ㈻ᢤ ⯣ᣛ(D), ╔㼇 ㈻ᢤ ⯣ᣛ(T), ╔㼇 

㈻ᢤ㈃ 㑯Ẅ 㷓㯟(P)┛, ≇ḏ ㄿ㈣⌇ᴿ 

㿧ⶏ䂃㈻⌇ ᝯ⭛ệ ឧᴿ 㼇 2 ル ᛄᶏ. 

㣌㋀ ឧᴿ D, T, P ㈃ ㎧䅓ឧṯ ╓ỻ 㱠ᝯ㊬⌇ 

㇋㈃䀇 㛓 ➟カᶏ(p <0.01). ₻䀇, D x P ル T x 

P ㈃ 䃣㈼ㅔṯᴿ ㇋㈃䀇 ឧᚫ ᭃヿᭃ (p<0.01), 

D x T ᴿ ㇋㈃䀇 ឧᚫ ᭃハ㑫 ⿵〃ᶏ. ⑳㑫⑴⌇ 

D x T x P ㈃ 䃣㈼ㅔṯ㈃ ឧᴿ ㇋㈃䀃㑫 ⿵ㇷ 

➟カᶏ. 

㈻ᢤ㈃ ⯣ᣛほ Ί␣ ㋀䄀ṯ ⠯⯈㈃ ᢣ≃㾯ᴿ ᢣ⑧ 

4 ル ᛄᶏ. ⛔䀟 ㈻ᢤ ⯣ᣛ㈃ ⳃ㎫❯ ㋀䄀ṯ(ᢣ⑧ 

4a)ᴿ ㈻ᢤ㈃ ⯣ᣛᚫ ぱㇷ, 〨, ㎼, ᛀ㈧ ῷ, ᚬᚬ 

70.2%, 62.2%, 54.8%, 48.4%┛, ╔㼇 ㈻ᢤ ⯣ᣛ㈃ 

ⳃ㎫❯ ㋀䄀ṯᴿ 〨, ᛀ㈧ ῷ 50.6%, 67.2% ➟カᶏ. 

ᴿ ⛔䀟 ㈻ᢤ ⯣ᣛル ㋀䄀ṯ(ᢣ⑧ 4b)ᴿ ⯋䃀 

ឫᝯ⌇ ᭃ㭫᭗ᶏ. 㐴, ⛔䀟 ㈻ᢤ㈃ ⯣ᣛᚫ 㬟ⳃ⌈ 

⭗∷㈃ 㑯Ẅ ⶈ❯ ᵐ⋐ ᚻⰷ䀳┛, ╔㼇 ㈻ᢤ㈃ 

⯣ᣛᚫ 㬟ⳃ⌈ ⭗∷㈃ 㑯Ẅ ⶈ❯ ᵐ⋐ 䁐⭬ểᴿ 

ᜮ 䄀㈣䀋 ⳃ ㈳びᶏ. 

⛔䀟 ㈻ᢤ ⯣ᣛル ╔㼇 ㈻ᢤ ⯣ᣛ ᚯ㈃ ⳃ㎫❯ 

㋀䄀ṯ(ᢣ⑧ 4c)ᴿ ╔㼇 ㈻ᢤ ⯣ᣛᚫ 〨ឋ ⛔䀟 

㈻ᢤ㈃ ⯣ᣛᚫ ぱㇷ, 〨, ㎼, ᛀ㈧ ῷ ⳃ㎫❯ ㋀䄀ṯᴿ 

64.4%, 51.9%, 45.0%, 41.3%カ┛, ╔㼇 ㈻ᢤ 

⯣ᣛᚫ ᛀ㈧ ῷ ⛔䀟 ㈻ᢤ㈃ ⳃ㎫❯ ㋀䄀ṯᴿ 75.9%, 

72.5%, 64.6%, 55.6% ➟カᶏ. ᴿ 㱠ᝯ㊬⌇ 

㇋㈃䀇 㛓ᴿ ぱ㑫⑷, ⛔䀟 ㈻ᢤ㈃ ⯣ᣛᚫ ╔㼇 

㈻ᢤ㈃ ⯣ᣛル ᛄᭃ 㬟 ῷほ ⣯䀟 ㈼ ῷ㈃ ㋀䄀ṯ 

ㄿ㈣ F-ᚽ p-ᚽ 

D F(3,27)=14.50 < 0.001 (*) 

T F(1,9)=35.75 < 0.001 (*) 

P F(15,135)=33.95 < 0.001 (*) 

D x T F(3,27)=2.84 0.306 

D x P F(45,405)=2.17 < 0.001 (*) 

T x P F(15,135)=2.84 < 0.001 (*) 

D x T x P F(45,405)=0.073 0.219 

*: 㱠ᝯ㊬⌇ ㇋㈃䀇 㛓ᚫ ᭓. 

ᢣ⑧ 4. ㈻ᢤ㈃ ⯣ᣛほ Ί␣ ㋀䄀ṯ ⠯⯈ 

a. ⛔䀟 ㈻ᢤ ⯣ᣛ㈃ ㎧䅓ឧṯ, b. ╔㼇 ㈻ᢤ ⯣ᣛ㈃ ㎧䅓ឧṯ, c. ⛔䀟 ㈻ᢤ ⯣ᣛル ╔㼇 ㈻ᢤ ⯣ᣛほ ᶫ䀇 䃣㈼ㅔṯ  

d. ╔㼇 ㈻ᢤ 㷓㯟㈃ ㎧䅓ឧṯ, e. ⛔䀟 ㈻ᢤ㈃ ㇋◟ル ╔㼇 ㈻ᢤ㈃ 㷓㯟 ᛇⳃほ ᶫ䀇 䃣㈼ㅔ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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ᚻⰷ㺘(〨 8.5%) ㈼〃ᶏ. ᴿ ⛔䀟 ㈻ᢤ㈃ ⯣ᣛᚫ 

╔㼇 ㈻ᢤ㈃ ⯣ᣛ ⭬㈣ ᝨㅛほ ⚣ ហᚯ ⑳ⵏ㭤 

䅓ឧᚫ ㈼ㅔ䀃ឋ ㈳た ㋀䄀ṯ ᚻⰷ㺘 ㈼㑫⑷, 

⛃ᶫ㈃ ᝨㅛほᴿ ╔㼇 ㈻ᢤ㈃ ⯣ᣛᚫ ⛔䀟 ㈻ᢤ 

⯣ᣛほ ᢧ㊼䀋ⳃ⌈ ហᚯ ⑳ⵏ㭤 䅓ឧᚫ 㦏㋣ ㋀䄀ṯ 

ᚻⰷ㺘 ᷿ 㬛 ᜮ⌇ ➟㈣ᶏ. 

ᢣ⑧ 4d ᴿ ╔㼇 ㈻ᢤ㈃ 㷓㯟ほ ᶫ䀇 ㋀䄀ṯ 

ᭃ㭫᭟┛, x 㡀㈃ 4 ㈻(ㄧ㕨 ᾜ-ハ␣㕨 ᾜ-ㄧ㕨 

䁳-ハ␣㕨 䁳)◣㈻ᴿ ╔㼇 ㈻ᢤ㈃ 㷓㯟 

㈃⚣䀇ᶏ.  ᚬ ◣㈻㈃ ěoĜᴿ 㷓㯟ほ ⭗ㅔệ 㑯Ẅ㈻, 

ěxĜᴿ ⭗ㅔể㑫 ⿵ 㑯Ẅ㈻ ᭃ㭫᭣ᶏ. ᴿ ㈻ᢤ 

㎧た㑫ᴿ ⠫ㆯ ⳃᚫ ㎯ⳃ⌈(xxxo>>oooo) ㋀䄀ṯᚫ 

᰽㋷ᶏ. ₻䀇, ㈻ᢤ ㎧た㑫ᴿ ⠫ㆯ ⳃル ㎧た㑫㑫 

⿵ᴿ ⠫ㆯ ⳃᚫ ㈧㤃䀃ᴿ ᝨㅛほᴿ ⳃ㹴 ⛔䁐㈃ 

㷓㯟 ⳃ㑬 ⛔䁐㈃ 㷓㯟ほ ⣯䀟 ᰽ ㋀䄀ṯ 

➟カᶏ(ooxx, xxoo>oxox, xoxo). 이는 사람이 수직 

방향의 패턴이 수평 방향의 패턴의 식별에 대해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ᢣ⑧ 4e ᴿ ⛔䀟 ㈻ᢤ㈃ ㇋◟ル ╔㼇 ㈻ᢤ㈃ 㷓㯟 

ᛇⳃ㈃ 䃣㈼ㅔṯ ᭃ㭫᭣ᶏ. ⛔䀟 ㈻ᢤ ぱឋ 

㷓㯟㈃ ㈻ᢤ ᛇⳃᚫ 0 ほ⯇ 4 ᛇ㈧ ῷ, ᚬᚬ㈃ 

㋀䄀ṯᴿ 100.0%, 100.0%, 80.4%, 30.6%, 

17.5%┛, ⛔䀟 ㈻ᢤ ㈳ ῷ 㷓㯟 ㈻ᢤ㈃ ᛇⳃほ 

Ί␣ ㋀䄀ṯᴿ 98.3%, 77.7%, 56.3%, 29.0%, 

18.0%カᶏ. 㷓㯟㈃ ㈻ᢤ ᛇⳃᚫ 2 ᛇ 䀃㈣ 

ᝨㅛほᴿ ⛔䀟 ㈻ᢤ ぱ ᝨㅛᚫ ㈳ ᝨㅛほ ⣯䀟 

᰽ ㋀䄀ṯ ᚫ㑫㑫⑷, 3 ᛇ ⭬㈧ ῷ⠫㯛ᴿ ⛔䀟 

㈻ᢤឧ ⭬ឫぱ ㋀䄀ṯᚫ ᭙ ឧ ➟カᶏ. 

ⶋ㝟㈃ ㊯⛔ឧ 䅯⛔ほ 㞴ᚬ ㋀➟ Ẅⶇほ ㊯ᶗ䀋 

ᝨㅛ, ហᚯ ⑳ⵏ㭤 䅓ឧ ឋ⋏䀃 㑯Ẅ 㷓㯟 

᾿㈻㈣䀟〧 䀇ᶏ.  ⶏ䂃㈃ ឧᴿ 㞴ᚬ ㋀➟ ㊯ᶗ 

ㆯ䀇 㑯Ẅ 㷓㯟 ᾿㈻㈣㈃ 㑫㤓 ㋇ហ䀇ᶏ. コ⌇ 

ⶋ㝟㈃ ㊯⛔ほ ⣯䀟 䅯⛔㈃ ㋀➟ᚫ ㎼ㄿ䀋 ῷ, 䅯⛔㈃ 

㈻ᢤ ⯣ᣛᴿ ᛀ䀃ឋ, ㊯⛔ほᴿ 〨䀇 ㈻ᢤ ㎧た㎧┟ 

㎼ㄿ䀇 㷓㯟  ⶈ❯䀋 ⳃ ㈳ᶏ. ₻䀇, ⭗∷ 

ⳃ㹴ほ ᶫ䀇 㷓㯟 ㉃ ⶈ❯䀃♫⌇ ㈻㎧ ⭗ㅔểᴿ 

㋀➟ᴿ ⳃ㹴 ⛔䁐㈃ 㑯Ẅ 㷓㯟⌇ ᾿㈻㈣䀋 ⳃ ㈳ᶏ. 

⑳㑫⑴⌇, 㑯Ẅ 㷓㯟㈃ ㈻ᢤ ⳃᚫ 3 ᛇ ⭬㈣ 

ᝨㅛほᴿ 㷓㯟 ⶈ❯ ᵐ⋐ ᢴ䈳 ᚻⰷ䀃 ㋀➟ 

㊯ᶗほ ㊬䀔䀃㑫 ⿵ᶏ. ⛃┟ ㈻ᢤ ⳃᚫ 2 ᛇ 䀃㈣ 

ᝨㅛほᴿ ⯣ᣛほ Ί␣ ហᚯ ⑳ⵏ㭤 䅓ឧ ឋ⋏䀃 

㑯Ẅ 㷓㯟 ᾿㈻㈣䀇ᶏ┟, ᰽ ㋀䄀ṯ⌇ ㎼ㄿ䀇 

㋀➟ ⶈ❯䀋 ⳃ ㈳ᶏ. 

 

4. ⌋ 

➣ ゛᠗ほ⯇ᴿ ⶋ㝟㈃ ㊯⛔ほ ⛔䀟 ㈻ᢤឧ 䅯⛔ほ 

╔㼇 ㈻ᢤ Ẅⶇほ ⛇⮈ⶇ㭗 ῷ, ỻ ㈻ᢤ㈃ ⯣ᣛ 

❫䃿ほ Ί∧ ╔㼇 ㈻ᢤ㈃ 㷓㯟 ⶈ❯䀃ᴿ ⶏ䂃 

㑯䀴䀃カᶏ. ឧ㈃ ⠯⯈⌇ ⛔䀟 ㈻ᢤ㈃ ⯣ᣛᚫ 

㬟ⳃ⌈, ╔㼇 ㈻ᢤ㈃ ⯣ᣛᚫ 〨䀋ⳃ⌈ ⶈ❯ ᵐ⋐ 

⁓た㋷┛, ⛔䀟 ㈻ᢤ ╔㼇 ㈻ᢤほ ⣯䀟 ᛄᭃ 㬟 

ᝨㅛほ ហᚯ ⑳ⵏ㭤 䅓ឧᚫ 㦏㋷ᶏ. ₻䀇, 㑯Ẅ㈃ 

㷓㯟 ⳃ㑬㈧ ῷᚫ ⳃ㹴㈧ ῷ➟ᶏ 㷓㯟 ⶈ❯ほ ᶫ䀟 

᷿ ỿᚻ䀳┛, 㷓㯟 ➠㉌ 䀟㑳ⳃ⌈ ⛔䀟 ㈻ᢤ 

⯣ᣛほ ឫ⋓ぱ 㷓㯟㈃ ㋀䄀䀇 ⶈ❯ た⋠ᶏᴿ 

ᜮ ➟カᶏ. 㵤䈳 㷓㯟 㑯Ẅ ㈻ᢤ 3 ᛇ ⭬㈣ 

ᝨㅛほ ⶈ❯ ᵐ⋐ ⒏ㅛ ᭙ 㑯Ẅ ᾿㈻㈣ほ 

㊬䀔䀃㑫 ⿵〃ᶏ.  ឧ⌇⠫㯛 ㊯ⶋ 㱠䀟 㞴ᚬ 

㋀➟ ㊯ᶗ䀋 ῷ, 㑯Ẅ 㷓㯟 ᾿㈻㈣㈃ 㑫㤓⌇ 

䄇ㅔị ⳃ ㈳ᶏ. 

䀰㶜 ⴳ㵣ル ⰻ, 㶿, ⛇ ᾜ ㊯ⶋ(Full-body) ⠫ㆯ⌇ 

䄀㉐䀃 ⛔䀟 ㈻ᢤ㈃ ⯣ᣛル ╔㼇 ㈻ᢤ㈃ ⯣ᣛ 

❫䃿ほ Ί␣ ⑳ⵏ㭤 䅓ឧ 䄀㈣䀃ឋ㈻ 䀇ᶏ. 

 

⭗⭗㈃  

 ゛᠗ᴿ Ğ䀇᠘㨃㯻㣋㑯䈐ㅻğ㈃ 㑫ㅻ ⛆⯇ 

ⳃ䀴ểび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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⓿㭫✯ⵏ ᭟ ╣㈃ ᶫ䃿: ㇋㵇⢷ ガ⭬ほ ᭃ㭫ᭇ VR Chat㾷⊳ ㇋䃀ឧ 
⚿㭫 ㄣ╓ほ Ί␣ 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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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본 논문은 풀 바디 트래킹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아바타의 유형과 대인 

행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의 반응을 연구한 것이다. 유튜브에서 

‘VRChat’을 주제로 업로드 된 영상 중 조회수 기준 

상위 100건을 수집하였으며, 영상의 주된 이용자가 

사용하는 아바타의 외모와 주요 플레이 특징 및 주변 

반응자와의 언어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는 게임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아바타를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플레이어들 사이에 아바타의 신체를 활용한 ‘몸의 

대화’는 동조 혹은 거부의 양가적 반응이 병행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아바타가 구현하는 신체적 행위가 어떤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고 공공의 의미를 형성할지 

탐색하는데 기초적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た 

메타버스, 가상현실, VR, 아바타, VRChat, 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행동 

1. ⯇ ⌋ 

1.1 ゛᠗⛛ᝨ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대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해소라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주목받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양상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바,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재현되는 

‘아바타’라는 새로운 신체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는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 주목해볼 만하다. 

온라인에서의 ‘몸의 대화’는 구두를 통해 전달하는 

언어가 전달해줄 수 없는 단서를 제공한다.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가상환경 내 온라인 캐릭터는 기존의 

SNS나 인스턴트 메시지의 정적인 프로필 이미지에 

비해 생동감과 현실감을 전달 할 수 있어 이용자의 

인상 형성이나 의도, 감정 파악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언어를 통한 소통은 7%에 불과하며 나머지 

93%는 표정, 시선, 자세,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단서에 의존하며 [2], 이러한 단서는 반응자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3][4]. 메타버스 환경은 

실재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화면과 오디오 기술 

등을 통해 소통하도록 이용자를 장려함으로써 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이용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1.2 ゛᠗╔㊬ 

메타버스 환경은 말 그대로 가상에서 구현된 

현실세계이다. 따라서 일부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현실 세계와 유사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바타의 유형과 아바타의 

모습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용자가 어떤 모습의 아바타를 선택하는지, 선택된 

아바타의 모습에 따라 어떤 사회적, 대인적 행동을 

수행하는지, 아바타의 특정 행동에 따른 주변인들의 

반응과 태도의 유형을 탐색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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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䀴゛᠗

2.1 ⓿㭫✯ⵏ ㅔ ㇋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기존 

온라인 게임의 유형을 확장한다. 게임의 경우 

이용자들의 이용동기에 따라 이용자의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이용자들은 환경 친화적인지 이용자 

친화적인지에 따라 ‘성취가’형, ‘탐험가’형, ‘사교가’형, 

‘킬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보다 확장된 온라인 

게임 이용동기에는 세 가지의 이용 동기와 함께 

하위요소 총 10 가지를 제시했는데, 성취 요소에는 

진보, 역학, 경쟁이 포함되며, 사회적 요소에는 사교, 

관계, 팀워크가 해당된다. 또한 몰입 요소에는 발견, 

롤플레잉, 맞춤화, 현실 도피적 동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6]. 메타버스 환경은 광의적 의미에서 볼 

때 이들 동기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메타버스 

환경에는 실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놀거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각자의 이용 

목적에 맞는 이용 양상을 보여줄 것이며, 그 중 모든 

이용 양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소통’ 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메타버스 이용자들은 필연적으로 

주어진 환경 내 가상의 사물이나 인물, 다른 

이용자들과 상호작용을 진행한다.  

2.2 VRChat㈃ ㎧ㄿ 㦏♏ᵳ㦫Ⰳ ⳃᶓ 

상호작용 유형 중에서도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는 오프라인 관계보다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약 4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현실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하기 

힘든 민감한 이야기들을 온라인 게임 동료들과 

논의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또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을 오프라인에서도 실제로 만나서 친해지거나 

심지어는 연인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온라인 게임은 접속의 용이성과 맞춤화 가능성으로 

대중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가상 공간은 아바타의 

외모를 자유롭게 꾸밈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 

수 있다.  미니홈피 유저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8], 아바타를 꾸미기 위한 가상 

아이템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VRChat 역시 아바타를 

활용한 온라인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특히 

VRChat 은 오픈 월드 멀티 플랫폼 게임으로, 

바디수트를 통한 전신 트래킹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그림 1> 참조). 유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바타를 구성하고 입장할 수 있다. PC로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전신 트래킹이 지원되는 

아바타는 이용자의 신체적 행동을 가상환경 내에서 

그대로 재현하여 보다 풍부한 신체적 단서를 

활용하여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림 1 신체를 활용한 VRChat 플레이 화면 

2.3 바타   화  

신체적 단서의 활용의 중요성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람들이 언어적 소통 이외에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활용한다는 이전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 몸짓, 행동, 시선, 표정, 목소리는 

‘몸의 대화’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그 

외에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세부적으로 신체적 

언어(표정, 눈맞춤, 미소, 고개 끄덕임, 바른 자세, 

제스처), 공간적 거리(대화 시 적당한 거리), 시각적 

단서(발음, 말하는 속도, 목소리톤, 음조), 외양적 

단서(복장 및 외모)로 구분하기도 한다 [10].  ‘몸의 

대화’가 중요한 점은 국가마다 쓰이는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의 시선, 표정, 몸짓 등은 공통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아바타의 

신체적 표현이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한 아바타의 외형은 무엇인지, 선택한 아바타를 

이용한 사회적 행동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᠗◣㋇ 1: 메타버스 환경에서 플레이 유형에 따른 

아바타 외모는 어떤 것이 있는가? 

゛᠗◣㋇ 2: 메타버스 이용자의 아바타 외모에 따라 

사회적 행동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3. ゛᠗⛔❀

3.1 ㈻⍷ⳃ㑼

분석에 활용된 연구 자료는 유튜브에서 ‘VRChat’’을 

키워드로 검색 결과의 조회 수 기준 상위 100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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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다. VRChat 은 음성 채팅 기능을 지원하는 

오픈 월드 멀티 플랫폼 게임으로서, 아바타의 외모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므로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알고리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새로운 브라우저 

환경에서 연구자가 수동으로 수집하였고, 수집된 

영상의 조회 수, 업로드 날짜, 영상의 길이, 주요 사용 

언어, 링크에 대해 엑셀 시트에 정리하여 분석자료를 

완성하였다.  

수집된 영상은 가로형태의 비디오 영상 96 건, 

세로형태의 비디오 영상 4 건이 포함된다. 사용 

언어는 영어 87 건, 러시아어 5 건, 스페인어 3 건, 

프랑스어 2건, 독일어 1건 순이며, 대화 내용이 없는 

영상 2 건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영상은 평균적으로 

854 초의 길이였으며, 짧게는 11 초, 길게는 

7,720 초(2 시간 8 분 40 초)까지 나타났다. 수집된 

영상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각 언어별 영상 언어 및 생산자 출신국가 분포

구분 FR EN DE ES RU 없음 

영상 2 89 1 3 3 2 

생산자 1 35 1 3 4 1 

3.2 ㈻⍷㈃ ⠯⯈ 

데이터의 내용분석을 위해 기록 단위를 포함한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게임 

영상은 ‘실시간 동시성을 기반한 제작’과 ‘기획성 

사전 제작’으로 구분된다 [11]. 이 두 유형 모두 

의미있는 사건들이 특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영상의 분석단위는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배경 혹은 장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단위로 

구분된 영상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코딩, 주요 플레이어와 반응자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특징을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주요 플레이 유형

먼저, 유튜브 영상 및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코딩을 진행하였다. 유튜브의 영상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녹화된 

플레이 영상 중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부분을 

편집하여 올린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 유튜버는 같이 

플레이를 하는 동료들이나 기타 유튜버와 함께 

게임에 접속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유형을 ‘롤플레이 형’과 ‘실시간 

상호작용 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사회적 행동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분석단위의 배경을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였다.  

VRChat 특성 상 모든 플레이어는 타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진행하게 되며, 이는 리차드 바틀의 

플레이어 4요소 중 ‘사교형’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픈 월드 가상현실의 플레이 유형을 

‘게임’, ‘대화’, ‘군집’, ‘자기표현’, ‘탐험’ 형으로 

구분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해당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일대일 커뮤니케이션’, ‘일대 다 

커뮤니케이션’,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다대일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였다. 추가로 전체 

등장인물 수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작성하였다. 

장면의 시점은 ‘1인칭’, ‘3인칭’, ‘1인칭 및 3인칭’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플레이어와 반응자의 아바타 유형

다음으로, 아바타에 대한 코딩을 진행하였다. 

아바타는 주요 플레이어와 반응자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한 장면에 반응자가 다수일 경우, 

등장하는 순서대로 최대 3명까지 코딩하였다. 

아바타에 대한 공통 코딩은 <표 3>과 같다. 우선, 

아바타의 유형은 대분류와 중분류로 나누어서 

코딩하였다. 대분류는 아바타의 속성을 코딩한 

것으로, ‘사람’, ‘동물’, ‘기타’,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기타는 사물 혹은 사람도 동물도 아닌 캐릭터를 

의미하며, 미상은 화면상에 단서가 등장하지 않아 

유형을 알 수 없을 때를 뜻한다. 중분류는 아바타의 

세부 유형을 코딩하였다. 세부 유형은 ‘일반 

캐릭터’와 ‘IP(Intellectual Property)’, ‘기타’, 

‘미상’으로 구분하였다. 사람의 경우 세부 특징으로 

‘성별’을 코딩하였으며,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 해당 

사물의 이름을 텍스트로 입력하도록 설계하였다. 

추가적으로 VRChat은 음성 기반 플랫폼임으로, 

아바타를 실제로 플레이하는 이용자의 성별을 

목소리를 통해 추정하여 코딩하였다. 

표 2. 아바타 유형 코딩

대분류 중분류 커뮤니케이션 특징 

ⓐ사람

ⓑ동물

ⓒ기타

ⓓ미상

ⓐ일반 캐릭터

ⓑIP

ⓒ기타

ⓓ미상

ⓐ언어적 단서

ⓑ비언어적 단서

- 신체적 비언어

- 공간적 비언어

- 청각적 비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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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비언어적 단서는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단어 

뿐만 아니라, 몸짓, 행동, 시선 표정, 목소리를 

포함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단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를 참고하여 비언어적 단서를 

‘신체적 언어’, ‘공간적 언어’, ‘청각적 언어’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12]. 신체적 언어에는 ‘표정’, 

‘자세’, ‘제스처’, ‘행동’이 포함되며,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직접 입력하였다. 공간적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거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공적 거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접촉’, ‘근접’, ‘일반’으로 

개념화하였다. 접촉은 아바타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 발생할 경우를 말하며, ‘근접’은 한 팔로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즉 친밀한 거리를 말한다. 

일반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반경 안에는 포함되지만 

가까운 거리가 아닐 경우를 포함하였다.  ‘청각적 

언어’는 웃음소리, 울음소리, 목소리 톤 등에 대한 

특징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플레이어가 

주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텍스트로 직접 

입력하여 코딩하였다. 해당 코딩 스킴은 영상에서 

등장한 주요 반응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3.3 ⯣⠫ ⠯⯈ ㈻⍷㈃ ⯋❯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1차 분석을 진행한 이후, 

영상 유형 별 사례를 선별하여 아바타의 외모와 

언어적·비언어적 단서에 대한 코딩을 진행하였다. 

영상의 사례는 조회수 기준 상위 7건의 영상이며, 

같은 생산자의 영상은 하나만 선별하였다. 세부 분석 

대상은 <표 4>와 같다.  

표 3. 세부 분석 대상

구

분 
제목 생산자 

조회수 

(단위: 

천) 

영상길이 

(단위: 

초) 

1 
Funniest VR 

Moments of 2019 
JoshDub 78,303 1,883 

2 
DO YOU KNOW 

THE WAY 
Syrmor 30,196 139 

3 
do NOT sleep in VR 

CHAT 
HeyImBee 24,881 618 

4 

DATING 

HEYIMBEE IN 

VRCHAT 

SwaggerSo

uls 
14,027 754 

5 Uganda Knuckles Jameskii 13.956 815 

6 Full Body Trolling in ChrisQuits 13,826 626 

VRChat! Reality 

7 

Little Kid Shows Me 

the Dark Side of VR 

Chat 

Gloom 11,407 842 

4. ゛᠗ឧ

4.1 ゛᠗◣㋇ 1㈃ ឧ

분석대상의 선별을 통해 코딩 된 장면 66건에 대해 심

층 내용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대화’ 및 ‘자

기표현’ 플레이 유형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66건의 장면에서 반응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은 도합 109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등장인물의 

수는  ‘군집’이 가장 많았고, ‘게임’, ‘자기표현’은 비슷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4. 플레이 유형 별 평균 등장인물 수

유형 N % 평균 등장인물 수 

게임 5 7.6 6 

군집 12 18.1 12 

대화 22 33.3 3 

자기표현 17 25.7 6 

탐험 10 15.1 4 

전체 66 100 6 

군집형 플레이는 여러 아바타가 함께 행동하는 특징

을 보이고 있으므로 등장인물 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

다. 또한, 게임형이나 자기표현형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용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대화형의 경우 여러 이용자와의 소통보다는 소수의 

반응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즐기는 유형이라고 판단

해볼 수 있다.  

첫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버스 

이용자는 플레이 유형에 따른 아바타 선택 유형을 

살펴보았다(<표 6> 참조). 아바타의 유형은 ‘사람’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다수였고(64 건, 58.7%), ‘기타’ 

유형이 32 건(29.4%)이었다. 동물 유형은 

13 건(11.9%)으로 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이 유형별 아바타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게임형, 

군집형, 대화형, 탐험형은 모두 사람형 아바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표현 형일 경우, 

기타 유형이 6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동물 23.7%, 마지막으로 

사람 10.5% 순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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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플레이 유형에 따른 아바타 선택의 차이

아바타 유형 

N(%) 사람 동물 기타 전체 

게임 6(100) 0(0) 0(0) 6(100) 

군집 7(43.8) 4(25.0) 5(31.3) 16(100) 

대화 34(94.4) 0(0) 2(5.6) 36(100) 

자기

표현 
4(10.5) 9(23.7) 25(65.8) 38(100) 

탐험 13(100) 0(0) 0(0) 13(100) 

X2 71.963 

p .000 

전체 64(58.7) 13(11.9) 32(29.4) 109(100)

4.2 ゛᠗◣㋇ 2㈃ ឧ 

두번째 연구문제인 메타버스 이용자의 외모와 특성에 

따른 사회적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플레이어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특징에 따른

반응자의 반응의 차이

VRChat 에서 주요 플레이어와 커뮤니케이션 

대상자의 반응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플레이어와 반응자는 전반적으로 

몸을 활용한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반응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였다. 플레이어의 경우, 자세에서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아바타의 선정적인 포즈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물구나무서기, 중심잡기, 

누워있기 등 자세가 나타났다. 제스처의 경우, 무기를 

들고 위협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아바타와의 접촉을 위한 ‘쓰다듬기’가 많이 나타났다. 

행동의 경우, VRChat 의 1 인칭 시점 특성상 

‘거울보기’ 행동이 많이 나타났으며, 타인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넘어지기’, ‘놀라게 하기’ 등 행동도 

다수 등장하였다(<표 7> 참조).  

표 6. 주요 플레이어의 ‘몸의 대화’ 유형

유형 N % 

자세 

선정적 13 11.9 

물구나무 3 2.8 

누워있기 4 3.7 

중심잡기 1 0.9 

제스처 

박수 2 1.8 

위협(무기) 10 9.2 

유혹하기 5 6.4 

쓰다듬기 3 2.8 

행동 

거울보기 8 7.3 

군집 7 6.4 

넘어지기 14 12.6 

놀라게 하기 2 1.8 

댄스 8 7.3 

특징 없음 29 25.1 

•플레이어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반응자의 반응

플레이어의 신체적 비언어 특징에 대한 반응자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선정적’인 포즈와 ‘위협적’인 

제스처를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플레이어에게는 동조의 

반응으로 같이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나, 누워있는 등 

행동적 동조 반응을 보였으며,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도망가는 거부 반응도 함께 나타났다. 위협적 

제스처의 경우, 도망가거나, 같은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적 반응도 파악되었다. 이는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플레이어의 반응에 대해 1)긍정적인 옹호 

혹은 동조 반응, 2) 거부감이 투영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표 7. 주요 동조 및 거부 반응의 예시

N(%) 선정적 위협 전체 X2 p 

선정적 2(22.2) - 

1290.618 .000 
눈가리기 1(11.1) - 

누워있기 1(11.1) - 

도망가기 1(11.1) 2(20.0) 

위협 - 2(20.0)

5. ⌋

본 연구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아바타의 유형에 

따른 이용자의 사회적 행동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메타버스 환경에서, 특히 VRChat 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이용자는 게임의 목적과 그에 

따른 플레이 유형에 적합한 아바타를 선택한다. 

게임형, 군집형, 대화형, 탐험형은 모두 사람형 

아바타를 가장 선호하는 반면 자기표현 유형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아바타 유형을 

Proceedings of HCIK 2023

- 35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Table of Contents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35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35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재창조하여 새로운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메시지와 부정적 메시지를 포함한다. 긍정적 언어는 

감탄, 칭찬의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부정적 

언어는 욕설, 거절, 비난, 위협이 발견되었다. 

언어반복의 경우 VRChat 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군집형 행동패턴과 함께 

사회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신체적 언어는 동조적 

반응과 거부적 반응으로 구분된다. 동조적 반응의 

경우, 선정적 행동에 대한 동조, 댄스나 특이한 

동작에 대해 따라하기 등이 포함되며, 거부적 반응은 

위협에 대한 도망, 숨기, 피하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청각적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동조와 

거부를 이끄는 상황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신체적, 공간적, 청각적 언어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함께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등장 빈도와 비율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함을 검증하였으나, 맥락상에서의 특징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군집형 행동이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나 거부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VRChat 의 주요 

플레이 장면을 편집하여 업로드 한 유튜브 영상이다. 

유튜브는 생산자의 수익구조 상 많은 조회수를 

얻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다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작위적인 영상 등을 편집하여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영상의 조회수가 많다고 하여 

VRChat 의 환경을 전부 대표한다고 불 수는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VRChat 환경에 대한 분석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여 실제로 VRChat 환경에 

접속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유튜브 영상의 경유 

유튜브 제작자나 이용자의 측면에서 댓글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라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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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하이브리드 교실은 원격과 현장에서 등교하는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코로나 이후 교육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실내 

학생간의 상호작용 및 원격학생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색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교실내 의자에 거치하는 접이식 구조의 

아바타 시스템 디자인을 탐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하이브리드 교실 디자인 고려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걸상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격조종로봇 프로토타입인 HyFold 

시스템을 개발했다. 사용자 경험 평가를 통해 

HyFold 시스템이 현장학생들에게 원격학생의 

존재감을 향상시키며 원격학생의 참여도를 

증진시켰다는 점, 그리고 유희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시스템 개발과 사용 

경험 평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교실내 

아바타 로봇 디자인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하이브리드 교실(Hybrid Classroom), 혼합교육 

(Hybrid Learning),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 

원격조정 아바타(Teleoperated Avatar), 로봇 

디자인(Robot Design), 인간 로봇 상호작용(Human 

-Robot Interaction), 원격 상호작용(Remote

Interaction), 컴퓨터 보조 소통(Computer-aided

Communication)

1. 서 론

하이브리드 교실은 원격에서 화상회의 툴로 수업에 

참여하는 교실이다. 원격과 현장에서 등교하는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코로나 이후 교육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교실을 고도화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Raes 등(2020)은 천장에 다수의 스크린을 

배치한 하이브리드 교실 디자인을 제안했다[1]. 

Newhart 와 Olson(2017)은 질병으로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텔레프레젠스 로봇을 활용하여 

현장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2].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 원격 화상 시스템을 사용하는 

정도에 한정되어있다. 이경우 하이브리드 교실내 

학생간의 상호작용 및 원격학생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탐색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교실내 원격학생과 현장학생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하이브리드 교실 

디자인 시스템 탐구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접이식 구조를 차용하고 기존 걸상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바타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사용성 검증 및 

개선점이 파악되었다. 사용자 평가를 통해 개발된 

프로토타입이 하이브리드 교실에서 원격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고, 학생들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 관련 연구 고찰

관련 연구는 크게, 원격 교육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연구사례와 물리적 시스템을 

통해 원격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연구사례로 

구분되어 있다. 유사 연구로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하이브리드 교실 디자인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2.1 원격 교육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연구사례 

원격 교육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협력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인 

연구사례들이 있다. Lamberty(2021)는 학생들이 

벌의 역할을 맡아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협동과제를 

통해 사회성과 협업역량이 향상된 점을 밝혔다[3]. 

Johnson(1998)의 NICE Project 는 원격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협동적으로 Gardening 과제를 

수행하도록 제안했다[4]. 동료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위 연구사례는 학생들이 원격 공간에 

한정되어 활동하는 한계가 있다. 위 사례에서 

밝혀진 원격학생의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은 본 

연구의 목표인 하이브리드 교육환경에서 사용될 

시스템 디자인에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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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리적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연구사례  

실제 공간에서 물리적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격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연구사례들이 있다. 

Follmer(2013)는 화상회의툴과 함께 세부적인 

모듈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제안했다[5]. 이는 

원격에서 실제 사물을 이동시키는 점이 가능해져 

소통자간 원격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점을 밝혔다. 

Park(2014)은 물리적 시스템의 형태변형을 통해 

사용자의 감정 및 상태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6]. 실리콘 재질의 신호전달 시스템은 

몸체를 수축하는 움직임으로 원격 소통자의 의도에 

맞춰 움직인다. 이는 사용자간의 채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감정을 전달하여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위 연구사례는 교육환경이 아닌 일반 사용자 

경험에 해당한다. 위 사례에서 제안된 물리적 

시스템을 통한 원격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은 

본 연구의 목표인 교육환경에서 사용될 시스템 

기능에 적용될 것이다. 

2.3 하이브리드 교실 디자인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사례 

교실에서 원격학생과 현장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킨 연구사례들이 있다. Raes 는 천장에 

다수의 스크린을 배치한 하이브리드 교실 디자인을 

제안했다[1]. 기존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수의 원격학생의 현장수업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천장에 

배치된 스크린과 현장학생과의 거리감이 다른 

공간의 학생간 상호작용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Newhart 와 Olson 은 질병으로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텔레프레젠스 로봇을 

활용하여 현장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2]. 로봇을 통해 원격학생과 현장학생간의 

거리감이 가까워져 다른 공간의 학생간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로봇팔의 

부재로인해 세부적인 상호작용이 개선점으로 

언급되었다. 움직임을 동반한 고가의 텔레프레젠스 

로봇의 비용도 학과의 제정적 부담으로 언급되었다. 

위 연구사례는 본 연구와 밀접한 유사 연구로서 

개발될 프로토타입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기존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특징과 학생간의 세부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스템의 

특징이 개발될 프로토타입 디자인에 적용될 것이다. 

3. HYFOLD 시스템: 하이브리드 교실내 

학생들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접이식 

구조 차용 아바타 시스템 

3.1 HyFold 시스템 개요 및 구성 

HyFold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교실내 학생들간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접이식 구조 차용 아바타 

시스템이다. HyFold 의 명칭인 ‘Hy’는 하이브리드 

교실, ‘Fold’는 접이식 구조를 뜻하는 Foldable 

구조를 뜻한다. HyFold 시스템은 HyFold Class 

시스템과 HyFold Home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HyFold Class 시스템은 교실 걸상에 끼울 수 있는 

접이식 구조가 차용된 아바타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교실의 의미인 Classroom 에 배치되어 Class 

단어가 사용되었다. HyFold Home 시스템은 원격 

공간에서 아바타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원격으로 수업참여시 주로 이용되는 

공간인 집의 의미인 Home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림 1 (a) HyFold Class, (b) HyFold Home  

시스템은 관련 연구에서 파악된 점을 바탕으로 세 

가지 특징이 적용되었다. 첫째, 시스템 명칭인 

Fold-접이식 구조를 차용한 아바타의 움직임은 

원격학생과 현장학생간의 세부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 화상회의 시스템과 비교해 

아바타 머리와 팔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비언어적 

소통을 증진시켰다. 둘째, 걸상 등받이 끼울 수 있는 

제품 구조는 기존 교실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유사연구에서 언급된 시스템의 실행 가능성 

(Feasibility)을 높여준다. 셋째, 원격공간에서 

다양한 교실환경을 볼 수 있는 현장감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다. 원격학생은 아바타 얼굴에 배치된 

메인카메라를 통해 자유롭게 교실을 볼 수 있다. 

동시에 분리된 보조카메라를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책상도 볼 수 있다.  

3.2 HyFold Class 시스템  

HyFold Class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교실의 접이식 

구조를 차용한 원격학생의 아바타이다. 그림 2 와 

같이 기존 걸상 등받이에 끼울 수 있는 구조이며, 

아바타 모드와 걸상 모드의 혼용 모드를 제공한다. 

접힌 구조의 시스템은 기존 걸상의 형태와 유사한 

직사각형의 형태이다. 이 형태을 통해 현장학생은 

교실에서 기존 의자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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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걸상, (b) HyFold Class 걸상 모드,             

(c) HyFold Class 아바타 모드 

이 형태는 접이식 구조를 차용한 상단 연결부를 

위로 회전시켜 제품을 펼칠 수 있다. 펼쳐진 구조의 

시스템은 수업시 원격조종을 통해 원격학생의 

아바타 역할을 수행한다. 아바타는 상단의 얼굴, 

얼굴아래 연결부의 보조카메라, 상단 좌측의 왼팔, 

하단 우측의 오른팔로 구성된다. 얼굴과 두 팔은 

각각 서보모터와 연결되어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3 HyFold Class 아바타 모드의 다섯 가지 기능 

그림 3 과 같이 아바타 모드는 원격학생에게 다섯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얼굴에 배치된 

타블렛 PC 의 화상회의툴을 통해 현장학생과 

원격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목을 회전시키는 

‘고개 돌리기 기능’으로 현장학생과 시선을 맞추며 

자유롭게 교실내 다양한 환경을 볼 수 있다. 셋째, 

목에 배치된 보조카메라를 통해 타블렛 PC 의 

화상회의툴과 독립적으로 책상을 볼 수 있다. 넷째, 

보조카메라를 통해 전달되는 책상 화면은 동시에 

아바타의 왼팔의 위치도 전달하여, 카메라에 보이는 

왼팔로 교실내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기 기능’을 

제공한다. 다섯 째, 오른팔을 올렸다 내리는 ‘팔 

올리기, 팔 내리기 기능’으로 원격학생은 

현장학생에게 신호 및 즉각적인 반응을 전달한다. 

3.3 HyFold Home 시스템 

HyFold Home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하드웨어 시스템은 HyFold Class 와 

마찬가지로 접이식 구조를 차용하여 랩탑 스탠드와 

타블렛 PC 커버의 혼용 기능을 제공한다. 

원격학생은 시스템의 접히는 구조를 활용해서 공간 

제약없이 랩탑과 타블렛 PC 를 동시에 휴대하여 

이동할 수 있다. 커버는 랩탑 스크린 사이즈와 

비슷한 세 단면으로 구성된다. 세 단면중 가장 윗 

면은 다시 세부적인 세 단면으로 구성되어있어, 

작은 면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랩탑의 거치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 HyFold Home 시스템의 (a) 랩탑 스탠드 기능,  

(b) 타블렛 PC 커버 기능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랩탑 인터페이스와 타블렛 PC 

인터페이스를 통해 HyFold Class 를 제어한다. 랩탑 

인터페이스는 화상회의툴과 함께 배치되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된다. 랩탑 창내 좌측은 

화상회의툴, 우측은 HyFold Class 제어를 위한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가 배치된다. 좌측의 

화상회의툴은 기존의 Zoo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교실 HyFold Class 얼굴에 배치된 타블렛 PC 와 

연결된다. 우측의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는 

HyFold Class 의 ‘고개돌리기 기능’, ‘팔 올리기, 팔 

내리기 기능’을 제공한다. 웹 브라우저 상단은 

‘고개돌리기 기능‘, 하단은 ‘팔 올리기, 팔 내리기 

기능’으로 구성된다. 

 

그림 5 (a) HyFold Home 하드웨어, (b) HyFold Home 소프트웨어 

그림 5 와 같이 웹 브라우저 상단에는 ‘고개 돌리기 

기능’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배치되어있다. 

원격학생은 버튼과 슬라이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HyFold Class 제품이 원형 

테이블앞에 놓여져있는 상황을 연출했다. 

원격학생은 반원 형태의 인터페이스 끝부분에 

지정된 각도 버튼을 통해 원하는 각도로 아바타 

얼굴를 회전시킬 수 있다. 세부적인 각도는 

슬라이드와 하단 두 버튼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아바타 목 회전 이해를 

돕기위해, 회전마다 해당하는 카메라 시야범위를 

제공한다. 시야범위는 총 180 도이다. 시야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은 푸른색으로 채워져 쉽게 인지할 

수 있다.  

‘팔 올리기, 팔 내리기 기능’ 은 우측 하단 화살표 

버튼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 원격학생이 윗 

방향이나 아랫 방향을 가리키는 버튼을 누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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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에 해당하는 아바타의 정면 이미지가 좌측에 

표시되어 원격학생의 이해를 돕는다. 

HyFold Home 하드웨어 시스템을 통해 

타블렛 PC 는 랩탑 하단에 배치된다. 원격학생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되는 타블렛 PC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시하기 기능’을 제어한다. 타블렛 PC 

인터페이스는 HyFold Class 목에 배치된 

보조카메라를 통해 테이블 상황을 인지한 뒤, 

터치를 통해 아바타 팔을 제어하여 사물을 지시할 

수 있다. 보조 카메라는 교실의 책상이 비춰지는 

화면과 아바타 왼팔의 움직임을 타블렛 PC 

인터페이스로 전달한다. 원격학생은 화면 터치를 

통해 아바타 팔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각도를 조절해 

지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의 터치에 맞춰 

아바타 왼쪽 팔의 끝이 이동하도록 회전한다. 

‘지시하기 기능‘의 회전은 좌우로만 가능하다. 

터치시 아바타 왼팔은 다양한 x 축 입력값에만 

반응해서 회전하고, y 축 입력값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반응한다. 

소프트웨어는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JavaScript 와 HTML 을 활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웹 

브라우저를 활용해 실행된다. 웹 서버는 Node.js 

패키지인 Express 서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데이터는 Soket.io 를 통해 웹 서버를 

거쳐 아바타에 연결된 Feather Huzzah 

ESP8266 보드에 전달되어 서보모터를 통해 아바타 

움직임을 제어한다. 

4. HYFOLD 사용 경험 평가 

4.1 사용 경험 평가 목적 

HyFold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교실에서 학생간의 

상호작용 증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 실험을 수행했다. 사용 경험 평가의 세부적 

목적은 첫째, 참가자들이 계획된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했다. 둘째, 시스템이 

참가자들의 원격 존재감, 참여감, 소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셋째, HyFold 

시스템의 사용성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실험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하이브리드 교실의 

영어교과 모둠활동내 사용이다. 영어교과는 다른 

과목에비해 언어적 한계로인한 비언어적 

소통방식이 많은 편에 속한다. 실험 시나리오는 

HyFold 시스템의 비언어적 소통방식 특징이 

학생들의 기존 언어적 소통방식과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혼합된 소통방식이 영어교과 

모둠활동에서 학생간의 상호작용 증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4.2 사용 경험 평가 방법 

 

그림 6 (a) 원격 공간의 원격 학생, (b) 하이브리드 교실의 

아바타와 현장학생들 

실험을 위해 하이브리드 교육 경험이 있는 아홉 

명의 참가자들이 모집되었다. 각 그룹당 세 명의 

참가자로 구성되었다. 실험 세팅으로 원격학생과 

현장학생들을 구분하기위해 분리된 두 공간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림 6 과 같이 한 그룹내 한 

명의 참가자는 원격공간, 두 명의 참가자는 

교실에서 실험에 참여했다. 

 

그림 7 (a) 아이스 브레이킹 세션, (b) 롤플레잉 세션 

실험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세 가지 주 활동을 

제공한다. 첫째, 쉬는시간에 활용될 수 있는 

참참참게임을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 세션, 둘째, 

짧은 시간동안 영어단어를 유추하는 스피드 퀴즈 

세션, 셋째, 특정 상황을 비언어적 소통을 활용하여 

묘사하는 롤플레잉 세션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은 각 세션마다, 원격학생이 한 명의 

현장학생과 교체되어 모든 참가자들이 원격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활동이 시작되기전에 

세션 이전 5 분 동안 시스템 체험시간이 제공되었다. 

활동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시스템을 사용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느낀 평가를 위해 5 분간의 설문지 

작성과 20 분간의 그룹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림 8 실험 목표 및 설문지, 그룹 인터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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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실험 결과 HyFold 프로토타입을 통한 세 가지 

의미있는 효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HyFold 

시스템은 현장학생에게 원격학생의 존재감을 

향상시켰다. 둘째, HyFold 시스템은 현장학생과 

원격학생의 참여도를 증진시켰다. 셋째, HyFold 

시스템은 유희적인 분위기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HyFold 시스템의 인간을 모사한 

아바타의 형태와 움직임이 원격학생의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응답했다. 참가자 2 는 아바타의 

형태가 사람과 비슷해서 원격학생의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답했다. 태블릿 크기가 사람의 머리와 

비슷하고, 팔, 어깨의 형태도 실제 학생을 

연상시켜서 원격학생의 존재감을 높였다고 답했다. 

참가자 9 는 의자에 걸쳐진 구조가 기존 사람이 

앉아있는 형상을 연상시켜 원격학생의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답했다. 아바타의 눈높이가 

현장학생의 눈높이와 비슷해서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답했다.  

 

그림 9 원격 학생이 아바타의 얼굴을 좌우로 움직이며 팝콘 주문을 

거절하는 상황 (a) 교실의 로봇 정면 시점, (b) 교실의 로봇 후면 

시점, (c) 원격 공간의 시점 

참가자들은 아바타의 현장감을 주는 움직임이 

현장학생과 원격학생의 참여도를 증진시켰다고 

응답했다. 참가자 9 는 생동감있는 움직임이 

원격학생의 의도를 잘 반영해서 현장학생의 

참여도를 증진시켰다고 답했다. 그림 9 와 같이 

영어말하기 활동에서 원격학생이 얼굴을 좌우로 

움직이며 팝콘 주문을 거절하는 묘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 점이 참여도를 

증진시켰다고 답했다.  

 

그림 10 아바타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현장학생의 모습  (a) 교실의 

로봇 정면 시점, (b) 교실의 로봇 후면 시점, (c) 원격 공간의 시점 

참가자들은 HyFold 시스템의 기계적인 움직임과 

다양한 움직임이 유희적인 분위기를 제공했다고 

응답했다. 참가자 3 은 아바타 움직임의 기계적인 

요소가 현장학생들에게 유머감을 제공해서 더 

집중되고 친밀감이 드는 느낌을 주었다고 응답했다. 

참가자 7 은 상황별 영어말하기에서 원격학생이 

다양한 팔 움직임을 통해 햄버거 주문 연기를 잘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림 10 과 같이 이점이 

재미있어서 현장학생들이 아바타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답했다. 

5. 논 의 

기대사항과 한계점이 논의되었다. 기대사항으로 

원격학생이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활동과 

기존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대가 

논의되었다.  

원격학생이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활동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피감있는 구현체를 

통해 아바타의 움직임이 눈에 잘 띄어 현장학생의 

인식을 향상시켰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단 로봇이 

움직이면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점을 

활용해 원격 참가자가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개를 돌리면서 현장 

사람들을 응시하고, 응식를 준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는 활동도 재밌을 것 같다. 이 제품의 특성을 살린 

인터렉션에 특화된 활동들이 기대된다. 

기존 기능들인 고개돌리기, 손올리기, 지시하기를 

활용한 재미있는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을것 같다. 

‘참참참 게임’과 마찬가지로 ‘마피아’ 같은 게임도 

재밌을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바타 팔올리기 

기능을 활용한 ‘청기백기’같은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을것 같다. 로봇의 고개돌리기도 일반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것보다 더 눈에 잘 띄었던 것 같다. 

이점을 활용해 교육용 영상같은걸 만들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움직일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좋을 것 같다.  

 

그림 11 많은 물건의 양을 묘사하는 아바타의 움직임 (a) 아바타가 

왼팔을 좌우로 움직이며 상황을 묘사하는 모습,                     

(b) 관절이 추가된 아바타가 양손을 펼치며 상황을 묘사하는 모습 

그림 11 (b)와 같이 기존 아바타 얼굴과 두 팔에 

관절이 하나씩 추가된 행동방식도 기대된다. 상황별 

영어말하기 활동에서 두 팔을 실제 사람에 가깝게 

x 축, y 축 모두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었으면 

상황묘사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양한 로봇의 움직임과 더불어 

멀리서도 인지가능한 동적인 움직임도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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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롤플레잉 세션에서 상황 보드를 지시하기 위한 원격 제어 

인터페이스 (a) 아바타 왼팔의 움직임이 전달되는 타블렛 PC 

인터페이스, (b) 관절이 추가된 아바타의 양손의 움직임이 

전달되는 타블렛 PC 인터페이스 

한계점으로 기존 단방향 소통 인터렉션이 쌍방향 

인터렉션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간단한 방식인 원격학생이 손을 올렸을때 

현장학생의 반응을 전달하는 쌍방향이 인터렉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외에도 

원격학생과 합의, 악수같은 역방향 인터렉션 및 

교실의 사물을 아바타 팔로 이동시킬 수 있는 

물리적 상호작용도 개선점으로 논의되었다. 

기존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직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원격 인터페이스가 

통일되지않아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개돌리기 기능’의 UI 는 버튼과 슬라이드 기능 둘 

다 적용됐지만, ‘손 올리기, 손 내리기 기능’의 UI 는 

버튼만 있어서 전체 UI 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공되는 기능에 동일한 

UI 를 제공해야하는점이 개선점으로 논의되었다.  

시스템의 이동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HyFold 는 높은 실행가능성의 

시스템이다. 기존 걸상에 끼우는 구조로 기존 

교육환경을 유지하며, 단순화된 움직임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개발되어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원격학생은 

아바타 근처에 있는 현장학생과의 상호작용만 

가능하다. 움직임을 통해 원격학생이 교실 다수의 

현장학생들과 상호작용이 되어야하는 점이 

개선점으로 논의되었다. 시스템의 장점인 높은 

실행가능성을 위해 이동성 기능을 위한 낮은 비용의 

제품 구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아바타의 얼굴로부터 

바닥과 인접한 휠까지 연결시키는 본체가 공압 

구조(Pneumatic Structure)의 재질로 이루어진다면 

큰 부피를 유지하면서 가벼운 무게의 제품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점을 통해 이동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모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교실내 학생들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시스템으로 HyFold 를 

제안하였다. 사용자 경험 평가를 통해 시스템이 

원격학생의 존재감을 향상시키는 점, 학생들의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점, 학습시 유희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향후 실제 교실환경을 적극 모사해서 보다 체계화된 

사용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프로토타입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수의 참여자가 보다 현실감있는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시스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용자 평가의 소수 참가자를 통한 모둠 

활동뿐만아니라,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연계된 원격학생의 실제 수업참여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하이브리드 교실내 학생들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미래 교육환경 디자인 

고도화의 공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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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메타버스 기술은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와는 다른 

콘서트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공연 문화인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나타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영상 및 관람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관람객들은 메타버스 콘서트를 유튜브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튜브 관람자들의 이용 

행태는 콘서트의 관람자 선호를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분석 결과, 메타버스 콘서트는 크게 
인게임과 콘서트 씬 존재의 여부에 따라 융합형, 게임형, 

디지털 트윈형, 뮤직비디오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또한 유형 별 유튜브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트윈형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유형임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분석은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가 
대중에게 보다 높은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설계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메타버스 콘서트, 유튜브 분석, 

메타버스, 가상현실, 콘서트 

1. 서 론 

1.1 연구배경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퍼포머가 가상의 관객들과 상호작용 하는 콘서트이다. 

2022 년 현재, 음악 서비스 제공자들은 콘서트와 
공연예술 등의 음악 관련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확장하고 
있다 [1]. 이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람자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콘서트를 감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고, 이를 토대로 

메타버스 콘서트를 적절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속에서 공연을 진행할 때 기획자는 

공연장의 배경과 관객, 퍼포머의 아바타 등 모든 것을 
가상 공간에서 기획해야 하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환경과 이벤트들을 무한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그대로 가상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다. 콘서트, 
뮤직비디오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의 문법으로 

창작되어진 고유한 미디어이다. 그러므로 메타버스 
콘서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근거로 메타버스 콘서트가 제작되어야 관람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대중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  

그러나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무대 설계, 아바타 설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람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메타버스 콘서트의 설계방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많은 관람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메타버스 내 가상 콘서트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콘서트인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기존의 문법을 
일부 차용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 된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형식들이 
시도되어야 하며 관객의 선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최초의 사진기의 등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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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에게 많은 혼돈을 주었고, 벤야민과 같은 
학술자들이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고 함의를 제공하여 

사진이 예술로서 대중들에게 이해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3]. 이처럼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에 대해 대중화가 되지 않은 현 시점, 이에 대한 

분류와 각 기술로 만들어진 요소들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VR, 가상 콘텐츠, 콘서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유튜브에 제공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영상들을 수집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화 
하였다. 이후에는 해당 유형의 영상에 대한 시청수와 

좋아요 수를 통해 선호도와 호감도를 비교하는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2.1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구성요소 

현재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유형 분석을 위해 영상을 특징짓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이 중 뚜렷한 유형을 구분하는 중요 

요인으로서 인게임과 콘서트 씬을 도출하였다.  

인게임이란 게임이 포함된 메타버스 가장 콘서트를 
의미한다. 관람자 즉 플레이어들이 콘서트 안에 설계된 

미니게임들을 함께 즐기는 형태이다. 인게임에는 다양한 
미니게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퍼포머를 따라가면서 
점수를 얻게 되는 형태와 공간을 찾는 형태가 주가 된다. 

이는 메타버스 공간은 현실과 다르게 한계가 없이 
광활하게 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게임엔진으로 만들어진다. 게임에 중점을 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것도 인게임에 영향을 
준다. 또한 기존의 콘서트와의 가장 차별화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콘서트 씬은 기존의 콘서트와 가장 유사한 가상화이다. 
퍼포머가 중심이 되며 무대가 존재한다. 퍼포머는 
무대에서만 퍼포먼스를 하고 관객들은 어느정도 

거리에서 모여서 관람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콘서트 씬의 여부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2.2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영상으로 
제공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이다. 공통된 특징은 
게임엔진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 구현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라는 점이다.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일회성,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많은 관람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콘서트 제작자들은 공연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게임 내 
진행되었던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감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간 제약 없이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유튜브에서 ‘가상 콘서트’, ‘Virtual 
Concert’, ‘Game Concert’, ‘Metaverse Concert’를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검색된 50 개 가량의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를 검토하였다. 이 중 2019 년 2 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올라와 있는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를 

대상으로 조회 수 기준으로 조회수가 50,000 이 넘는 
상위 20개 영상을 최종 분석 영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콘서트 영상 20 개는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표 1.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선정 대상 

순번 제목 

1 Travis Scott and Fortnite Present: 

Astronomical  

2 Marshmello Holds First Ever Fortnite 

Concert Live at Pleasant Park 

3 THE LIL NAS X FULL ROBLOX 

CONCERT 

4 First-ever Minecraft-ed BTS 'Butter' & 

'Permission to Dance' concert! 

5 Post Malone - Pokémon 25 Virtual Concert 

6 Rift tour Featuring Ariana Grande  

7 Fortnite Juice Wrld Concert (Full Event) 

8 Eminem feat. Snoop Dogg Performs "From 

the D 2 the LBC" | 2022 VMAs 

9 A Concert in the Metaverse - Jupiter Meta 

x Singer Karthik 

10 Wave Presents: Justin Bieber - An 

Interactive Virtual Experience 

11 One Wave: Church of Galantis - Virtual 

Concert Special Encore 

12 John Legend LIVE - A Night For “Bigger 

Love” Presented by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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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rina Rimes -Visual Experience from The 

Metaverse Concert 

14 Roblox presents Twenty One Pilots Concert 

Experience | Full Show 

15 Tinashe Live - Songs For You - Virtual 

Concert 

16 24kGoldn - Roblox Concert Experience 

17 Tones and I Fortnite Concert Soundwave 

Series 

18 Ava Max Roblox! Heaven and Hell Roblox 

Event! Launch Party! 

19 JAUZ Presents: Dangerous Waters Virtual 

Concert with Wave 

20 Moshpit x Xhaania | Virtual Concert in the 

Metaverse 

 

3. 연구결과 

3.1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분류 

인게임 포함 여부와 콘서트 씬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를 다음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2> 참조).  

 

표 2.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분류 

유형 
콘서트 씬 

포함 불포함 

인게임  

포함 

융합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게임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불 

포함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뮤직비디오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  융합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콘서트 씬과 인게임이 둘 다 포함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미디어적 특성과 기술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콘텐츠로써 융합적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로 명명되었다. <그림 1>은 콘서트 씬을 

바라보는 관람자가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한 

예이다.  

 

그림 1 "Tones and I Fortnite Concert Soundwave Series" 

주목할 점은 관람자가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FPS형태의 미니게임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니고 있는 총을 사용하여 공간 안의 

벽과 같은 배경을 맞추면 콘서트 씬이 점점 노출된다. 
또한 콘서트 씬을 보다 적극적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탐색하는 형태의 미니게임을 

플레이 해야 한다. 이는 같은 콘서트 씬을 여러 공간에 
분산적으로 배치하여 여러 장면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이동하면서 특정 공간을 탐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형에서 콘서트 관람자는 적극적인 게임 
플레이어와 동일시 된다. 융합적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전체의 15%에 해당되어 두번째로 많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게임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인게임이 존재하고 콘서트 씬이 없는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게임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로 분류되었다.  

 

그림 2 "Rift tour Featuring Ariana Grande" 

<그림 2> 예시와 같이, 관람자들은 대부분 게임을 한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게임은 앞서 <그림 1>의 나타난 가상 
콘서트의 공간 찾기 게임과 유사하다. 퍼포머는 특정 
콘서트 씬에서 퍼포먼스를 하지 않고, 메타버스 상에 

구현된 공간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퍼포먼스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자는 퍼포먼스를 감상하기 위해 

계속해서 길을 찾고 움직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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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씬이 없고 게임이 강조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적 특징도 다르다. 공간은 다양한 포맷으로 광활한 

형태의 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존하는 콘서트의 

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은 형태이다.  

게임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빈도수는 전체의 5%에 

해당하였으며, 기존 콘서트와 가장 다른 종류로써 

네가지 유형 중 비중이 가장 낮았다. 

•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인게임이 없고 콘서트 씬만 존재하는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콘서트의 기존 문법을 가상세계에 옮겨 놓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지털 트윈 가상 콘서트에 
분류되었다. 디지털 트윈 가상 콘서트는 전체의 70%로 

가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Travis Scott and Fortnite Present: Astronomical" 

디지털 트윈 가상 콘서트에서 구현된 공간과 퍼포머, 
관객의 특성은 그 외의 유형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3>과 같이 콘서트 공간에는 실제의 콘서트 무대를 

그대로 모방한 콘서트 씬을 구현하여 퍼포머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무대 위의 퍼포머는 
관객들보다 크게 제작되어 더 잘 보이게 구현 되었다.  

디지털 트윈 가상 콘서트의 공간적 특성은 감상자의 
행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곳에서 관객들은 
관객석에서만 공연을 감상하며 무대에 오르거나 

퍼포머에게 다가갈 수 없다. 콘서트가 진행되는 장소 
외의 공간이 구현 되어있지 않아 감상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또한 퍼포머도 무대 위에서만 공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콘서트 장 외로 이동하려는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객들은 공연 내내 같은 
위치에서 콘서트를 감상하며 퍼포머의 퍼포먼스에 

집중한다. 

• 뮤직비디오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마지막으로 인게임이나 콘서트 씬이 포함되지 않으나  
퍼포머의 공연과 배경을 가상화 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가 존재한다. 이 유형의 가상 콘서트는 

뮤직비디오 문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것에 
가까우므로 뮤직비디오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로 

분류되었다. 뮤직비디오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전체의 10%로 나타났다. <그림 4>는 Juice Wrld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형태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림 4 "Fortnite Juice Wrld Concert (Full Event)" 

기존 뮤직비디오는 퍼포머의 퍼포먼스를 실제 공간에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하지만 뮤직비디오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공간, 관객, 퍼포머를 모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게임엔진을 사용하여 가상화 하였다. 실제와 
비슷하지만 모든 것은 가상이다. 특징은 게임 요소가 

없고 이를 보는 유튜브 관객들은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관람하는 것과 같이 특정 시간 동안 

영상에 집중하게 된다.  

•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특징 

분석 결과를 통해 파악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콘서트의 
가상화이다.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퍼포머는 대부분 

실존하는 인간 아티스트이다. 퍼포머를 포함한 배경과 
관객들이 가상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3D 모델링 혹은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들로 가상화 되었다. 일부는 

퍼포머의 가상이 아닌 실제 영상을 넣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특수효과가 입혀져 가상화 되었다.  

두번째 특징은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게임 플랫폼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포트나이트, 로블록스가 

대표적이다. 즉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들은 특별 라이브 이벤트로서 제공되었다. 
결론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와 퍼포머의 팬 층 

그리고 콘서트 관람자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미디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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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와 사용자 반응의 관계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유형에 따라 사용자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유형에 따라 유튜브의 조회수 및 좋아요 수를 

살펴보았다.  

표 3. 가상 콘서트 유형 별 유튜브 관람자 데이터 (단위: 천) 

 융합

형 
게임형 디지털 

트윈형 

뮤직비

디오형 

좋아요 23 90 524 47 

조회수 159 2,202 20,309 1,335 

 

분석을 통해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 유형에 따라 
관람자의 선호도와 호감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가지의 유형 중에서 디지털 트윈형이 다른 

3 가지의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다. 선호도와 호감도 두가지 모두 다른 
유형보다 10 배 이상의 높았다. 게임요소가 포함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인 융합형과 게임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영상으로 제공될 
때에는 많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얻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에 공개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선호도를 비교해 보았다. 
유형을 구분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인게임과 콘서트 씬의 

유무를 도출하였고, 해당 요인의 유무에 따라 융합형, 
게임형, 디지털 트윈형, 뮤직비디오형의 네 가지의 
유형으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를 분류하였다. 또한 각 

유형 별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비교하여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실제의 콘서트와 유사한 디지털 

트윈형이 가장 선호되는 유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이 
접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이에 관람자들은 아직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를 수용하고 즐기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기존 콘서트와 가장 유사한 형식, 익숙한 

방식에 더 관심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 콘서트라는 포맷은 대중적이진 않지만,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사용자들이 익숙해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메타버스 콘텐츠 자체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 되어있고 대중들이 그것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즐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즐기는 어린 연령층과 익숙해질 다른 연령층들이 

여러가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익숙해 질 
것임을 예상한다. 따라서 오프라인 콘서트보다 더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인게임이 포함된 융합형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 대상은 현재까지 개발된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사례가 적음으로 인해 

분석대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얻어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미래에는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에 더욱 익숙해진 관람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이용행태에 
대해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타버스 가상 콘서트의 어떠한 세부적인 요소들이 
관객들의 관람 경험이나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단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KPOP의 글로벌화와 메타버스화에 대한 

더욱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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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채용 공정성 이슈 및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AI 면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AI 면접에 대해 갖는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거나, AI 와의 달라진 상호작용에 
대해 낯설어 하고 있다. 본 연구는AI면접이 도입된 
2018 년 5 월 18 일부터 2022 년 9 월 24 일까지 

4 년간 블라인드에서 ‘AI 면접’을 주제로 작성된 
게시글 총 222 건을 수집하여, 게시글의 목적과 
게시글에 표현된 이용자의 감정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표출된 감정이 부정적인 경우 그 
대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 감정의 표출 
대상은 글쓴이 자신, AI 면접관, AI 면접 도입 회사, 

AI 개발 회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AI 
면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AI 

역량 면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AI 면접, 귀인, 감정 분석,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1. 서 론 

AI 면접이란 면접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과정을 녹화하면서 면접 대상자의 표정, 눈의 
움직임과 같은 행동, 목소리의 고저 등 비언어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2018 년 공기업에서 
처음 도입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후 그 이용이 확대되어 2022 년 기준 600 개 
이상의 기업들에 도입되었다 [1]. 미국의 경우 

Recruiter.com 그룹, Loxo 사와 같이 인력 매칭 
플랫폼이 인재와 회사를 매칭시켜 주거나 구글, 
제너럴일레트릭, 셀 처럼 AI 를 인사 평가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림 1 AI 역량 면접 문제 예시 (자기소개 + 자기 얼굴 
녹화)[2] 

국내 AI 면접은 면접 대상자의 자기소개를 포함한 

기본 면접, 인성검사를 포함한 성향 분석, AI 
면접관이 제시하는 역할(Role Playing)에 맞춘 상황 

대처, 면접 대상자의 선호도를 알 수 있는 보상 
선호, 게임(적성검사), 심층면접(구조화)로 진행된다. 
AI 면접을 진행되는 동안 면접 대상자의 얼굴 표정 

및 인터뷰 내용은 녹화되고 녹화 영상은 AI에 의해 
분석된다 [3].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면접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AI 면접의 

중요성은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AI 에 
가지는 인식은 부정적이거나, 낯설어 하여 기술과 
사람들의 인식 간 간격이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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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AI 면접 경험자들의 감정과 귀인을 
분석하여 AI 면접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과 AI 의 상호작용 
범주가 AI 가 인간을 섬기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동료로의 수평적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 [4]. AI 를 활용한 면접의 경우 역시 
AI 가 기존의 보조적 존재에서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AI 면접은 대면 면접과는 

다르게 화면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일방적으로 AI 면접관이 제시한 지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반응이나 흥미, 관심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 [5]. 그러나 
AI 면접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고립된 상태로 진행된다. 면접 대상자는 
녹화된 자신의 얼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면접을 제대로 잘 보고 있는 건지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 한다 [6]. 이러한 불확실성이 의사소통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여 면접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7]. 이런 AI 면접의 

불확실성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AI 면접관’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한다 [8].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의 
원인을 찾는 과정을 귀인이라고 한다. 귀인은 크게 
내부(인간)과 외부(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9]. 이후 귀인 유형과 행동 간의 연관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귀인의 판단은 곧 행위자 개인의 
자신의 행동을 연관시켜 사건을 이해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귀인 유형과 이를 통한 행위와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10][11]. 즉 귀인의 판단은 결국 
책임의 소재와 연관 되어 있으며, 원인에 따른 

해결책과도 연관성이 있다. 즉 원인이 개인적인 
문제라면 해결책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풀 수 
있으며, 환경적인 요인이 귀인이라면 해결책 또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추론이 
가능하다 [12]. 귀인을 분석하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통해 블라인드 커뮤니티의 
게시글에 나타난 감정과 귀인 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AI 면접에 대해 기존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AI 면접과 

관련하여 어떤 들을 게시하는가? 

[연구문제 1-1] 블라인드 이용자의 AI 면접 

게시글의 성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우선 AI 면접과 관련한 게시글은 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의 목적은 

크게 AI 면접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감상을 
공유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은 실제 면접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면접 이전에는 질문을 위한 게시글이 
많고, AI 면접 이후에는 감상을 공유하는 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정보 요청을 위해 작성된 게시글은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얻기 원하는가? 

[연구문제 3] 감정을 공유하기 위한 글에서는 어떤 
감정이 주로 표출되는 가? 

[연구문제 4]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게시글은 

어떤 주제의 글들이 게시되었는가? 

[연구문제 5] 게시글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때 귀인을 주로 AI 면접 도입 회사나, AI 개발 

회사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일 것인가?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글의 목적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보 
요청의 경우 요청되는 정보의 성격은 무엇인지, 
감정 공유의 경우 표출된 감정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부정적 감정의 경우 
감정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위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블라인드는 여러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는 표본 집단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신상 데이터를 공개로 취급하여 글의 신뢰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블라인드를 분석 타겟 
커뮤니티로 선정하였다.  2018 년 5 월 9 일부터 

2022년 9월 24일까지의 작성된 게시글 중 키워드 
‘AI 면접’으로 검색된 게시글 222 건을 수집하였다. 
수작업을 통해 게시글의 목적과 정보 및 감정의 

특성, 귀인 대상을 의미분석(semantic analysis)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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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대상은 블라인드에서 
AI 면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분석 대상은 
게시글로 선정했다. 게시글은 글쓴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점을 작성하는 글로, 댓글에 비해 
독립적이고, 독백적인 성격을 띠기에 글쓴이의 
주관과 인식을 분석하기 용이하다. 

• 정보 요청 vs 정보 전달 

게시글과 댓글 글의 목적에 따라 ‘정보 요청’의 
글인지, ‘정보 전달’의 글인지 분류하였다.  

• 긍정적 감정 표출 vs 부정적 감정 표출 vs 
감정 배제 

대상인 ‘AI 면접’에 대해 사람들의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인지, 부정적인 태도인지, 감정이 배제되었다면,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를 수작업으로 
코딩하였다.  

• 부정적 감정의 세분화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된 글이나 댓글인 경우 어떤 
유형인지 구분하였다.   

• 감정 배제 중 AI 면접 보기 전 vs AI 면접 본 
후 

감정이 배제된 게시글의 경우 전부 ‘정보 요청’ 

게시글로 크게 ‘AI 면접 보기 전’과 ‘AI 면접 본 
후’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 AI 면접을 보기 전 
유형에는 AI 면접의 유형, AI 면접 장소, AI 면접 

시간, AI 면접 방법 등을 포함한다. 한편 AI 면접이 
전체 채용 프로세스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 물어보거나, AI 면접 결과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물어보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 
이는  ‘AI 면접을 본 후’로 코딩하였다. 

4. 연구 결과 

4.1게시글 작성 목적 분석 결과 

2018 년 도입 초기에는 9 건밖에 없었던 반면에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게시글 작성 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AI 면접에 대한 포스팅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AI 면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점차 많은 
기업들이 채용 공정성 이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면접 방식의 선호 등으로 인해 AI 면접을 

확대하면서, 신입사원을 주로 뽑는 공채뿐 만이 
아니라 경력직을 모집할 때도 AI 면접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AI 면접 도입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도, 
경력으로 이직할 때는 반드시 AI 면접을 치뤄야 

하다 보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기업이나 일반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제약회사, 
병원 등 특수 업계에서도 AI 면접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은 최소 1 번 이상은 AI 
면접을 볼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AI 면접 게시글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게시글들은 정보 전달 보다는 정보 
요청의 비중이 높았다. 초창기에는 AI 면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희박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AI 
면접 팁을 요청하는 글을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AI 면접이 확대되고,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이 AI 면접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AI 
면접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나 의견, AI 면접 후기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의 게시글 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목적이 정보 요청인지 정보 전달에 따라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글을 썼을 시점이 AI 면접 보기 

전인지 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정보 요청의 
경우, AI 면접 결과 일정이나 다른 사람과 결과를 
공유하길 원하는 목적이 아니면 주로 AI 면접 

응시하기 전에 글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정보 전달의 경우 주로 Al 면접을 보고 나서 
올리는 감정, 팁 공유, 후기 공유로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AI 면접을 치르고 난 후 
시점의 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AI 면접 게시글의 작성 목적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정보 

요청 
9 20 40 56 52 177 

정보 

전달 
0 4 7 26 9 46 

합계 9 24 47 82 61 223 

 

정보 요청 글의 경우 크게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된 
게시글 또는 감정이 배제된 게시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감정이 배제된 게시글의 경우  ‘AI 면접 보기 

전’과 ‘AI 면접 본 후’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 
AI 면접을 보기 전 유형에는 AI 면접의 유형, AI 

면접 장소, AI 면접 시간, AI 면접 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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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면, AI 면접이 전체 채용 프로세스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 물어보거나, AI 

면접 결과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물어보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4.2 감정 분석 결과 

2018 년 도입 당시에는 AI 면접에 대한 순수한 
정보 요청 글이 주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 드러나는 등 감정의 

세분화가 나타났다 (<표 2> 참조).  

 

표 2. 연도별 AI 면접에 대한 감정 추이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긍정 0 0 0 0 1 1 

부정 1 10 14 35 20 80 

감정 
배제 

8 14 32 47 40 141 

합계 9 24 46 82 61 222 

 

표 3, 연도별 AI 면접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출 대상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자신  3 6 18 4 31 

AI 1 3 3 6 12 25 

AI 
면접 

도입
회사 

0 2 3 6 3 14 

AI 

면접
개발
회사 

0 1 3 5 1 10 

합계 1 9 15 35 20 80 

 

또한 게시글에서 표출된 부정적인 감정을 분석 
결과 감정 표출 대상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상은 크게 나 자신, AI 면접관, AI 면접 

도입 회사, AI 면접 개발 회사로 나누어 진다 (<표 
3> 참조). 첫번째 나 자신을 부정적 감정 표출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AI 면접 탈락 

통보를 받거나, AI 면접을 보고 망쳤다고 생각해서 
글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게시글 글쓴이는 

AI 면접에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AI 면접 탈락하거나, 망쳤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게시글 원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AI면접만 벌써 두번이나 연이어 탈락했습니다ㅠㅠ 
경험자분들, 이거 요령이 있나요? 제가 게임을 
너무 못해서 일까요...” 

두번째론 AI 면접관을 탓하는 경우이다. AI 면접을 
보고 나서 AI 면접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게시글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표정같은거라도 속일 수 있는데 컴퓨터는 
못 속일 것 같아서 더 무섭네...혹시 팁이 있을까 ? 

Ai면접은 내용도 평가 해?”  

세번째는 AI 면접 도입 회사를 탓하는 경우이다. AI 
면접을 도입한 회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게시글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요즘은 AI 면접이라고 해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몇군데에서 시스템 만든거 지원자들이 사이트 

접속해서 모의 가상 면접 & 인적성스타일 게임 
보는게 있음. 뭐 나름 개발단계에서 유의미한 
지원자 분석이 가능하다고 만들었겠지만 

취준생입장에서는 서류 - Ai면접 - 인적성 - 면접 
1차 - 2차 - 인턴(3~6개월) – 최종합격 이라는..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절차에 하나더 늘어난 느낌뿐 

사람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더 듬. 뭔가 결과가 
나오고나 피드백이 바로되는것도 아니고 보는지 
안보는지 알수도 없는 헛짓거리하느라 캠켜놓고 

혼자 난리치는거같은데. AI 면접을 볼거면 서류나 
인적성 혹은 1 차면접을 없애든가 간소화를 
해야지...참 ..악랄하다는 느낌이다.” 

마지막으론 AI 면접 개발 회사를 탓하는 경우이다. 
AI 면접을 개발한 회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게시글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하 마이다스 아이티 니들 너무 한다 왜 그런걸 
개발해서 구직자 힘들게 하냐 ㅠㅠ” 

또한 게시글에서 표출된 부정적인 감정을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은 3 가지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다. 첫번째로 자괴감의 표출이다. 주로 

게시글 작성자가 AI 면접을 보고 스스로 면접을 
망쳤다고 생각해서 올리는 경우로 전체 80 건 중에 

24 건(30%) 비중을 차지한다. AI 면접을 못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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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자책하고, 좌절하는 감정이 주로 차지한다. 
두번째로 AI 면접 자체가 낯설고, 생소하다고 

느끼는 생소함의 표출이다. 이는 AI 면접에 대한 
낯선 경험과 지식의 부재에서 오는 불편함, 
긴장감에서 비롯된다. 부정적인 감정 표출 

게시글에서는 주로 AI 면접을 치르기 전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양상을 보여줬고, 전체 80 건의 
게시글 중에 19 건(23%)의 비중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AI 면접관이 사람보다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지 의심하는 불신감으로 전체 
80 건 중에 17 건(21%)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불신감은 AI 면접을 개발한 개발 회사(7 건)에게 
향하거나 AI 면접을 도입한 회사(9 건), AI 면접관 
자체에 대한 못미더움(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연도별 AI 면접에 대한 감정 배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

8 

201

9 
2020 2021 2022 전체 

면접  

정보 

요청 

7 11 25  35   30 108 

면접  

비중 

질문  

1 2 3 8 8 22 

결과 

공유 
0 1 4 4 2 11  

합계 8 14 32 47 40 141 

 

부정적인 감정이 직접 표출되지 않았어도, AI 
면접의 변별력에 대한 의문 또한 일종의 부정적인 
감정 표출’ 이라고 볼 수 있다. 감정 배제 게시글은 

<표 4>에서 언급되었듯이 크게 면접 정보 요청, 
면접 비중 질문, 결과 공유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로 가장 높은 비중(76%)을 차지하는 면접 

정보 요청은 AI 면접에 대한 유형을 질문하거나, 
호환 가능한 기기에 대한 질문, AI 면접 진행 시 
입어야 할 복장 질문이 해당된다. 두번째로 높은 

비율(15%)을 차지하는 면접 비중 질문은 AI 
면접이 전체 채용 프로세스에 미치는 변별력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 공유는 AI 면접 후 다른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 물어보거나, 자신의 면접 
후기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드러났다. 세 가지 경우 

중 면접 정보 요청과 면접 비중 질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중에서 면접 정보 
요청은 사람들이 AI 면접에 대한 몰이해로 볼 수 

있고, 면접 비중 질문은 AI 면접의 변별력에 대한 
의문으로 추론 가능하다. 두 개의 경우 총 131건의 
게시글로 전체 게시글의 5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귀인과 관련해서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 39%, AI 면접관의 경우 36%, AI 면접 
도입 회사 17%, AI 면접 개발 회사가 약 12% 정도 

되어, 사람들은 대부분 내부적인 데서 귀인을 찾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AI 면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개인 차원의 변화에서 잠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5. 결론 

AI 면접에 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몰이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 경험과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AI 

면접에 대한 인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블라인드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나온 부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AI 면접을 못 본 자신에 대한 

좌절감, AI 면접 자체의 생소함, 그리고 AI 면접에 
대한 불신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 AI, AI 면접 도입 회사, AI 면접 

개발 회사와 같은 4 가지의 감정 표출 대상을 통해 
AI 면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제고는 개인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아직 표본의 수가 
한정적이다. AI 면접이 도입된 지 4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2022 년의 데이터의 경우 9 개월 데이터만 
수집하여 분석 시 일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보였다. 

두번째로 해당 연구는 코더 1 명이 진행한 것으로,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최소 2~3 명의 코더가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당 연구는 이용자 중심의 분석 논문이지만 

AI 면접 프로그램은 마이다스아이티에서 개발한 AI 
면접 프로그램만을 다루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면접 프로그램들을 설명하고,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지 설명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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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직무 유형별 
사용하는 AI 면접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과 조작적 정의를 통해 연구의 bias 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게시글 안에서 사람들이 AI 면접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은 기존에 사람들이 AI 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사람의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동안 AI 의 서비스를 

받는 데 익숙해 있다가, 자신을 평가하는 AI 
면접관에게 존대를 하고, 자신을 어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AI 면접 도입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AI 면접이 형식적인 형태로 'AI 면접관'이 
평가를 하고, 실제로는 사람 면접관이 평가한다는 

내부 정보를 알게 되지만, 여전히 AI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다. 추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표본을 수집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댓글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AI 면접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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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은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있어 창작 공간을 확장해주고 시간과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분야의 혁신적인 제작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버추얼 프로덕션을 위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대학 교육에서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설은 아직 예산과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기에 

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교육을 위하여 

저예산으로 구축된 서강대학교 XR 스튜디오 사례를 

소개한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버추얼 프로덕션 

실무역량을 강화하며, XR 분야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소개함으로서 XR 분야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た 

확장현실, 버추얼 프로덕션, XR 스튜디오, 실감형 

콘텐츠 

1. ⯇ ⌋ 

확장현실(eXtended Reality)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아우르는 

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1]. 특히, 

확장현실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는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이 있다. 버추얼 

프로덕션이란 실감형 콘텐츠 기술과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이용해 제작 과정에서 실시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상환경을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2]. 버추얼 프로덕션은 대표적으로 영화, 

드라마, 공연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을 활용하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그린 스크린을 활용한 크로마 키잉 또는 LED 스크린 

환경에서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이점이 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컴퓨터 그래픽과 현장에서 촬영되는 

영상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결합함으로써 실감형 콘텐츠의 제작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3].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 실시간 가상 

환경을 구축하려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버추얼 

프로덕션 시장은 2020 년부터 2027 년까지 연간 

15.8% 성장해 2027년에는 39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4]. 국내외에서도 버추얼 프로덕션을 

위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5]. 하지만 대학 교육에서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설은 높은 

구축 비용과 전문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직 그 수가 

불충분하여 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교육을 위하여 

구축된 서강대학교 XR 스튜디오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국내외 구축 사례와 연구들에 대해 조사한 후 본 

연구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구축한 방법을 기술한다. 

그다음, 구축한 스튜디오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2. ឫ⋓ ⭗⋫ ⚺ ゛᠗ 

2.1 䀟ㄣ ᠗㡀 ⭗⋫ 

영국의 디멘션 스튜디오(Dimension Studio)는 

2020 년 11 월 LED 스크린과 리얼타임 게임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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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트래킹(tracking) 및 디스가이즈(disguise)[6] 

서버를 갖춘 XR 스튜디오를 개소하였다. XR 

스테이지는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또는 

노치(Notch)로 만들어진 장면(scene)을 LED 월에 

360 도로 확장하여 가상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스튜디오에서는 이러한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으로 

VR 영화, 실시간 방송 및 XR 공연 등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림 1. LED Wall & Floor 로 구성된 영국 디멘션 

스튜디오의 XR 스테이지 

 

미국의 낸트스튜디오(NantStudios)는 2021 년 2 월 

LED ICVFX(In-Camera Visual Effects) 기술을 갖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구축하였다. 

낸트스튜디오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는 카메라 

트래킹 환경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360도 LED월을 

구축하여 몰입감 있는 장면을 구현할 수 있다. 

모듈식으로 설계된 볼륨 비디오 시스템에는 Roe 

Visual LED 패널과 Brompton 프로세서를 통합 

구축했다. 스튜디오에서는 언리얼 엔진을 제작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촬영과 녹음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운드스테이지도 갖추고 있어 고품질의 장편 

영화에서 독립 영화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 2. 360 도 LED Wall 로 구성된 미국 낸트스튜디오의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2.2 ᠘᭟ ᠗㡀 ⭗⋫ 

덱스터 스튜디오(Dexter Studios)의 D1 스튜디오는 

2021 년 11 월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 기업인 

럭스마키나(Lux Machina)와 협업하여 구축되었다. 

D1 스튜디오는 최첨단 LED 패널과 프로세서, 렌더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성능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럭스마키나 

외에도 세계 최대 영화 장비 제조사 아리(ARRI), 

언리얼 엔진 개발사 에픽게임즈(EpicGames) 등 여러 

글로벌 회사들이 파트너사로 참여하여 구축하였다. 

D1 스튜디오는 현재 영화, 드라마, 광고, 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 LED Wall & Ceiling display 로 구성된 덱스터 

스튜디오의 D1 스튜디오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의 KoVAC 공동제작센터는 

2020 년에 XR 스튜디오를 구축하였다. XR 

스튜디오는 LED XR 스테이지와 크로마키 

스테이지로 구성되어있다. 4K 카메라 구성과 함께 

제작 플랫폼으로는 제로 덴시티(Zero density) 

시스템을, 트래킹 시스템으로는 엔캠(NCam)을 

사용한다. KoVAC 공동제작센터는 XR 스튜디오와 

함께 실감 영상 후반제작 지원시설도 갖추고 있어 

효과적인 실감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그림 4. KoVAC 공동제작센터의 LED 스테이지와 크로마키 

스테이지로 구성된 XR 스튜디오 

2.3 ឫ⋓ ゛᠗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버추얼 프로덕션 현장 

가이드에 따르면 버추얼 프로덕션 유형은 그림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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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버추얼 프로덕션 유형[7] 

 

앞서 소개한 국내외 구축 사례에서는 하이브리드 그린 

스크린 라이브와 풀 라이브 LED 월 유형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먼저 하이브리드 그린 스크린 버추얼 

프로덕션은 그린 스크린 영화 촬영 기법과 CG 

요소들을 합성하는 카메라 트래킹 활용법이다. 

하이브리드 그린 스크린 버추얼 프로덕션의 유형은 

크게 리얼타임 프로덕션과 사후 제작 프로덕션으로 

구분된다. 리얼타임 프로덕션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카메라로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되어 실시간 

크로마 키잉 작업이 되는 방식이다. 초창기의 뉴스 

방송에서 기상 안내가 표시되는 지도 화면에 기상 

캐스터가 실시간으로 크로마 키잉 작업이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사후 제작 프로덕션은 그린 스크린 

촬영을 진행할 때 카메라 트래킹 데이터를 사용하여 

리얼타임 엔진의 인카메라 합성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감독과 촬영 스태프가 CG 캐릭터와 세트 

확장 등의 가상 요소를 공간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 나중에 특수 효과를 합성할 때 더 잘 

통합되도록 한다[7]. 하이브리드 그린 스크린 버추얼 

프로덕션의 단점으로는 배우가 현장에서 상상력에 

의지하여 연기해야 하고, 촬영 의상이나 소품이 

크로마키 색상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린 스크린 배경과 전경을 정확하게 분리하여 

특수 효과 제작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구축 

비용이 LED 월 시스템보다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6. 하이브리드 그린 스크린 버추얼 프로덕션 예시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틸 컷(위: 그린스크린 촬영 모습, 

아래: 인카메라 합성 이미지) 

 

라이브 LED 월 버추얼 프로덕션은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대부분 제작하고 있는 방식으로, 리얼타임 

엔진에서 라이브 LED 월로 전송한 이미지 결과물과 

카메라 트래킹을 결합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로 

촬영 시 배우가 LED 월 환경을 통해 그린 스크린 

촬영보다 더 몰입하여 연기할 수 있고 크로마 키잉을 

사용하지 않기에 의상, 소품 색상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단점으로는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고, LED 의 깜박이는 현상이 포함된 

장면은 DI(Digital Intermediate) 작업으로도 제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로 LED 재생 

화면을 촬영할 때 화면에 불규칙한 잔물결 패턴인 

모아레 패턴(Moiré Pattern)이 찍혀 사후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있다[8]. 

3. ᠗㡀 ⛔❀ 

위 사례 연구를 통하여 버추얼 프로덕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스튜디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연구 

환경에 적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산의 한계와 

함께 구축 공간 크기는 가로 4m × 세로 8m × 높이 

3m 로 LED 월을 설치하기에 공간 규모의 한계도 

있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그린 스크린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하여 촬영부터 버추얼 프로덕션 콘텐츠 

제작과 체험까지 가능한 하이브리드 그린 스크린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인 ‘XR 스튜디오’를 

구축하였다. XR 스튜디오는 표 1 의 Drew 

Viehmann 의 버추얼 프로덕션 구성 레벨별 분류를 

참고하여 레벨 2 방식으로 구성되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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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rew Viehmann 의 버추얼 프로덕션 Level 2 구성 

Partially Synced (Hyper Indie VP) 

Camera Input HDMI or SDI 

Realtime Engine Unreal Engine, creating frames in 

sync with camera 

Tracker Vive Motion Tracker solution 

Screen Greenscreen 

 

카메라의 위치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VFX 산업에서 흔히 활용되는 엔캠(NCam), 

모시스(Mo-Sys), 레드스파이(RedSpy) 등의 

Inside-Out 방식이나 Optitrack, Vicon 등 

Outside-In 방법 모두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공부를 시작한 

초심자 수준에서 활용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HTC Vive 사의 VR 

시스템을 차용해, 라이트 하우스 방식인 베이스 

스테이션(Base Station)으로 카메라 위치를 

트래킹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다음, 스튜디오 공간 활용을 위해 폴딩 도어를 

설치하였다. 좌측 공간은 작업을 위한 회의실로, 촬영 

시에는 카메라를 이동시키기 용이하도록 폴딩 도어를 

열어 확장된 촬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8. 서강대학교 XR 스튜디오 구조도 

 

할리우드와 국내 VFX 업계에서 구축한 스튜디오 사례 

연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ICVFX 버추얼 프로덕션이 

가능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개발 및 구비한 

항목은 표 2 와 같다. 

표 2. XR 스튜디오 사양 소개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성 항목 
⯇ᛀᶫ䀄 XR ⵏ㵇᾿ハ ⭗〼 

LED 디스플레이 또는 

그린/블루 월 스튜디오 

3┟ ᢣⵏ㬗 ㅿ 

ឋ␣ ∧㶰(Lighting) ㆯ䀟 
㝇㉐ ㌛┰ 㠿ᚫ ⯏㤃 

리얼타임 엔진 っで み㑯 

라이브 컴포지팅 

솔루션 
っで み㑯 4 Composure 

plug-in 

PC 

ឋ⭗〼 ㅷ㬗ⵏ㯷Ⰳ 

i7-10900K 
ASRock B460M Pro4 

DDR4-3200 32GB RAM 
RTX 3080 10GB Graphics 

비디오 I/O 하드웨어 

Blackmagic Design Decklink 

- ⓿㈣➟ᾇ PCI-E ⵗ⌚ほ ㉐㛔 

- VGA 㤃㑫 ⿵ឋ SDI 
Input/Output ᚫᵐ 

(㦟㾓㶰 ⠫䀃 ⚺ ῇ⊳ 㠇ⰷ䃿) 

Composite 모니터 

Lilliput PVM210S 

21.5㈣㤃 LCD, 1920�1080 

- Decklink 㱠䀟 䀔⯜ệ ⚣㑫 
ⱌ㡇䀃ᴿ ᾿ⵏ㾷⊳ 

- ⑬㬗 ⾛⎓(Link through)⌇ 
㤟⓿∧ ᢣ ╓ᵳ㯛(Rig 

monitor)⌇ ㉗ⱌ㡇䀟 ╓ᵳ㯛⑬ 
䄇ㅔ 

카메라 및 지미집 

시스템 

㤟⓿∧ 

- Sony FS7 ō ⚿᾿ 

- 18-110mm ⊷㐳 

◟⤄䂏ᾇ 㑫⚣㑼 ⶇⵏ㰇 

- Mini Jib: ❏⌇ MoveUp20 
(A20J27) 

- Tripod: ❏⌇ AS14 

- Dolly: ❏⌇ DL10 

- Motor Head: ❏⌇ MU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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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 시스템  

HTC Vive ❋ⵏ ⵏ㯷Ⰳ 2.0 ⚺ 
⚿⢷ 㵣≃㦏 3.0(Vive Tracker 

3.0) 䄇ㅔ 

- ❋ⵏ ⵏ㯷Ⰳ 4ᛇ ⯏㤃⌇ 
㠇ᶫ 10m � 10m ហᚯ 㵣≃㭤 

ᚫᵐ 

- ⚿⢷ 㵣≃㦏 3.0 㤟⓿∧ 
ᢣほ ⯏㤃䀟 㵣≃㭤 

- ⊷㐳 FIZ(Focus, Iris, Zoom) 
ḛ㯛 ㈣㧿 

 

 

언리얼 엔진을 비롯해 가상환경 제작과 실시간 합성에 

요구되는 고사양 PC 와 4K 촬영 카메라, 무빙 헤드 

지미집 시스템, HTC Vive 트래킹 시스템, 조명과 

그린스크린으로 스튜디오를 구성하였다. 

장비 구성 후 데이터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스튜디오 

내에 설치된 4 개의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 최대 10m 

x 10m 의 스테이지(stage)를 형성하고, 바이브 

트래커를 카메라에 부착해 카메라의 X, Y, Z 값을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동시에,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PC 의 캡처 카드를 통해 

전송되어 언리얼 엔진에서 크로마 키잉이 적용된다. 

실시간으로 합성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 

Color Difference Keying과 Color Correction을 위한 

노드(Node)를 각자 개발한 후 하나의 블루 

프린트(Blueprint)로 통합해, 추후 사용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변수들을 간편하게 수정해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9. 서강대학교 XR 스튜디오 데이터 흐름도 

 

실시간으로 추적되는 카메라의 위칫값이 언리얼 엔진 

상의 가상 카메라와 동기화되고, 결과적으로 가상 3D 

콘텐츠 위에 카메라 촬영본이 합성되어 다시 캡처 

카드를 통해 합성 모니터(Composite Monitor)에 

송출된다. 합성 모니터에서 출력되어 나오는 합성 

영상은 모니터 및 레코더로 전송되어 다양한 코덱으로 

최종 녹화될 수 있다. 

4. ᠗㡀 ឧ 

구축된 스튜디오는 2022 년 10월 28일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그림 11 은 XR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버추얼 

프로덕션 데모(Demo)로, 언리얼 엔진의 버추얼 

프로덕션 툴킷(Toolkit)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그림 10. XR 스튜디오 전경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38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38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그림 11. 버추얼 프로덕션 데모 시연 장면(위: 그린스크린 

촬영 모습, 아래: 실시간 합성하여 송출되는 화면) 

 

현재 XR 스튜디오는 레벨 2 인 인디(Indie) 버추얼 

프로덕션 구성으로 구축되어 있다. 추후에 

젠락(Genlock) 모션 트래킹 솔루션으로 교체하거나, 

제로 덴시티 활용 등 스튜디오 구성을 개선하고 

사양을 높여 업계 표준 구성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5. 䀇ᝯ㊻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스튜디오는 구축 비용면에서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후술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그린스크린 기반 스튜디오의 장점으로는 LED 월 

설치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셋업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상시로 크로마 키잉에 높은 컴퓨팅 

파워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며, 

빠른 동작 시의 모션블러나 피사체의 테두리에 

발생하는 그린 스필(spill) 등 최종 합성 결과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움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Light 

Wrap 효과 등 경계면의 후처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이질적인 합성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HTC Vive 의 베이스 스테이션과 트래커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한 사용성과 정밀한 추적 성능을 얻을 

수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 구축 옵션이다. 그러나 

세밀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등의 사용자화가 

불가하다는 점을 비롯하여, 업계 표준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필수적인 젠락 등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제작환경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갈수록 증대되는 버추얼 프로덕션 

수요에 따라 HTC Vive 사에서도 젠락 기능과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등을 지원하는 Mars CamTrack 장비를 

출시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같은 Vive 시스템 

기반에서 더 개선된 사용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비디오 피드를 PCIe 비디오 카드를 

통해 입력받아 사용하고, SteamVR 의 트래킹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 상의 블루 프린트로 입력받아 

자체 플러그인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버추얼 

스튜디오용 에디터를 제공하는 키잉/합성 

소프트웨어에 비해 사용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Reality Engine, Aximmetry와 같은 외부 비디오 

입출력 장치, 키잉과 합성을 전담하는 소프트웨어를 

병렬적으로 활용한다면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임과 

동시에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D 렌더링 퀄리티나 합성 결과 못지않게 실제 

스튜디오 상의 라이팅 환경 등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구축되었는지도 버추얼 프로덕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XR 스튜디오에 개별적으로 설치된 

LED 단색 조명을 RGB 효과를 지원하는 모델로 

교체한 후, DMX 컨트롤러로 통합하고 앞서 언급한 

Aximmetry 와 같은 전문 소프트웨어로 연동한다면, 

3D 씬에서의 라이팅 효과를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에서 모두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6. ⌋ 

버추얼 프로덕션은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있어 창작 

공간을 확장해주고 시간과 제작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혁신적인 제작 

프로세스이다. 

이에 따라 버추얼 프로덕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대학 교육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버추얼 프로덕션 교육 시설은 아직 예산과 전문가 

인력이 부족하기에 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버추얼 프로덕션 제작 교육을 위하여 

구축된 서강대학교 XR 스튜디오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버추얼 프로덕션의 유형 중 그린 스크린 

촬영 기법에서 실시간 카메라 트래킹 데이터와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그린 스크린 

버추얼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향후에는 스튜디오를 현재 인디 창작자 레벨 구성에서 

인더스트리 퀄리티(Industry Standard Quality)까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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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 나아가서 LED 월로 구성된 스튜디오를 계획 

중으로, XR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버추얼 프로덕션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2022 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

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P0012746, 2022 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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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환자가 처방된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은 의약품 
본래의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이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지켜서 
먹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복약을 망각하거나 
낮은 동기로 인해 의도적으로 복약 불순응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복약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대화형 에이전트의 알림, 친근감과 

함께 주의력을 높이기 위한 환자 이름을 부르기, 
인공지능 스피커를 지나갈 때 말을 거는 적시 개입의 
세 가지 설득적 디자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순응도를 

높이고자 했다. 세 가지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실험 
결과 환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4.6/5.0)이 일반 
알림(3.7/5.0) 대비 월등한 복약 의사가 있었으며 근접 

시 알림(3.6/5.0)도 복약 의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AI, 인공지능 스피커, 대화형 에이전트, 친밀감, 유대감, 
복약 순응도, 복약 준수, 음성 비서,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복약 준수는 올바른 치료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복약 
순응도가 낮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망 

확률이 약 3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 진찰은 
86%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1]. 국내 연구에 따르면 
65 세 이상의 노인 환자 중 66%만이 올바르게 

복약하고 있다[2]. 복약 불이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진료 기간과 복약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의료비 

증가 및 의료자원의 낭비를 야기한다[3]. 국내의 경우 
결핵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보건소에서 직접 복약 관리(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Course, DOTS)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4]. 하지만 DOTS 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5] 모든 질병에 대해 DOTS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복약을 관리하고 복약 순응도를 

증진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디자인 배경  

2.1 직접 복약 관리 시스템 

약 투약에 대한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다.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DOTS 를 통한 관리 체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6]. DOTS 시스템은 전담 간호사 등의 
관리 요원이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직접 복약을 

독려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약을 먹는 데 
있어 관리 요원을 투입해 관리하는 데에는 비용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환자들이 정시에 
복약 하는 것을 돕고, 음성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복약을 
독려한다. 관리 요원은 기록된 음성 대화를 보고 

모니터링 하면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복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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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 관리 등의 모든 일을 사람이 관리하며 생기는 

인력 및 의료 자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2.2 인공지능 스피커의 속성 

인공지능 스피커는 모바일 기기와 다른, 음성 기반 
상호작용의 속성을 갖고 있다. 기기가 확대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함에 따라 노인들의 스마트폰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활용함에 불편함을 겪는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7]. 고령자의 경우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 어플리케이션을 학습하고 배우는 
것보다 단순하게 음성만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는 

음성 비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기술에 
대해 한 사용자는 “그것(음성 비서)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지루하거나 피곤한 상태로 그냥 앉아서 말을 하면 

됩니다.”라고 하였다[8]. 

또한 모바일 기기의 유동성과 다르게 정적 환경에 

있다는 점이 갖는 장점이 존재한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알림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알림을 받았을 때 
약을 복약 할 수 없는 환경 (야외라서 약이 없는 환경 

등)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알림을 
받고 복약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감각이 무뎌져 알림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확실하게 복약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시스템보다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직접 복약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2.3 사회적 관계 기반 복약 지원 

B.J.Fogg 의 설득적 기술[11]에 의하면 컴퓨터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고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환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집에서 함께 존재하며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복약 불이행의 원인에는 잊어버리는 문제, 치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경우, 약을 살 수 있는 원인이 없는 
경우 등이 있는데 가족의 확실한 지원이 있다면 복약 
순응도 증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9].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 기반 DOTS 는 의료시설 기반 
DOTS만큼 효과적이고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10]. 따라서 복약 순응도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으로 DOTS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였다. 가족 또는 지인이 DOTS 시스템의 

관리자 역할을 하여 환자의 복약을 독려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환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사회적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설득력 있는 시스템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단순한 알림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칵테일 파티 효과[12]로, 다른 소음이나 
대화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환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방법이 될 수 있다. 

2.4 근접센서를 통한 적시 개입  

적시 개입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동 변화 

지원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접센서를 통해 환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에 
근접하거나 지나갈 때 복약 스케쥴을 알려줌으로써 

복약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자 했다. 환자가 알림을 
받기 전에 복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스피커가 
알림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 

근접센서를 활용하여 1시간 이내에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환자가 스피커 앞을 지나가 알림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알림이 있다는 사실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다. 

3. 시스템 디자인 

3.1 웹을 활용한 복약 정보 등록 클라이언트 

복약해야 할 환자 또는 관리자는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가 알림을 줄 복약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야 하고 사용 
환경마다 따로 개발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하였을 때 웹의 경우 사이트의 도메인만 알면 

데스크탑, 모바일, 태블릿 PC 등 모든 환경에서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음성 상호작용 

인공지능 스피커는 환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한 약 
정보에 따라 해당 시간에 복약 여부를 물어본다. 환자가 

먹었다고 답변하면 등록한 약 정보에 따라 해당 약의 
효과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복약을 독려한다. 
먹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경우 약을 먹어야 한다고 알린 

후에 10 분 후에 다시 물어본다. 10 분 후에 다시 
인공지능 스피커가 복약 했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먹었다고 답변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약의 효과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복약을 독려하게 되고, 
먹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경우 왜 먹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동시에 관리자에게 환자가 복약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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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알림이 가게 된다. 스피커와 환자 그리고 
관리자 간의 대화 상호작용은 모두 기록되어 차후에 

환자 자신이나 관리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환자는 알림을 받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음성만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고령 환자에게 있어 다른 교육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3.3 사회적 관계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의 가족 또는 지인은 
환자가 정해진 시간에 복약 하지 않는 경우 약 등록 
클라이언트로부터 알림을 받게 되는데 이때 관리자는 

텍스트 또는 음성을 통해 환자가 복약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관리자가 웹 클라이언트에 텍스트로 복약을 
독려하는 메세지를 쓰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이를 

확인하여 텍스트를 읽어준다. 음성을 녹음해서 보내는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는 해당 녹음 파일을 그대로 
환자에게 들려준다. 복약 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인공지능 스피커가 먹어야 한다고 독려하는 경우보다 
환자의 가족 또는 지인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복약을 독려한다면 복약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3.4 근접 센서 

환자가 스피커 옆을 지나가는지 판단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다.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여 1m 이내로 

환자가 스피커 옆을 지나가는 경우 한 시간 안에 줘야 
하는 알림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한 시간 안에 
복약해야 하는 약 정보가 있는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는 

약 정보와 함께 곧 약을 먹어야 함을 알려준다. 해당 
기능은 환자가 복약 시간을 잊고 스피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복약 해야 함을 

다시 복기시켜 줌으로써 환자가 자리에 없어 

정상적으로 스피커와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4. 실험 설계 

4.1 실험 목적 

본 실험은 앞서 제안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복약 
관리 및 복약 순응도 증진 시스템의 검증에 앞서 
사용자가 스피커와 잘 상호작용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또는 지인이 이름을 부르며 복약을 독려하는 
기능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근접 센서를 활용하여 알림을 복기 시키는 기능이 

유효한지에 관해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4.2 실험 대상 및 방법 

실험은 국내 한 대학 인근에 거주하는 20 대 남, 여 

1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가족 또는 지인이 
이름을 부르며 복약을 독려하는 기능에 대한 경험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30 분 간격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짧은 시간 안에 복약해야 하므로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실 내(in-lab) 스터디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약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제 약 대신 
많이 먹어도 무관한 비타민으로 대체하였다. 실험 
진행에 앞서 모든 참여자에게 실험 과정 중 비타민을 

먹는지 여부와 먹는 시점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라고 안내하였다.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참여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알림을 30 분 

간격으로 두 개를 등록한다 

2. 비타민을 먹어야 하는 일은 알림을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선호하는 장르의 

유튜브 또는 드라마 시청을 통해 주의를 

분산시킨다. 

3. 알림 시간이 되면 “비타민을 먹을 시간입니다. 

드셨나요?” 와 같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알림을 준다. 

4. 사용자는 자유롭게 스피커와 음성으로 

상호작용한다. 

5. 첫 번째 알림을 받고 15분 후, 근접센서 기능 
경험을 위해 참여자에게 자리를 이동하여 

진행해야 하는 간단한 미션을 준다. 
근접센서가 사용자의 이동을 감지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비타민 먹을 시간이 

가까워졌으니 잊지 말고 섭취하라는 말로 

알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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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림 시간이 되면 “[피험자 이름]아, 비타민 
먹을 시간이야, 먹었어?” 와 같이 이름을 

부르며 알림을 준다. 이 경우 스피커는 가족 

또는 친구인 것처럼 말을 한다. 

7. 사용자는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스피커와 

음성으로 상호작용한다. 

실험 조건의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 집단을 
5 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역균형화(counter-

balancing)를 하였다.  실험 집단 1은 위의 순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실험 집단 2는 3번과 6번의 실험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였다. 

4.3 설문 

위의 실험 후에는 제시한 시스템의 사용성과 수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Likert 의 5 점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각 항목을 비교함에 있어 
용이하게 하였고, 참여자가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의 사용 경험을 더욱 구체적으로 

얻기 위해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5. 실험 결과 및 분석 

5.1 실험 참여자 데이터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비타민을 잘 챙겨 

먹는지 여부에 대해 2.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절반인 

5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5.2 사용성 

먼저 알림을 등록하고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는 전체 과정이 불편함 없이 

자연스러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1>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비타민을 등록하고 알림을 받는 과정이 
자연스러웠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평균 4.6점으로 

참여자들이 알림을 등록하고 받는 과정을 기존의 알림 
시스템과 유사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알림 시스템과 유사한 경험을 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2.1 점으로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이 어렵지 않게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사용성 항목 설문 결과 

설문 문항 평균 점수 

비타민을 등록하고 알림을 받는 

과정이 자연스러웠다. 
4.6 

인공지능 스피커와 상호작용 

하는 것이 어려웠다. 

2.1 

 

5.3 수용성 

실험 참여자 중 10 명이 각 2 번의 복약의 기회가 
있었다. 이 중 1 회를 제외한 19 회의 복약이 모두 

이루어졌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참여자의 
비타민 섭취를 어느 정도 동기부여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일반 알림을 주었을 때, 이름을 

부르며 알림을 주었을 때, 인공지능 스피커 앞을 지나갈 
때의 3 가지 조건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반 알림을 주었을 때(3.7 점)와 대비하여, 이름을 
부르며 알림을 주었을 때(4.6점)의 마음이 현저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분석과 본 인공지능 스피커의 디자인 요소인 사회적 

관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참여자 10명 중 
긍정적인 응답을 한 참여자는 7명이었다. 그중 한 명은 

“실제로 주변 사람이 알려주는 것 같아 친근하고 
이름이 불려서 좀 더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답하였다. 나머지 3 명 중 

2 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1 명은 기계가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 낯설게 느꼈다고 답하였다. 참여자 
대부분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름을 부르며 알림을 

주는 것에 대해 친근해서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소수의 경우 오히려 해당 부분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름을 부르며 알림을 주는 기능에 대해 복약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과반수가 친근감이 

느껴져서 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답하였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알림을 주는 경우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단순한 비타민 복약 

확인으로 인지하는 반면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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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피커가 더 친근하게 느껴져 상호작용을 

대화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참여자가 지나갈 때 
알림을 주는 경우 3.6 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알림 시점에 곧바로 복용하는 것이 

아닌, 조금 있을 알림 상황에서 복용하라는 의미로 
제공한 알림으로, 위의 두 알림 방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복약 

순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표 2. 유용성 항목 평가 

설문 문항 평균 점수 

일반적인 알림을 주었을 때 
비타민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3.7 

이름을 부르며 알림을 주었을 때 
비타민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4.6 

인공지능 스피커 앞을 지나갈 때 

알림을 주는 경우 비타민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3.6 

6. 결론 

단순히 알림을 주고 음성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참여자들은 상호작용을 대화가 아닌 단순 복약 

확인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이름을 부르며 
알림을 주는 경우 참여자들은 더 친밀감을 느꼈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상호작용을 대화로 

인지하여 복약 이행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근접 센서를 활용하여 상호작용 없이 알림을 주는 경우 
역시 복약 하고자 하는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대화형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단순한 알림으로 인식하여 복약 하고자 하는 마음은 
생기지만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대화형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실제 행동까지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사회적 관계 기반 

직접 복약 시스템을 제안하고, 시스템의 유용성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기존의 직접 복약 관리의 
한계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낭비 문제를 극복하고, 

복약 순응도를 증진시키는 시스템의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실험 평가를 하여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 스피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10 명의 피험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연령대 역시 20 대로 편향되었기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많고 다양한 연령층의 피험자가 

필요하다. 또한 실험실 내 연구의 한계로 실생활에서의 
사용 경험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필드 스터디를 통해 실제 복약 순응도의 영향을 

관찰하고, 더욱 세부적인 데이터 (복약 횟수, 시점, 패턴 

등)을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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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XR 환경에서 핸드 인터랙션 기반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문제인 손동작 추적 
알고리즘의 추정 오차로 인한 오입력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보정하는 방법과 인식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보정하는 방법으로는 이동 평균 필터를 
사용하여 입력된 궤적의 Jitter를 제거하였고 딥러닝 

모델의 경우 기존 방식인 CNN과 RNN의 조합이 아닌 
CNN만으로 구성하여 모바일 특성에 맞게 경량화를 
하였다. Visual Feature Extractor에서는 DenseNet 

모델을 기반으로 ConvNeXt 모델과 결합하여 새로운 
BottleNeck 블록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모델의 크기 
및 추론 속도에서 향상을 보였다. 또한 Visual Feature 

Pooling에서는 분산 값을 이용한 Pooling 연산으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여 인식 성능을 높였다. Sequential 
Classifier에서는 RNN을 대신하여 Conv1D 연산을 

사용해 모델의 학습 속도를 향상하고, RNN의 문맥 정보 
포착 특성을 완화해 잘못된 문맥으로 인한 문자 오입력 
문제를 개선한다. CTC Decoder에서는 최종적으로 

모델에서 출력된 추론 값을 텍스트로 변환한다. 

실험에서는 단일 문자 인식 모델과 다중 문자 인식 
모델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CNN 모델과 CRNN[1] 모델을 

사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주제어 

확장 현실, 손 궤적 인식, 모바일 

 

1. 서 론 

현재 상용화된 증강 현실 기반 텍스트 입력 시스템은 

별도의 입력 디바이스를 통해 입력하는 방식과 가상 

디바이스를 조작하여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가상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XR HMD 장비에 탑재된 카메라 센서와 손동작 추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손동작을 추적하여 가상 

오브젝트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입력 시스템은 가상 디바이스의 크기가 작거나 

손동작 추적 알고리즘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섬세한 

조작이 어려워 오입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논문은 컴퓨팅 자원이 한정된 안드로이드 기반 
증강현실 장치에서 손동작 추적 알고리즘의 낮은 품질로 
인한 기존 입력 방법이 가지는 오입력, 오인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정 방법 및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Shi, B 외 2인[1]은 CNN과 RNN의 결합 형태인 

CRNN 모델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 논문은 이미지 기반 문자 인식 작업인 
광학 문자 인식(OCR)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입력으로 주어진 왜곡된 이미지를 교정하는 모듈을 
추가해 인식 성능을 향상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3]. 

Graves, A 외 3인[2]은 노이즈가 섞이고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음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논문으로써 
RNN 기반의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 음절이지만 

여러 음절로 추론할 수 있는 구분이 되지 않는 음소에 
대해서 CTC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서 한 음소로 구분해 

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Wang, J 외 1인[5]은 CNN과 RNN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RNN에서 Convolution을 적용하였고 CTC 손실 
함수를 이용하여 광학 문자를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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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syuk, F 외 2인[6]은 CNN 중 하나인 ResNet만으로 
RNN 없이 텍스트 인식기를 제안한 연구이며 추론 

시간을 빠르게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Lee, C. Y 외 1인[4]은 CNN과 RNN으로 구성된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CTC 손실 함수 개념이 아닌 

Attention 구조를 적용하여 문맥을 추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Baek, J 외 7인[9]은 문자 추론을 하는 서베이 

논문으로써 기존의 문자 인식의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미지 변환 모듈, 특징 추출 모듈, 순차 모델링 모듈, 
텍스트 예측 모듈로 일반화하여 각 모델의 성능 비교와 

구조별 장단점을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CRNN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3차원 공간상에서 입력으로 인한 노이즈가 심한 입력 

데이터를 보정해 주는 작업을 하고 보정된 이미지로부터 

특징점을 추출, 변환하여 텍스트로 추론한다.  

 

3. 손 궤적 인식 네트워크(HTRN)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인 HTRN의 구조는 그림 1을 

따른다. HTRN은 Stabilizer & Image Generator, 
Visual Feature Extractor, Visual Feature Pooling, 
Sequential Classifier, CTC Decoder의 5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는 CRNN을 

참조하였다.  

 

그림1. 제안된 모델의 네트워크 구조. 1) Stabilizer & Image 
Generator: 인식률 향상을 위한 손 궤적 보정 및 이미지 생성 
2) Visual Feature Extractor: 시각적 특징 맵 추출 3) Visual 
Feature Pooling: 시각적 특징 맵 순차적 특징 변환 4) 

Sequential Classifier: 입력 프레임별 값 예측 5) CTC Decoder: 
최종 예측 텍스트 생성 

3.1 Stabilizer & Image Generator 

기반이 되는 CRNN 모델은 본래 이미지 처리 
모델이기에 손의 궤적을 인식하기 위해선 이미지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손의 궤적을 2차원 평면상에 

투영하여 이미지로 변환을 수행한다. 다만 손의 궤적은 
사용된 알고리즘에 따라 품질이 상이하며 Jitter가 
발생할 경우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그림 2의 첫 행이 Jitter가 발생한 이미지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미지를 생성하기 전 Stabilizer를 
이용해 이미지를 보정한다. Stabilizer는 필터를 

이용하여 Jitter의 제거를 수행한다.  

 

그림 2 보정을 거치지 않고 생성된 이미지(위)와 이동 평균 
필터를 통한 보정 후 생성된 이미지(아래) 

본 모델에서는 Stabilizer로 이동 평균 필터(Moving 

Average Filter)를 사용하였으며, 이동 평균 필터는 그림 
3과 같이 인접한 k 개의 원소의 평균을 출력 결과로 
사용하며 평균하는 과정에서 Jitter가 상쇄된다. 이동 

평균 필터를 적용한 결과는 그림 2의 두 번째 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3 이동 평균 필터를 통한 노이즈 제거 

3.2 Visual Feature Extractor 

Visual Feature Extractor는 합성곱 계층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며, 입력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한다.  

그림 4는 Bottleneck 블록 구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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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ottleneck 블록 구조 도식. DenseNet Block과 
ConvNeXt Block의 특징을 결합한 LD(Light Dense) Block 
구성 

해당 모듈은 DenseNet[11]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델의 경량화를 위해 LD(Light Dense) Block이라는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 DensetNet Block을 대체했다. 
LD Block은 DenseNet Block과 ConvNeXt 

Block[12]을 기반으로 하며, DensetNet[11]의 
concatenation 연산과 ConvNeXt의 설계 기법을 
따랐다. ConvNeXt Block과의 차이점은 본 모델에서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하기에 
Depthwise Convolution의 kernel size를 7에서 3으로 
조정하고 활성 함수를 GELU에서 모바일 환경에서 

특화된 Hardswish와 ReLU6로 교체했다. 또한 모델에 
사용된 블록의 계층 수를 줄였는데, 이는 모델의 
복잡성을 낮추게 되어 연산의 단순화로 추론 시간의 

단축과 모델이 과적합 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표 1. 모델에 사용된 Visual Feature Extractor의 구조 

연산 종류 Channel Kernel Stride 

Conv2d 8 5 2 

LD Block 16 3 1 

Conv2d 16 3 1 

LD Block 32 3 1 

Conv2d 32 3 2 

LD Block 64 3 1 

Conv2d 64 3 1 

본 모듈은 경량화를 위하여 Feature Extractor의 
일반적인 4단계 구조가 아닌 표 1과 같이 3단계 구조를 
채택하였고, 각 단계는 Conv2d 층과 LD Block 층으로 

구성된다.  Conv2d 층은 LD Block에서 추출된 특징을 
종합하고, 특징 맵의 해상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3.3 Visual Feature Pooling 

CRNN 기반 모델은 입력 이미지의 높이를 모델에 맞는 

해상도로 조절해야 입력이 가능하다.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가 kernel size보다 작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고, 
해상도가 큰 경우에는 순차적 특징을 생성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지 분류에서는 Network in Network 
모델[8] 이전에는 지정된 입력 크기가 아닐 경우 출력이 
불가능했었는데, 이후에는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가 다른 

경우에도 특징 맵을 1x1 크기로 Average Pooling 하여 
출력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출 수 있게 되었다. 해당 
방법을 Global Average Pooling이라고 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에 적용한 결과가 Visual Feature 

Pooling 모듈이다.  

본 모듈의 세부 구조는 그림 5에 나타나 있으며 Pooling 

계층과 Pointwise Convolution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Pooling 계층은 Global Average Pooling[8]과 
같이 특징 맵을 Pooling 한다. 다만, 해당 모듈에서는 

가로세로 전 방향에 대해서 Pooling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 방향에 대해서만 Pooling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MxN 크기의 특징 맵은 1xN 크기의 순차적 특징으로 

변환이 된다. 

 

그림 5 Visual Feature Pooling 모듈의 구조 

Pooling의 경우 Global Average Pooling과 같이 
Average Pooling을 적용하지 않고, CBAM[7]에서 
Average Pooling과 Max Pooling을 병행 사용해 성능을 

향상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모듈에서는 Average, 
Max와 더불어 분산 값(Variance)을 사용하여 
Pooling을 진행한다. 각각의 Pooling을 적용하면 

3가지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3가지 특징을 

concatenate 연산을 통해 하나의 특징으로 병합한다. 

병합된 특징은 기존 입력 대비 3배의 채널 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입력의 채널 수로 맞춰주기 위해 

Pointwise Convolution을 사용한다. 

3.4 Sequential Classifier 

Sequential Classifier에서는 입력으로 들어온 순차적 
특징으로부터 텍스트를 생성한다. 이때 순차적 특징의 
원소들을 프레임으로 칭하며, 개별 프레임에 대해 문자 

분류를 진행한다. 분류 시 구간 내에 텍스트가 위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레임은 [blank]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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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NN에서는 해당 부분은 RNN 계열의 네트워크인 
bi-LSTM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해당 논문의 저자가 

강조한 RNN 계열의 네트워크의 장점은 입력의 문맥 
정보를 포착할 수 있고, 가변적인 입력 길이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 

다만 문맥 정보 포착의 경우 인식에 입력 텍스트의 
모양뿐 만이 아닌 문맥 정보를 같이 사용하기에, 문맥이 
없는 문장을 입력하고자 할 때 올바르게 입력했음에도 

오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고려하므로 동일한 프레임의 입력에도 이전 프레임에 

어떤 정보가 있냐에 따라 출력 결과가 달라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에서는 표 
2와 같이 RNN을 사용하지 않고 Conv1d를 이용해 
모듈을 구성하였다. Sequential Classifer는 Conv1d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프레임을 포함한 인접한 프레임 

구간을 통해 분류하기에 맥락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얻는 이점은 순차적으로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RNN과 달리 Convolution 연산은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빠른 속도로 학습이 
가능하며, 중간 결과의 저장이 불필요해 RNN 대비 

메모리 소모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 

표 2. Sequential Classifier의 구조  

연산 종류 Channel Kernel Stride 

Conv1d 128 3 1 

Hardswish    

Conv1d 11 1 1 

3.5 CTC Decoder 

CNN과 RNN은 입력으로 주어진 크기에 맞는 출력 

크기를 갖는데, 일반적인 경우 입력 이미지 크기와 출력 
텍스트 크기는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력의 크기와 
출력의 크기의 정렬(align)이 필요하다. 이 정렬에 

사용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CTC[2]가 있다. 

CTC Decoder는 프레임별로 예측된 값들을 정렬하여 
결과 텍스트로 변환한다. CTC Decode 방식은 본 

모델에서는 Greedy Decode 방법을 사용한다. Greedy 
Decode 방법은 각 프레임별로 최고의 확률을 가지는 

값을 출력 결과로 사용한다. 

디코딩 과정에서 프레임별로 인접한 동일 문자들은 
하나의 문자로 병합하고, [blank] 문자를 제거하여 최종 

결과를 출력한다. 

4. 실험 및 결과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모델을 단일 문자의 경우와 

다중 문자의 경우로 나누어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4.1 실험 환경 

학습 및 검증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수집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하드웨어 환경은 AR 글래스 장비로 
Nreal Light를 연결 장비로는 Galaxy Note20 5G, 

Galaxy Fold 2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획득용 
소프트웨어는 Unity를 이용해 제작되었으며, 손동작 
추적 알고리즘은 Nreal에서 제공하는 NRSDK를 

사용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자에 대한 

궤적의 좌푯값들을 취득한다. 

취득한 데이터는 단일 문자와 다중 문자 두 종류로 

획득하였으며, 단일 문자는 0~9까지의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며 균일한 분포를 갖도록 획득하였다. 다중 
문자의 경우 최대 5자리의 숫자를 랜덤으로 생성하였고 

획득이 완료된 후 입력이 되지 않았거나, 다른 문자를 

입력하는 등의 이상 데이터는 제거하였다. 

피험자는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3명의 

피험자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2명의 
피험자의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의 샘플 수는 단일 문자 4,108개, 다중 문자 

966개가 획득되었고, 검증 데이터의 경우 단일 문자 

501개, 다중 문자 295개가 획득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델들은 MNIST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사전 학습 후 획득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전이 학습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학습 및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진행 

후, 다음으로 기타 OCR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한다. 

4.2 단일 문자 인식 모델 비교 실험 

본 절에서 제안된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CNN 기반의 

단일 문자 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성능을 분석하였다. 

단일 문자 인식 모델은 단일 문자 데이터만을 학습에 

이용하였으며 단일 문자에 대한 성능 검증을 진행하였다. 

표 3. 단일 문자 검증 결과 

모델 CNN CNN* Ours Ours* 

정확도(%) 75.65 82.23 90.44 95.22 

* 입력 보정 적용 

표 3에서 일반적인 CNN 모델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입력 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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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er & Image Generator를 적용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인 CNN 모델은 보정 전 75.65%, 보정 후 
82.23%로 보여주고 있으며 Jitter를 보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은 보정 전에는 
90.44%를 보여주고 있고 보정 후에는 95.22%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모델은 일반적인 CNN 모델보다는 크게 성능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정 전에는 일반 CNN 
모델보다 제안된 모델에서 19.55%의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 보정 후에는 15.79%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4.3 다중 문자 인식 모델 비교 실험 

본 절에는 Shi, Baoguang 외 2인[1]에서 제안한 CRNN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중 문자 인식 모델은 단일 문자 데이터와 다중 문자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한다. 이때 부족한 다중 문자 

데이터를 보충하기 위해 학습 시에 단일 문자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이어 붙여 새로운 다중 문자 

데이터로 합성하여 학습한다. 

표 4. 다중 문자 검증 결과 

모델 CRNN CRNN* Ours Ours* 

정확도(%) 26.35 42.9 55.74 69.7 

편집 거리 1.3513 0.9391 0.5945 0.3648 

* 입력 보정 적용 

표 4에서 CRNN 모델과 제안된 모델과의 다중 문자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입력 보정은 Stabilizer & 

Image Generator를 적용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CRNN 모델은 보정 전 26.35%, 보정 후 42.9%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안된 모델은 보정 전 

55.74%, 보정 후 69.7%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일 문자 검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정을 할 경에는 

일반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안된 모델은 CRNN 모델보다 성능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정 전에는 CRNN 모델보다 

제안된 모델이 111.53%가 향상된 모습을 보였고 보정 

후에는 62.47%가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중 문자 검증에서는 V. I. Levenshtein[10]에서 제안한 

편집 거리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편집 거리란 
입력값에 대한 추론 값이 일치되면 0의 값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편집 거리가 적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CRNN에서의 편집 거리는 보정 전 1.3513, 보정 후 
0.9391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안된 모델에서는 보정 전 
0.5945, 보정 후 0.3648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정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복잡한 숫자 구조를 

제안한 모델이 잘 파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XR 환경에서의 손 궤적을 통한 문자 인식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고, 해당 모델은 손 궤적의 떨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강건한 인식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였다. 

그 외에 입력 보정 모듈을 타 모델에 적용하는 실험을 
통해 입력 보정 모듈 적용 여부에 따라 문자 인식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해당 결과를 통해 
입력 보정의 여부가 XR 환경에서의 손 궤적을 통한 문자 

인식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동작을 위해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며, 소형 
모델임에도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CRNN 모델 대비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모델의 크기를 늘렸을 

경우 더욱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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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원격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처방주체에 대한 신뢰성이 처방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순응도는 치료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AI 기반 의료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AI 가 처방주체가 되었을 때 

의사의 처방과 유사한 순응도를 가질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의사 집단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권위와 신뢰도가 높은 집단이다. 치료에 

대한 순응은 의사 집단에 대한 신뢰도와 연관 되어있다. 

AI 의 경우 의사 집단과는 다른 신뢰도를 가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처방 순응도가 달라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처방 주체를 AI, Human(의사), 

Human+AI 그룹으로 나누어 우리가 제작한 허리 통증 

완화 운동 처방 앱을 사용하도록 한 뒤 운동 처방에 

대한 수행율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운동처방에 대한 

수행율을 처방 된 세트의 수행율과 처방된 개수의 

수행율로 나누고 세 그룹(AI, Human, Human+AI)에 

대한 평균 수행율을 산출하였다. 비교결과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설문 분석과 실험 

후 인터뷰 분석을 통하여 처방 순응도와 관계된 

유의미한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주제어 

원격 진료, 신뢰성, 처방 순응도, 복약 순응도, 인공지능 

처방,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 

 

 

1. 연구배경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 순응도는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자가 처방에 따라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의료 요법과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1]. 또한 

순응도가 높은 환자는 순응하지 않은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경향이 있다[2,3]. 

지난 세월 동안 통신 기술과 스마트폰의 발전은 건강 

추적 앱과 검색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디맨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4]. 원격진료(Telemedicine) 

어플리케이션은 의료정보를 양방향 디지털 통신을 

통해 전송하여 원거리에서 상담, 건강검진 및 시술, 

의료 전문가의 협업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5]. 

원격 의료의 주요 목표는 의료 분야의 접근성과 의사 

소통의 격차를 줄여 지연과 비용 물류를 줄이는 

것이다[6].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는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시점에 제공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7]. 의료 산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환자 및 기타 제 3 자 사용자와 같은 주요 이해 관계자는 

점점 더 나은 서비스와 양질의 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업계는 인공지능(AI) 기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 접근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8]. 

AI 기반 의료 어플리케이션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코칭을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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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보장한다[4].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AI 기반 온디맨드 의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은 비대면 진료의 급속한 확대를 

주도하였으며,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검역은 원격 진료를 널리 

이용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9]. 원격 진료의 

확대로 인해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원격 

진료 환경의 복약 순응도(medication adherence)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의약품의 복약방법  

뿐만 아니라 운동 및 건강 행동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처방 순응도(prescription adherence)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순응도는 1970 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환자의 

행동(약물 복용, 식이 요법 또는 기타 생활 방식 변경 

실행 측면)이 임상 처방과 일치하는 정도"의 정량화 

가능한 매개변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10]. 

처음에는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각인된 단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 관리에서 환자의 역할에 연구의 

포커스가 옮겨가게 되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권력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희미해지고 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더 잘 설명하는 용어로 

대체되었다[11]. 

본 연구는 온디맨드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처방을 내려주는 주체의 신뢰도에 따라 사용자의 

처방 순응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는 연구이다. 

첫번째 처방주체로 AI 가 사용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처방을 내려주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두번째로 의사가 

처방 주체가 되어 처방을 내려주는 것을 가정하였다. 

세번째는 AI 가 내린 진단을 바탕으로 의사가 

처방주체가 되어 처방을 내리는 것을 가정하였다. 

세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우리가 제작한 허리 통증 완화 

운동처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의 User Interface 를 처방주체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그리고 각 그룹의 총 시행일과 운동 

시행횟수 카운트하여 처방 순응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에서는 처방을 내린 주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방을 내리는 주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순응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이론적배경 및 연구가설 

의사 집단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권위와 신뢰도가 높은 집단이다[12]. 권위 있는 집단에 

대해 신뢰를 가지는 것은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시킨다[13].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온디맨드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있어서 

처방을 내리는 주체가 AI 가 된다면 의사 집단과는 다른 

신뢰도를 가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처방 주체에 따른 

처방 순응도가 달라질 것이라 가정하였다. 

3. 실험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디자인 

실험을 위해 허리통증 환자를 위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참여자가 허리통증에 관한 프로필을 작성하면 

시스템이 진단을 내려 허리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운동을 처방으로 내려주도록 설계하였다. 허리통증 

진단과 운동 처방은 의사의 조언을 토대로 설계하였다. 

처방되는 운동 내용은 스쿼트(squat)로 한정하고 실험 

참여자의 프로필 작성 내용에 따라 하루에 수행할 

운동의 세트와 한 세트 당 시행 횟수를 달리하였다.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AI 처방버전과 의사 

그림 1. 허리 통증 완화 운동 처방 앱 (실험 어플리케이션) 화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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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버전 두가지로 생성하였다. 각 어플리케이션은 

UI(User Interface) 요소를 달리 하여 구분 지었으며 

실제로는 같은 알고리즘으로 작동한다. 

3.1 진단 중 화면 

 

그림 2  AI 처방버전 

 

그림 3 의사 처방버전 

그림 2, 그림 3 은 최초 프로필 작성 후, 새로운 처방을 

요청했을 시 나타나는 화면이다. 사용자가 현재 AI 혹은 

의사가 진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바를 3 단계로 배치하여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프로세스바 하단에는 현재 처방을 

내리고 있는 주체를 표시하였다. 

AI 처방버전에서 진단 중 화면은 실시간으로 AI 가 

진단을 분석하고 있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3 단계를 

10 초만에 완료하도록 하였다. 

의사 처방 버전의 경우 접수완료에서 진단 중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5 분의 간격을 두었고 진단 중에서 

처방완료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25 분의 간격을 두어 

의사가 실제로 진단하고 있다고 인지하도록 

디자인하였다. 

3.2 진단 결과 화면 

 

그림 4 AI 처방버전 

 

그림 5 의사 처방버전 

진단 결과 화면은 AI 처방버전의 경우 처방 주체가 

AI 임을 나타내기 위해 신경망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고 ‘메디백 허리통증전문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을 명명하여 화면에 배치하였다. 

의사 처방버전은 의사가 직접 처방을 내렸다는 느낌을 

주도록 의사의 이름과 전문 진료과목을 표기하였다. 

 

그림 6 새로운 처방 받기  

 

그림 7 처방 만족도 설문 

3.3 운동 모드 

 

그림 8 운동 모드 

운동 모드는 다음 그림 8 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처방 

설문 만족도 작성 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스마트폰의 만보기 센서를 통해 스쿼트 횟수를 자동 

측정 해 주며, Start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측정이 

시작된다. 피험자가 운동 수행을 마치면 자율적으로 

End 버튼을 눌러 종료할 수 있다. 

3.4 새로운 처방 받기 

사용자는 첫 진단을 받고 1 일이 지나면 하루에 한번 

새로운 진단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능의 사용은 

사용자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선택사항이다. 새로 

처방을 요청하면 기본 화면의 운동 처방 만족도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운 운동 처방을 내린다. 처방 

주체의 차별을 위해 AI 처방버전의 경우 항상 진료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의사 처방버전의 경우 

9 시부터 18 시내에 진료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5 운동 처방 설계 

어플을 처음 설치하고 프로필을 작성한 뒤 내려지는 첫 

처방에서는 모든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세트 당10 번, 

2 세트 스쿼트 운동을 하도록 처방 내려진다. 그리고 

기본화면의 운동 처방 만족도 설문 (그림 7) 을 작성한 

뒤 새로운 처방을 요청하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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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상태를 운동 로직에 반영하여 운동 시행 횟수와 

세트가 변화한다. 허리 통증이 호전되었을 경우 (호전, 

매우 호전), 이전에 처방 된 내용을 유지한다. 변화가 

없었을 경우 (변화 없음), 기존 처방에서 스쿼트 횟수를 

증가시킨다. 또, 허리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한 

경우(악화, 매우 악화), 이전 처방에서 세트 수를 늘리고 

운동 횟수를 줄인다. 

4. 실험방법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고 우리가 제작한 허리통증 

원격진료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4.1 실험 참여자 

실험 참여 대상은 현재 허리 및 척추 통증을 느끼는 만 

18 세 이상, 만 75 세 미만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AI, Human, Human+AI 

3 그룹으로 나누어 각 4 명씩 총 12 명을 모집하였다. 

모집 결과 참여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히지 않은 1 명이 

제외되어 AI 4 명, Human 3 명, Human+AI 4 명으로 

총 11 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4.2 변수정의 

처방을 내리는 주체로 3 가지 케이스를 정의하였다. 

AI 어플을 통하여 입력 받은 참여자의 허리통증 상태 

프로필을 AI 가 판단하고 처방 주체가 되어 운동 처방을 

내리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Human 어플에 입력된 참여자의 허리통증 상태 

프로필을 의사가 확인하고 진단을 내려 운동 처방을 

내리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 경우 의사가 

참여자들에게 통화를 하여 직접 운동 처방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청하였다. 

Human+AI 어플을 통하여 입력 받은 참여자의 

허리통증 상태를 AI 가 판단하고 진단내용을 의사가 

확인한 뒤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통하여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4.3 진행방법 

우선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사전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본 신상정보(이름, 나이, 성별)와 

하루 스마트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헬스케어 앱 혹은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과 원격 진료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운동 처방, 의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5 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 받았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모든 참여자들에게 연구실 

방문을 요청하였다. 본 실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고 

참여자의 스마트폰에 실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앱에서 본인의 허리 통증 정보에 관해 입력하게 한 후, 

앱에서 제공하는 운동 처방을 총 7 일간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운동 처방은 처음 1 회만 제공되며 처방 

내용에 따라 하루 최소 1 회에서 4 회까지 해당 운동이 

권장되며 자율적으로 해당 운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렸다. 

AI 그룹의 참여자에게는 AI 처방버전 어플리케이션을 

참여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였고, Human, 

Human+AI 그룹의 참여자에게는 의사 처방버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각 그룹 참여자에게는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AI 그룹에게는 AI 가 프로필 내용을 

바탕으로 상태를 판단하여 처방을 내릴 것이라 

설명하였다. Human 그룹에게는 의사가 프로필을 

확인하고 진단을 내릴 것이라 설명하고, 의사가 직접 

통화를 하여 처방에 관한 설명을 할 것임을 알렸다. 

Human+AI 그룹에게는 의사가 AI 분석을 사용하여 

상태를 진단한 후 최종 처방을 의사가 내려줄 것이라 

설명하였다. 

총 7 일간의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참가자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설문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고, 

8 일차부터 연구실에 방문하도록 하여 약 30 여분간의 

실험 결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정량적 결과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항목 표본 수 

성별 
남성 3 

여성 8 

연령 

10 대 1 

20 대 9 

30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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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스마트폰 

사용량 

2 시간 미만 2 

2 시간~3 시간 미만 3 

3 시간~4 시간 미만 - 

4 시간 이상 6 

처방된 운동에 대한 세 그룹의 평균 수행율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2. 그룹 별 평균 수행율 

조건 
수행율(표준편차) 

세트 개수 

AI 0.46(0.26) 0.47(0.20) 

Human 0.40(0.04) 0.53(0.21) 

Human+AI 0.55(0.38) 0.65(0.48) 

운동처방에 대한 수행율을 처방된 세트의 수행율과 

처방된 개수의 수행율로 나누었다. 세트의 경우 

Human+AI 가 수행율이 가장 높았고(55%), 

AI(46%), Human(40%) 순이었다. 수행한 개수의 

경우 Human+AI(65%)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으며 

Human(53%), AI(47%)순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모든 조건에서 세트와 개수 모두 절반정도만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그룹간 평균 비교를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p>0.05). 

그룹간 비교가 아닌, 전체 피험자들의 성향 및 태도에 

따른 수행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을 통해 피험자들의 의사들에 

대한 신뢰,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 AI 기술에 대한 신뢰, 

운동 요법의 효능감[14], 운동에 대한 동기, 처방된 

운동에 대한 만족도, 처방 결과에 대한 신뢰를 5 점 

척도로 수집하였고, 이와 함께 세트 수행율과 개수 

수행율을 함께 상관 분석을 진행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험자의 세트 수행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은 

변수는 운동에 대한 동기(r=.605, p=.049)가 

있었으며 정(+)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운동에 대한 

동기는 운동 참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15]. 의사에 대한 신뢰(r=.583, p=.060)은 

한계적으로(marginally) 유의미했으며 이는 의사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세트 수행율이 더 높아지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5.2 정성적 결과 

실험 결과에 대한 인터뷰에서 각 그룹에서 높은 

수행율을 보인 참여자들은 순응 특이사항으로 ‘다른 

개인 운동을 할 때, 처방 운동도 실시하였다.’, ‘실제 

운동 효과를 봐서 열심히 수행하였다.’ 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이는 운동에 대한 동기가 세트 수행율과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뒷받침한다. 

‘앱에 의사 프로필이 게시되어 있어서 신뢰가 갔다’는 

응답과 ‘의사가 직접 전화를 해주어 신뢰가 갔다’는 

응답을 한 참여자들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것은 의사의 프로필을 어플리케이션에 

표기하는 것과 의사의 직접적 통화를 통한 상담이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운동 처방을 수행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해서는 절반 

정도인 6 명이 ‘잊어버려서 못했다’ 라는 응답을 하였다. 

그로 인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쉬움에 관한 

응답으로 ‘운동 알림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답했다. 

아쉬움에 관한 또 다른 답변으로는 ‘운동 처방이 

다양했다면 더 열심히 수행했을 것 같다’는 응답이 

있었다. 

6. 결론 및 시사점 

우리는 처방을 내리는 주체가 AI 가 된다면 의사 

집단과는 다른 신뢰도를 보일 것이며 그로 인해 

순응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 AI, Human, Human+AI 세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즉, AI 와 의사가 처방 

주체가 되었을 때의 신뢰도에 대한 유의미한 순응도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적은 표본으로 

인한 한계로 예상된다.  

가설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는 못하였지만, 

운동에 대한 동기가 원격 진료 처방 순응도와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내부 요인에 따라 

원격 진료 처방 순응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순응도에 한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인터뷰와 연관 지어봤을 때, 주체에 대한 

정보(의사 프로필 표시, 전화 진료 상담)가 처방의 

순응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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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처방을 수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응답은 

어플의 처방에 대한 알람과 순응도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 처방이 다양하면 

더 열심히 수행했을 것 같다’는 응답으로 봤을 때 처방 

운동에 대한 다양성 또한 순응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알림과 운동 처방의 다양성이 처방 

순응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처방 주체가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전적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추후 연구에는 보다 대규모 실험을 

통해 많은 표본을 수집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이를 다시 시스템의 디자인 요소로 해석하여 보다 높은 

순응도를 갖는 원격 진료 및 처방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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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난임자 및 난임 시술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난임에 특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이다. 난임자들은 인지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그에 대한 사용자 경험 향상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난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난임 

서비스 기능과 사용성 관련 요인의 불만/만족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난임자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정보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의 기능에 대하여 주요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 이외에는 단축성과 탐색 

용이성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GUI 와 간편한 입력 

방식, 체계적이고 자세한 정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난임자들의 상황과 상태를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난임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기획/개발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제어 

디지털 헬스케어, 여성 난임(여성 건강), 사용자 경험, 

사용자 중심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1. 서 론 

1.1 난임자 및 난임 시술 횟수의 증가 

전 세계적으로 난임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6 년 기준 미국은 부부 6 쌍 중 1 쌍이 난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난임 진단자 수도 2017 년 

20만 8,703명, 2018년 22만 9,460명, 2019 년에는 

23 만 802 명으로 매년 평균 약 5%이상 증가하고 

있다[1, 2]. 난임 진단자 수 증가와 함께 난임 시술을 

시도하는 여성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9 년 난임 시술을 시도한 여성의 수는 6 만 

6547 명, 2020 년 7 만 505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8 년 전체 분만자의 약 4.2% 였던 

난임 시술 분만율이 2020 년에는 약 8.7%로 2 년 

사이 두배 이상 증가하여, 출생아 11 명중 1 명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을 통해 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  

1.2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필요성 

증가하고 있는 난임자와 난임시술에도 불구하고 난임 

시술의 성공률은 시술 방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삶의 질 등의 영향에 의해 10~36%까지의 성공률에 

그치고 있다[3]. 기능 저하, 난임 외 다른 질환 등이 

낮은 성공률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전 지식의 

부재, 지속적인 시술 관리의 어려움, 잘못된 생활 

습관도 실패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난임자들은 

전문의료진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난임 관련 정보를 온라인 카페, 게시글, SNS 등으로 

통해 습득하지만 광고성 홍보글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거나 원하는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4]. 또한, 난임 시술을 위해서는 경구약복용, 

자가 주사 투약 등을 일정한 시간에 수행해야 하며 

영양 관리, 신체 건강 관리와 같은 생활 전반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난임은 1 회로 끝나는 확률이 

희박하고 1 회 시술 시 휴식 기간도 가져야 하는 등 

장기간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가 

관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5].  

지금까지는 난임자의 수와 난임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 난임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난임자를 위한 전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혹은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난임자 수의 증가와 

그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들은 난임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난임자들의 시술 성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어플리케이션)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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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에 있어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난임자들의 시술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들과 그에 따른 

지속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난임 서비스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난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디지털 헬스케어의 지속적인 사용 

2.1 난임자와 디지털 헬스케어 

정부 주도하에 난임 시술금을 지원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고 시술 횟수, 운영하는 

상담소가 적어서 난임자 전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 의료기관에서도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정보 제공, 진료 예약, 시술 

기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의료기관 

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의료 사각 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여성 건강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난임자를 케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 관리 서비스는 임신 이후 관리를 

중점으로 하지만 난임 관리의 경우 난임 시술, 

복용관리나 정보 습득 혹은 감정 교류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결이 

다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들은 난임 전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기록하거나 

관리하는데 있어 기능과 편의/사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제공되는 난임 전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난임 관리는 임신을 위한 건강 관리를 꾸준히 

지속해야 함과 동시에 시술로 인한 불편함과 통증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임 케어를 위한 앱은 쉬운 

접근성과 인지적 피로를 유발하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사용하기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복잡한 콘텐츠 구성은 난임 케어를 위한 지식 

습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피로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피로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결국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2.2 기존 문헌 

디지털 헬스케어의 임상적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7-10]. 장기/단기 

요법에서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중재 측면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참가자들에게서 

효과가 있었다[7, 8].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기술의 채택과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인지된 유용성, 사용용이성이 사용자들의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자기 효능감, 건강 지향성, 

사용자 혁신성, 사용자 즐거움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6], 

개인의 혁신성, 자기 효능감, 촉진조건, 보안성이 

스마트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8].  

 

3. 방법 

해당 연구는 여성 난임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 및 건강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기능들은 무엇이 있으며, 만족도와 불만이 높은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난임 관련 

어플리케이션 리뷰를 크롤링한 후 분석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문적인 난임 어플리케이션이 부재하여, 

분석을 위하여 선정한 앱들은 난임 전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므로, 난임 서비스의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탐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일대일 인터뷰를 수행하여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3.1 어플리케이션 리뷰 크롤링 

2022 년 11 월 5 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난임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다운로드 수와 리뷰를 고려하여 상위 6 가지 

어플리케이션 (열달 후에, 차여성 의학연구소 

(서울역 센터), 차여성의학연구소(분당), 스마일 리더, 

포켓 마리아, 해피문데이)을 선정하였다. 리뷰 

데이터를 Python 3.9.12 의 selenium 과 bs4 

패키지를 통해 크롤링하여 수집하였다. 2015 년 

3 월부터 2022 년 10 월까지 총 2,982 개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없거나 단답형 응답(예: 좋아요)을 제외한 1,588 개 

리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사용성 평가 및 난임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는 리뷰일 경우, 긍정/부정/중립으로 코딩하고, 

복수개의 요인이 포함된 리뷰의 경우 항목을 

구분하여 관련된 요인을 전부 포함하는 작업을 

UX/HCI 전문가 1 인과 난임/의료 전문가 1 인이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류 결과 1,588 개의 리뷰 중 

1,674 의 요인 관련 리뷰로 구분되었으며,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254 개의 리뷰 제외 후 총 

1420 개의 요인 관련 리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리뷰는 사용성 관련 요인, 서비스 기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집한 별점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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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빈도 분석을 포함한 기술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26.0 을 활용하였다. 

3.2 IN-DEPTH 인터뷰 

총 18 명의 난임 시술 예정 혹은 난임 시술을 경험한 

난임 여성(M = 36.9 years, SD = 4.7 years)을 

대상으로 In-depth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평균 난임 

시술(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과배란 유도 등) 횟수는 

3.7 회였으며, 18 명의 참가자 중 난임 관리를 위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참가자는 8 명이었다. 

그 중에서 병원 앱을 사용한 참가자가 5 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경 기록 앱을 사용한 참가자가 3 명, 메모 

앱을 사용한 참가자와 임신 관리 앱을 사용한 

참가자가 각 1 명이 있었다. 참가자들에게 인터뷰에 

앞서 시술 시 혹은 시술 준비 중에 난임으로 겪는 

불안함, 우울감, 분노, 슬픔에 대해 7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자가 평가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불안감 점수(M = 4.3, SD = 2.4), 우울감 점수(M = 

4.4, SD = 2.3), 분노 점수(M = 4.5, SD = 2.3), 슬픔 

점수(M = 4.1, SD = 2.5)로 비교적 높은 불안감, 

우울감, 분노, 슬픔 점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난임과 

관련하여 7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자가 보고한 

사전 지식의 전문성 점수는 평균 3.2 점으로(SD = 1.4) 

비교적 낮은 사전 지식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터뷰는 일대일 인터뷰 형식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로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을 보여주며 참가자가 개선점과 

불만사항, 만족사항 등에 대해 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며,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한 채 

진행하였다. 인터뷰에는 1. 난임 시술 시 혹은 준비 

시에 가장 어려운 점과 이유, 2.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의 이유와 개선점, 3. 난임 전문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앱과 조언사항에 

대해 질의하였다. 인터뷰는 총 30-40 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녹음 뒤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제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같은 내용에 대한 발화 

1~2 문장을 조직화한 후 같은 주제로 분류하였다. 

분류에는 UX/HCI 전문가 2 인과 난임/의료 전문가 

1 인이 함께 논의하여 수행하였다. 

 

4. 결과 

4.1 어플리케이션 리뷰 크롤링 데이터 분석 

4.1.1 난임 서비스 기능 분석 

난임 서비스 기능 분석 결과, [표 1] 와 같이 난임 

서비스 기능은 건강관리(60), 시술관리(5), 

상태수치화(168), 태아발달정보(11), 전문지식(56), 

진료서비스(23), 공유(23), 알람(38), 커뮤니티(3), 총 

9 가지로 구분되었다. 난임 서비스 기능 별 별점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 과 같다. 별점이 가장 높은 

상위 3 가지 서비스 기능은 전문지식, 상태수치화, 

알림 기능 순이었다. 반면, 하위 3 가지 서비스 기능은 

시술관리, 진료서비스, 커뮤니티로 순으로 

보고되었다.  

서비스 기능 별 인식을 확인한 결과, [그림 2] 와 같이 

상태수치화, 전문지식, 건강관리, 알람 순으로 긍정적 

리뷰가 많이 보고되었으며, 진료서비스, 

태아발달정보, 시술관리 순으로 부정적 리뷰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되었다.  

 

표 1. 난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기능 

요인 설명 

기능 난임 서비스 기능 설명 

건강관리 생리주기, 배란일을 포함하는 

건강상태 관련 정보 

시술관리 냉동 배아 개수, 투약 정보 등 난임 

시술 관련 정보 

상태수치화 생리 주기, 배란양, LH 농도, 배란 

테스트기 수치화 등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수치화 

태아발달정보 주수에 따라 변화하는 태아 발달 상태 

및 태아 발달 상태 비교 정보 

전문지식 배란 테스트기 결과 해석, 태아 

주수별 정보, 난임 시술, 건강 상태 등 

난임 관련 전문적 지식 

진료서비스 진료 예약, 대기 등록, 대기 순번 확인 

등 오프라인 진료를 위한 기능 

공유 배란일, 건강 상태 등 개인 정보를 

타인(예: 배우자)과 공유 가능 

알람 복약 및 투약 관련 안내 메시지 제공 

커뮤니티 사용자들 간 게시글 및 댓글, 공감 

표현 등 지식 및 정보 공유 

 

 

그림 1. 난임 서비스 기능 별점 결과: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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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난임 서비스 기능 인식 결과 

 

4.1.2 사용성 관련 요인 분석 

난임 서비스 기능 리뷰 진행을 통하여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용과 만족도에 어플리케이션 사용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난임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리뷰 데이터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난임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 

관련 요인은 단축성(426), 탐색용이성(11), 가독성(5) 

심미성(26), 정확성(215), 보안(2), 오류(348), 총 

7 가지로 구분되었다 [표 2]. 요인 별 어플리케이션의 

리뷰 별점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가장 별점이 

높은 상위 3 가지 요인은 순서대로 정확성, 심미성, 

시각적 명확성이었다. 보안 및 단축성 요인 또한 

4.5 점 이상으로 리뷰 별점을 높게 획득하였다. 반면, 

가장 별점이 낮은 요인은 오류 및 탐색용이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용성 관련 요인 별 인식을 확인한 결과, 단축성과 

정확성, 심미성에서 긍정적 리뷰를 많이 

작성하였으며, 오류, 탐색 용이성에 대하여 부정적 

리뷰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표 2. 난임 어플리케이션 사용성 관련 요인 

요인 설명 

단축성 사용자의 작업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작업이 반복되지 않는다. 

탐색 

용이성 

사용자가 작업수행에 있어 목표로 하는 

기능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제공한다. 

가독성 버튼, 아이콘, 그래픽, 텍스트의 

크기/색상은 판독하기 쉽고 읽기 

편하다. 

심미성 색상, 도형, 서체, 가독성, 배치와 정렬 

및 이미지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있게 

사용되었다. 

정확성 난임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정확하다. 

보안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보안설계가 이루어져 있다. 

오류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기능 상의 

문제로 인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하다. 

 

 

그림 3. 사용성 요인 별점 결과: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림 4. 사용성 요인 인식 결과 

 

4.2 IN-DEPTH 인터뷰 

4.2.1  난임 의료 서비스 경험 

난임자들은 시술 시 혹은 준비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 취득(44%), 복약 관리(33%)에 

대하여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취득 방법으로는 카페 커뮤니티(50%), 

블로그&에세이 (27%), 지인(11%), 병원 

정보(11%)등이었다.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는 

물어볼 곳이 없다는 의견(33%)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질문과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의견(33%), 막상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면 광고성 

글이었다는 의견과 같이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16%)이 있었다.  

“의사 선생님들은 바쁘고 자세히 설명해주지는 

않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못 물어보고 집에 

와서 물어보고 그러죠(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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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이거 맞았는데 어지러운데 원래 이런 

건지 이런 게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으니까(P02)” 

“이제 그때 그때 궁금한 거를 가볍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곳이 이제 커뮤니티밖에 없고 

거기서 비슷한 사람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래요(P06)”  

4.2.2  난임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및 사용성 

참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난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으로는 복약 관리 및 기록(6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티(27%), 난임 관련 

신뢰감이 가는 정보 콘텐츠의 제공(16%)이 있었고, 

이외 발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커뮤니티의 경우, 

도움이 많이 받았다는 참가자들과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보지 않는다는 참가자들 

간 상반된 의견이 보고되었다. 

“아무래도 난임은 복약이 가장 기본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리 주기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약하는지랑, 몇 시에 하는지 알림 

설정만 되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P11)” 

 

“커뮤니티가 있는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남편이나 

친구들한테 말 못하는 막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 

피가 비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물어보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위로도 되거든요(P03)” 

 

“무슨 약을 투여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설명을 

잘 안해주시기도 하고 부작용이나 이런 거 궁금하긴 

해도 그래서 그런 정보들 제공해주면 

좋겠어요(P15)” 

지속적인 사용과 관련된 발화로는 시술 및 투약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직관성(44%), 입력 방식의 

편리함(44%), 탐색용이성(11%)에 대한 발화가 

있었다.  

“캘린더 형식 같은 경우에는 한 눈에 내가 해야 될 

게 보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서 뭔가 등록을 

하고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유용해요(P05)” 

 

“투약 시간은 어차피 매일 똑같이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매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것도 입력하는 

것도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P08)” 

“PC 에서 보면 찾기 버튼이 검색  

버튼이 항상 있잖아요. 그게 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찾고자 하면 검색해서 찾는데 거기부터 

찾을 텐데 없으니까(P05)” 

그 외의 요구사항으로는 임신/출산 관리 서비스와의 

분리(44%), 세분화된 커뮤니티(22%), 자세하고 믿을 

만한 정보 제공(33%) 등이 있었다. 

“난임자들은 좀 예민한 상태이기도 하고, 출산이나 

육아 이런 거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줬으면… (P03)” 

“난임자들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자연 배란이 

가능한 분들도 있고 다낭성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나눠줬으면… 케이스가 

같아야 참고될 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P06)”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리뷰 크롤링 데이터 

분석과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난임자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난임 서비스 기능 분석 결과, 난임 긍정적 사용자 경험 

향상과 지속적 사용을 위하여 정보적 

측면(상태수치화, 전문지식), 관리적 측면(건강관리, 

알람)에 대한 기능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는 난임 

시술 과정이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작업(예: 주기 계산, 복약방법 등)이기 때문에 

지식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의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태수치화와 전문 지식의 경우 난임 관리에 

있어 전문적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잠재적 니즈를 

드러내는 서비스 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전문성과 

관리적 측면에 있어 어플리케이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서비스가 설계 및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뷰에서도 발견되었다. 참가자들은 

복약 관리 및 기록과 신뢰감이 가는 정보 콘텐츠를 

난임 어플리케이션의 중요 기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부정적 의견에 대한 리뷰 데이터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서비스, 태아발달정보, 

시술관리는 중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오류 

혹은 입력 오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즉각적으로 부정적 경험을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서비스를 설계 및 제공하여야 한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사용자들의 지속적 사용과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성 관련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난임 서비스의 긍정적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기 위하여 단축성, 즉, 불필요한 작업 

최소화, 탐색 용이성,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이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인터뷰 발화에서 지속적인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시술 및 투약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직관성과 기록 시 입력 방식의 편리함에 대한 발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인지 부하를 

경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부정적 사용자 경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류 및 

탐색 용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단축성에 따라 

긍정적 보고가, 탐색 용이성 및 에러에 따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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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이루어진 것은 난임 시술과정에서 주기, 시술, 

투약 등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여 용도에 따라 다른 어플리케이션 및 기록 

수단을 사용하여 관리해야 하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한계로 보인다. 인터페이스 내에서 사용자의 편리한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UX 는 사용자에 부담으로 

다가갈 뿐 아니라 복잡성을 증가시켜 어플리케이션의 

지속적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으며, 단축성과 탐색용이성을 

확보한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즐겨찾기, 이전 시술 기록 내용 복사 등 과 

같은 기능을 추가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여 탐색용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난임자들은 임신이 

어려운 환자들이기때문에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에 따라 콘텐츠의 종류를 

분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커뮤니티는 정서적 연대를 도모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작용하는데[11] 난임의 경우에는 

원인이 다양한 점이 특징으로 이에 맞는 세분화된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존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리뷰 데이터를 크롤링하였기 때문에, 기존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한 요구 분석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리뷰에서 한 가지 리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될 수 있어, 전체적인 평가와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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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운전자는 다양한 주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수

준의 인지 부하를 경험한다 운전자의 높은 인지 . 

부하 상태는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며 

이는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운. 전자의 실

시간 인지 부하를 측정하고 정량화하는 것은 인간

차량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

원하기 위한 단순한 경고 또는 차량의 능동적인 , 

개입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 

연구는 인지 부하 이론에 근거하여 운전 과업의 

부하 정량화 연산식을 설계하고 스마트폰 단말기, 

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 상태 파악과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통해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고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차량의 속도 가속. , 

도의 크기 회전의 크기가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관찰했으며 스마트폰의 다중 

센서를 통한 운전자의 운전 과업 인지 부하 수치

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스마트폰 센서 인지 부하 인간 차량 인터페이스, , -

1. 서 론

운전자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 끊임없이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며 그에 따라 가속 감속 회전과 같, , 

은 차량 제어 과업을 수행한다 최근 첨단운전지. 

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의 발전과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가 진System)

행되었음에도 운전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주행 관

련 조작과 주의력이 요구된다 인지 부하 이론. 

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Cognitive Load Theory)

자원 은 유한하고 처리하(cognitive resource) [1], 

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 부하

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즉 운(cognitive load) [2]. , 

전자의 운전 관련 과업 복잡도가 증가하거나 외, 

부 환경 신호등 차선 주변 차량 보행자 등 의 ( , , , )

변화에 따라 더 많은 인지 부하를 경험하게 된다. 

운전자의 실시간 인지 부하를 측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인간 차량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운전자의 -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한 경고 또는 차량의 , 

능동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인지 부하의 측정을 위한 다양한 기존 연구들이 

존재한다 생체신호인 심박수 와 심박변이도. (HR)

뇌파 심전도(HRV)[3-5], (EEG)[5,6], (ECG)[6]

를 이용한 통한 방식 사후 보고식 측정 방식, [7] 

등의 실시간 비실시간 측정 방식이 제안되었다 나/ . 

아가 운전상황 중 운전자의 상태와 주행 상태를  

분석하여 인지 부하를 파악하는 연구들도 진행되

었다[8-12]. 하지만 생체신호측정의 경우 운전 

외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사후 보고식의 경우 운전 중 실시간 시스

템에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나아가 . 

별도의 접촉식 센서 및 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운전자에게 번거로움과 비용 증가의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운전자의 인지 부하는 개인의 운전 능력 운전 숙(

련도와 집중도)[12] 운전 과업 종 방향 및 횡 방, (

향 제어 비 운전 과업 스마트폰 조작 옆 사람), ( , 

과의 대화 등 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인지 ) . 

부하의 특성상 인간의 인지 부하를 정확한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인지 부하, 

의 높고 낮음 또는 증가와 감소 로 추론[13], [14]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한계에 따라 인지 . 

부하의 증감을 측정하고자 했고 정량화가 가능한 , 

운전 과업과 관련된 인지 부하로 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주행 상황에 따른 

인지 부하를 스마트폰에 내장된 다중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폰의 움직임 관련 센서. 

들은 차량 주행 상태를 파악하기 적합한 좋은 도

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를 통한 속도[15-17] GPS ,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0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속도의 변화량을 계산한 가속도의 가속 및 감속 

상황 자이로 센서를 통한 횡 방향 좌 우 제어 상, ( / ) 

황에 대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와 함께 . 

운전자에게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를 통해 

운전자의 인지 부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지 부하 와 반응 속도 관계(Cognitive Load)

인지 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당된 인지적인 자원의 양을 의미한다 운전[2]. 

자에게 인지 부하는 운전 중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인[18]. 

지 부하가 상승하면 운전자의 반응시간도 그에 비

례해서 느려지며 이는 위험 상황을 대처[12, 19], 

하는 능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따[18, 20]. 

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인지 부하의 척도를 

반응 속도로 한다.

2.2 인지 부하 정량화와 개발과정

본 연구는 스마트폰 다중 센서를 통해 계산된 속

도 가속도 크기 회전의 크기 를 통해 (V), (A), (G)

운전 상태를 파악하여 인지 부하와의 연관성 분석

을 통해 연산식을 개발한다 속도 가속도 자이로. , , 

의 값은 주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들이다[21]. 차량의 주행 속도는 로 측정하였 GPS

으며 차량의 가속도 크기는 로 측정된 차량, GPS

의 주행 속도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가속 또는 감

속할 때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차량 회전의 크기. 

는 자이로 센서를 통해 측정된 축의 값을 x, y, z

제곱의 평균으로 환산하여 횡 제어 크기인 좌회전 

혹은 우회전의 정도를 나타냈으며 운전자의 운전,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된다 스마트폰에서 [21]. 

자이로 크기는 운전자 차량의 종방향의 제어에 따

른 인지 부하 측정에 사용된다 또한 속도와 [22]. 

가속도는 값이 커질수록 운전자는 인지 부하가 증 

가하며 이로 인해 운전 이외의 행동에 대한 [20],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각 [20,23]. 

센서와 계산된 값이 운전자의 인지 부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측정된 반응 속도를 

분석하여 연산식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본 인지 부하 연산식은 차량의 주행 관련 조작과 

관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운전과 직접적인 관련

이 없는 이차 과제 는 고려되지 (secondary task)

않았다 또한 스마트폰 및 센서의 특성에 따라 센. 

서값이 상이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하, 

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 

수집된 센서값들과 이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 속도 

간의 상관 분석을 시행하여 연산식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실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실제 차량을 이용해 주행을 수행

하였다 운전에 능숙한 명의 피험자가 참가했다. 3 . 

피험자들은 그림 과 같이 지정된 경로만 주행[ 1]

한다 여러 상황에서의 인지 부하 측정을 위해 난. 

이도가 다른 다양한 경로가 포함되었다 안전을 . 

위해 사람과 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에 교내에서 

느린 속도로 실험을 진행한다 주행 경로 내 존재. 

하는 측정 구간별 횟수는 표 과 같다 운전자[ 1] . 

는 미리 지정된 경로와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방법은 피험자가 . 

운전하는 도중 조수석 혹은 뒷좌석에 있는 연구, 

자가 초 동안 비프음을 운전자에게 전달한다0.2 . 

운전자는 소리 신호가 전달될 시 그림 의 스마, [ 2]

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버튼을 눌러 반응 속도

를 측정한다 피험자는 어느 구간에서 소리 신호. 

가 발생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

며 특정 구간에서 번의 소리 신호를 전달하였다, 3 . 

소리 신호는 일정한 간격으로 주어질 시 간격에 

대한 피험자의 학습 능력으로 인해 반응 속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랜덤한 간격으로 소리 

신호를 전달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피험자[24]. , 

는 운전에만 집중하도록 요구된 상태로 실험이 진

행되고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차량이 있는 상황, 

에서는 주행에만 집중하도록 측정을 자제하였다. 

따라서 주행 상태가 정해진 구간에서 측정이 이루

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림 주행 경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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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듈화된 비프음 출력 및 버튼 입력 장치2. 

3.2 실험 장비

운전자의 소리 반응시간 정보 수집을 위해 스피-

커와 버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듈화된 장비 대를 1

제작하였다 차량의 주행 상태에 대한 센서 데이. 

터 수집을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된 스

마트폰 대와 실제 주행 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스1

마트폰 대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림 은 실험 1 . [ 3]

차량의 내부 사진이다 피험자는 장비를 착용한 . 

상태 로 실험이 진행되며 차량에는 실시간으로 (a) , 

주행 상태 측정 및 주행 상황 녹화 를 하는 (b) (c)

스마트폰 단말기를 운전자 앞에 고정한다 모듈화 . 

장비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림 와 같이 [ 2]

설계되었다 모듈화된 장비는 블루투스 연결을 통. 

해 주행 상태 측정용 스마트폰과 연동하며 연구, 

자가 피험자와 동승하여 소리 신호를 제어한다. 

모듈화된 장비에서 소리 신호 명령이 전달되면 반

응 속도를 측정하고 주행 상태 측정용 스마트폰으

로 값이 전달된다 주행 상태 측정용 스마트폰은 . 

전달된 반응 속도의 값과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센

서값들을 모두 저장한다. 

그림 실험 차량 내부 장비 사진3.  

4. 결과

4.1 결과 데이터

명의 피험자에 대한 실험을 통해 총 번의 소3 286

리 자극을 주어 버튼을 통한 반응 속도를 수집하

였고 해당 시점에 상응하는 개의 센서 값 반응 , 7 (

전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을 기록3 , 2.5 , 2 , 1.5 , 1 , 0.5 , 0 )

하여 총 개의 센서 반응 속도 데이터를 확, 2,002 -

보하였다 이 중에서 단순 오류로 잘못 기록된 . 28

개의 데이터를 제거한 후 총 개의 데이터를 1,974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각 사람의 반응 속도. 

는 초에서 최대 초였으며 사람 간 편차가 존0.16 2

재했다 반응 속도에 대해서는 데이터 전처리를 . 

통해 모두 과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하였다0 1 .

4.2 데이터 분석

차량의 주행 속도 가속 및 감속의 크기 회전의 , , 

크기가 운전자의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 . 

전 분석 결과 로 잔차의 독Durbin-Watson 1.522 , 

립성 판단 기준인 과 사이에 위치했으므로 1.5 2.5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각 센. 

서 값들과 반응 속도와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표 [

와 같이 미만이었고 표 과 같이 공차는 3] 0.2 , [ 2]

이상 역시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0.1 , VIF 10 . 

수치도 로 잔차의 독립성 Durbin-Watson 1.522

판단 기준인 과 사이에 위치했으므로 다중회1.5 2.5 

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구간 횟수

정지 3

직진 13

좌회전 8

우회전 8

과속방지턱 27

로터리 1

표 1 측정 구간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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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식에서 속도 가속도 자이로 센서값만으로, , 

는 설명력이 작았지만 조정된 결정계수 ( R2=0.059) 

표 과 같이 표준화 계수를 통해 회전각의 크기[ 2] , 

가속 또는 감속의 크기 속도 순으로 운전자의 반응 ,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 피

어슨 상관 분석에서는 속도 가속도의 크기 회전의 , , 

크기 모두 유의수준 (p < .05 으로 반응 속도와 정적 )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속도 가속도 자이로 값들은 서로 , , , 

관련이 없으면서 동시에 인지부하 즉 반응속도와 ,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바탕으로 운전 작업의 인지 

부하 연산식은 수식 (DCL: Driving Cognitive Load) [

과 같이 도출하였다1] .

수식 운전 작업의 인지 부하 연산식1.  

(N=1974, p<.000)

속도
가속도 

가속 감속( / )

자이로 

회전( )

반응 속도 .126** .186** .181**

표 3 각 센서와 반응 속도 간의 피어슨 상관분석.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 측정한 속도, 가속도 크기 , 회전의 정 

도가 인지 부하의 정량화 식을 세우기에 적합한지

를 검증하고 연산식을 도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속도, 가속도 크기 , 회전의 크기가 운전자 

의 반응 속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개의 적지 않. 1,974

은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명의 피험자들로부터만 , 3

수집했다는 다양성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인지 부. 

하를 예측하기 위한 센서들로 단순하게 차량의 주

행 상태의 지표가 되는 속도 가속도 및 자이로 , 

센서만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더 . 

정교하게 반응 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중 회

귀식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독립변수들을 추가

해야 한다 앞서 수식 에서 논의한 운전자의 . [ 1]

개별 운전 숙련도 가중치 w가 핵심 변수 중 하나

이며 차량 움직임 외적인 환경 요소 행인이나 타 (

차량의 출몰 등 도 고려 대상이다) .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 중심에 있으며 차량 내에서 

네비게이션으로의 활용과 같이 우리는 다양한 환

경에서 지능형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 

단일 지능형 단말에서 운전자의 인지 부하를 높은 

정확도로 실시간으로 예측하게 되면 주행 안전 보

조 시스템으로의 활용이나 주행 외적인 응용 서, 

비스 인지 부하가 낮은 상황에 선택적으로 개입(

하는 영어 학습 서비스 등 가 가능하다 추후 개) . 

인화된 변수들에 대한 고려와 주행 환경 요소들을 

입력값으로 갖는 보다 정교한 인지 부하 연산 시

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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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감정을 유도하는 감정 자극은 단어, 사진, 영상 자극 

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감정 유도 자극에 따라 

다른 정서가 및 각성도를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감정 유도가 신체 움직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감정 자극(단어, 사진, 영상)을 활용하여 감정 

유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감정 자극으로 형성된 

감정을 Bodily Sensation Maps (BSMs)를 통해 

감정 자극 간의 신체 움직임 변화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본 예비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반응 

결과에서 영상 자극이 다른 자극에 비해 감정이 더 

뚜렷하게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감정 유도 

자극에 따른 BSM 결과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있음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로 확장되어, 감정 유도 자극의 강도에 따른 

신체 움직임 변화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감정 자극, 감정 인식 

1. 서 론 

감정 자극을 통해 감정을 형성함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1]. 

기존 연구에서는 감정을 형성하기 위하여 단어 자극, 

사진 자극, 영상 자극 등을 사용하였다. 그 중 

시각적 자극(사진, 영상)은 단어 자극에 비해 각 

감정을 유도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감정에서 

정서가(Valence)가 더 낮게 형성되므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상 자극은 다른 자극에 비해 

각성도(Arousal)가 높게 형성되어 흥분된 감정을 

유도한다[2]. 그러나 감정은 심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 변화 및 움직임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체를 통해 나타나는 

감정적 지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Bodily 

Sensation Maps; BSMs), 이를 통해 감정에 따라서 

신체 감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그러나 감정 유도 정도와 BSM 과의 관계는 

연구되지 못했고, 한국인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 가지 감정 자극(단어, 사진, 

영상)을 활용하여 주관적인 정서적 반응 평가를 

통해 감정 유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감정 자극으로 

형성된 BSMs 를 추출하여 감정 자극 간의 신체 

반응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감정 자극 

본 연구에서는 총 3 종류의 감정 자극(단어, 사진, 

영상)을 사용하였다. 단어 자극은 7 가지 감정적 

단어(행복, 슬픔, 놀람, 분노, 혐오, 공포, 중립)를 

사용하였다. 각 단어는 임의의 순서로 세 번씩 

한국어로 전달되었으며, 피험자들이 제공된 단어를 

보고 각 감정을 느낄 때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사진 자극은 Karolinska Directed 

Emotional Faces (KDEF)[4] 데이터 세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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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지 감정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3 개의 인물 표정 

사진을 사용하였다. 인물 표정 사진은 남성, 여성 

배우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험자들은 인물 

표정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인물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영상 자극은 

7 가지 감정 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10 초 

길이의 소리 없는 영화 클립[5]을 감정에 따라 

3 개씩 사용하였다. 피험자들은 영상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을 토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2.2 주관적인 정서적 반응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인 정서적 반응의 측정 

변인은 아래와 같다. 

사용자 평가. 피험자가 제공된 감정 자극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에 대한 정확도와 선택한 감정의 

신뢰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직접 

제작하였다. 정확도 문항은 감정 상태 별 행복, 슬픔, 

놀람, 분노, 혐오, 공포, 중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확도: 

“현재 자극에 해당하는 감정을 선택해주세요.”. 

신뢰도 문항은 1(전혀 아니다) 점에서 7(매우 

그렇다) 점까지 응답할 수 있는 7-point Likert 

Scale 설문지로 제작하였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신뢰도: “선택하신 감정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Self-Assessment Manikin (SAM). 피험자의 

정서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9-point Likert 

Scale 설문지 방법[6]으로, 피험자가 자신의 정서 

상태에 가장 가까운 마네킹 그림에 정서가(valence) 
와 각성도(arousal)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Valence: “현재 감정이 얼마나 

부정적/긍정적인지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Arousal: “현재 감정의 흥분의 크기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2.3 BSMs 기반 평가 

기존 연구에서 컴퓨터 기반 지형적 자가 보고 방법 

[3]을 사용하여 BSMs 를 나타냈다. 측정 방법은 

피험자들에게 각 감정 자극을 제시한 후 자극을 

보고 양쪽 아바타에 색칠하도록 지시하였다(그림 

1.a). 좌측 신체 아바타 경우, 피험자들은 해당 

감정상태 하에서 평소에 비하여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체  부위를  색칠하도록 

요청받았다. 우측 신체 아바타 경우, 평소에 비하여 

더욱 비활성화 될 것 같은 신체 부위를 색칠하도록 

요 청 받 았 다 .  피 험 자 들 은  마 우 스 를  통 해 

 

그림 1. BSMs 추출 과정 (a) BSMs 도구 초기 캡처 

화면, (b) 원하는 활성화/비활성화 신체 부위 색칠, (c) 

활성화/비활성화 된 신체 부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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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점을 신체 부위에 클릭하여 색칠하였다(그림 

1.b). 좌측 아바타인 ‘활성화’ 신체 지도에 표시된 

점의 수는 양의 값으로 기록되었으며, 우측 

아바타인 ‘비활성화’ 신체 지도에 표시된 점의 수는 

음의 값으로 기록되었다. 기록된 신체 지도상의 

표시된 점의 수를 합산하여 두 개의 신체 지도를 

결합하였다(그림 1.c). 추후, 자극 간 비교를 위해 

BSMs 를 19 개의 신체 부위로 나누어 각 신체 

부위에 대한 피험자들의 점의 개수의 합계로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19 개(신체 부위) × 

7 개(감정)의 BSMs 를 나타냈다.  

2.4 피험자 모집 

본 실험은 피험자를 모집하기 위해 교내 광고로 

모집하였으며 실험의 자세한 과정을 피험자에게 

고지한 후 진행되었다. 25 명의 피험자를 

모집하였으며 실험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2 명의 

피험자 데이터는 제외 후 총 23 명의 피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Mean= 26.95, SD = 2.83; 

Female: 34%). 

2.5 실험 절차 

본 실험 절차는 실험 목적을 설명한 후 인적 

사항(성별, 나이)에 대한 사전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험 전 실험 환경에 친숙해지기 위해 연습 시행을 

진행 후 BSMs 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각 감정 자극을 제시 후 느껴지는 감정을 

토대로 평가하도록 지시하여 진행하였다. 그 후, 

감정 자극을 검정하기 위한 실험이 완료된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감정 자극 별 

counter balanced 하여 진행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주관적인 정서적 반응 평가 결과 

3.1.1 사용자 평가 

3 가지 감정 자극 조건과 7 가지 감정 상태 조건에 

대해 정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감정 자극 조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F (2, 136) = 62.143, p 
< .001, η2 = .477; 단어 mean = 100%, 사진 mean 

= 84.3%, 영상 mean = 86.7%) 감정 상태 조건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3.932, 267.408) = 32.485, p < .001, η2 = .323).  

또한, 신뢰도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s ANOVA 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감정 자극 조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 (2, 136) = 45.006, p < .001, η2 = .398; 

단어 mean = 7.00, 사진 mean = 6.26, 영상 mean 

= 6.34) 감정 상태 조건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5.099, 346.745) = 

9.527, p < .001, η2 = .123).   

3.1.2 SAM 

3 가지 감정 자극 조건과 7 가지 감정 상태 조건에 

대해 정서가(valence)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s ANOVA 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감정 자극 조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 (1.802, 122.561) = 11.300, p < .001, η2 

= .142; 단어 mean = 4.24, 사진 mean = 4.34, 

영상 mean = 3.96) 감정 상태 조건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1.915, 

130.247) = 191.198, p < .001, η2 = .738). 3 가지 

감정 자극 조건의 정서가(valence)의 평균은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정서가(Valence)의 평균 

또한, 각성도(arousal)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s ANOVA 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감정 자극 조건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 (2, 136) = 9.177, p < .001, η2 = .119; 

단어 mean = 4.82, 사진 mean = 4.61, 영상 mean 

= 5.12) 감정 상태 조건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2.639, 179.446) = 

90.323, p < .001, η2 = .570). 3 가지 감정 자극 

조건의 각성도(arousal)의 

 

그림 3. 각성도(Arousal)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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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은 그림 3 와 같다. 

3.2 감정 자극 별 BSMs 

3 가지 감정 자극을 사용하여 형성된 감정을 

기반하여 추출한 BSMs 를 시각화 하였다. 활성화된 

영역, 비활성화 된 영역은 각각 따뜻한 색상, 차가운 

색상으로 색칠하였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영역은 

검은색 색상으로 색칠하였다. 단어, 사진, 영상 

자극의 BSMs 는 각각 그림 4, 그림 5, 그림 6 과 

같다. 

 

그림 4. 단어 자극의 BSMs 

 

그림 5. 사진 자극의 BSMs  

 

그림 6. 영상 자극의 BSMs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3 종류의 감정 자극을 활용하여 

주관적인 정서적 반응 및 BSMs 를 통해 감정 자극 

간의 차이에 대해 확인하였다. 정서적 반응 결과, 

단어에서 영상자극으로 갈수록 감정을 더 

부정적이고 흥분된 상태로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영상 자극이 단어 

자극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에서 

정서가(Valence)가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각성도(Arousal)가 높게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에 따른 BSM 반응이 감정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중립을 포함한 7 가지 감정에서 다른 

패턴을 도출해 내는 공통점을 확인하였고, 

세부적으로는 놀람, 혐오, 공포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피험자가 참여한 본 연구를 통해 감정의 세부적인 

결과를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BSM 방법론이 

감정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한국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분명한 시사점을 

가진다. 문화간 비교 연구에서 나타나는 일부 

감정간의 차이가 BSM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감정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임을 확인함으로써 자동화된 행동 기반 감정 

인식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예비 연구 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극을 활용하여 뚜렷한 감정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BSM 으로 

표현되는 신체 관련 감각지표에서도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체적 변화를 토대로 감정을 

인식하고, 신체 변화를 통해 정신과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향후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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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코로나 19 로 인해 아동 일상에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의 습관 형성을 보조하는 디지털 서비스 역시 

증가하였다. 사용 촉진 및 피드백 제공을 위해 여러 

서비스가 칭찬 기능을 도입하고 있으나, 칭찬은 제공 

방식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방식의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칭찬 

요인을 검토하고, 아동의 생활 및 학습 습관 형성을 

보조하는 서비스 뽀미(ForMe)에 각 요인을 결합하여, 

부모가 아동을 효과적으로 칭찬하게 하는 칭찬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 및 개발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는 아동의 과업 완료 행동을 칭찬하고 

가이드가 제안한 올바른 칭찬 방식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올바른 칭찬 요인과 가이드, 

그리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이,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칭찬하는 기능을 구현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た 

아동, 칭찬(Praise), 칭찬 가이드, 부모-자녀 

상호작용(Parent-Child Interaction), 음성 메시지 

 

1. ⯇⌋ 

코로나 19 가 장기화 됨에 따라 아동의 일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전 국가적인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권장 생활 기준을 충족을 저해하는 등 아동 

생활양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제한됨에 따라 아동의 

신체활동이 줄고 TV 및 휴대전화 등 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수면과 식사 패턴이 불규칙 

해졌다[1][3][4]. 강제된 일상의 변화는 아동의 

심리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19 이후 많은 

아동이 우울 및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5][6], 

특히 일상 균형 여부는 아동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공부, 운동, 수면, 여가에 시간을 

고르게 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7]. 

이러한 상황 아래 아동의 생활 및 학습 습관 형성을 

보조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KT 

'기가지니'는 캐릭터 핑크퐁이 아동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올바른 생활 습관을 칭찬하거나, 습관 

형성이 필요한 행동을 제시간에 알려주는 ‘핑크퐁 

칭찬하기’ 기능을 선보였다[8]. SKT 의 ‘ZEM’은 

‘스스로 습관’에 전문가가 제안하는 초등학생 필수 

생활 습관을 탑재하였으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습관 

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서로 소통하는 ‘습관 리포트’ 

기능을 추가하였다[9]. 

이처럼 아동 습관 형성을 보조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아동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보상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서비스는 시스템에 저장된 칭찬 및 응원 문구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전달하거나, 채팅 기능을 통해 

부모가 직접 칭찬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8][9] 

[10]. 그러나 칭찬은 내용에 따라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칭찬 방법과 내용에 대한 탐색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11]. 

본 연구는 아동의 학습 및 생활 습관 형성 서비스 

사용에 대한 올바른 칭찬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칭찬 가이드를 제안한다. 또한,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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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2. ⌋㊬ ⛛ᝨ 

2.1 った㊬ 㤘㛗 

언어적 칭찬(verbal praise)은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반응을 

접하고, 언어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개인 및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상은 돈, 장난감, 음식, 신체 접촉 등으로 

다양하나, 이와 같은 유형(tangible)의 보상보다 

언어적 칭찬이 내적 동기(internal motivation)를 

강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13]. 

한편, 칭찬은 자신의 가치가 조건부라는 인식을 주어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칭찬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는 

견해는 칭찬이 갖는 평가적 성격에 근거한다[14]. 

따라서 아동을 평가하여 특정한 조건에 부합할 때만 

칭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2.2 䅓ឧ㊬㈣ 㤘㛗㈃ ㄿ㈣ 

귀인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행동과 칭찬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15]. 개별 능력이나 

성격처럼 영구적 요인(permanent factor)을 칭찬할 

경우,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취 욕구 자극 효과가 높지 않다. 반면, 노력 

또는 전략과 같은 일시적 요인(temporal factor) 에서 

성공 및 실패의 원인을 찾아 칭찬할 경우, 더 강한 

동기부여 효과를 얻게 된다[16]. 

귀인 이론에서 출발한 효과적인 칭찬 요인에 대한 

고찰은 오랜 시간, 다양한 용어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우선,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 칭찬 

(Process Praise)이 있다. 결과에 대해서만 칭찬하면 

아동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거나 그 결과에 

집착하게 된다[16]. 아동을 칭찬할 때도 아이 자체가 

지닌 성향보다 아이가 행동하는 과정 가운데 투자한 

노력이나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칭찬의 효과를 

볼 수 있다[17].  

또한, 일반적 칭찬(Generic Praise)과 특징적 칭찬 

(Non-generic Praise) 역시 유사한 맥락의 개념이다. 

일반적 칭찬은 칭찬의 대상이 되는 행동 범주 전체를 

다루는 반면, 특징적 칭찬은 구체적인 행동 특성이나 

개개인에 집중한다[18]. 특징적 칭찬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과업을 성취함에 있어 아동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 칭찬을 들은 아동의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과업의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19].  

묘사적 칭찬(Descriptive Praise)이란 아동이 성취한 

목표와 과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칭찬을 

의미한다. 칭찬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보가 풍부하게 포함된 칭찬이 

효과적이다[20].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의 

행동을 통해 어떤 부모의 기대 요인이 충족되었는지 

설명하거나, 아동의 행동이 주변 사람 및 환경에 준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묘사적 칭찬의 

예이다[21]. 

이처럼 칭찬이 가진 본연의 목적과 효과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아동이 경험한 과정에 대한 칭찬, 모든 

대상이나 맥락에 적용되기보다 특정한 상황에서 

성립하는 칭찬, 그리고 칭찬의 이유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칭찬이 그 예이다. 

이에 생활 및 학습 습관 형성을 보조하는 서비스에서 

보상책의 일환으로 칭찬을 제공할 때는, 그 효과를 

훼손하지 않는 칭찬의 세부 요인을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㤘㛗 ᚫᾇ ᛇ⛇ 

뽀미(ForMe)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보이스 에이전트로,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자기지시훈련 전략인 Goal-Plan-Do-Check 에 

기초하고 있다[22]. 아동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 및 

학습 과업을 선택하여 1 일 3 회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뽀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올바른 생활 및 학습 

습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23]. 뽀미가 제공하는 생활 및 학습 과업은 총 

18 가지로, 스스로 일어나기, 앉아서 밥 먹기, 신발 

정리하기, 집중해서 공부하기 등을 포함한다.  

3.1 ⧫⚣ ᭟ 䅓ឧ㊬ 㤘㛗㈃ 㿯ㄿ⯜ 

매일 규칙적으로 세 가지의 생활 및 학습 과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뽀미는 아동의 행동적인 측면을 

칭찬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동이 

선택한 과업의 종류, 각 과업을 수행한 시간, 과업 

수행 과정에서 뽀미와 주고받은 발화 등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뽀미의 서버에 수집되며 이러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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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데이터는 앞서 도출한 올바른 칭찬 방법들을 

충분히 적용하도록 돕는다. 

3.2 㤘㛗 ᚫᾇ ᛇ⛇ ឧ㋀ 

아동의 뽀미 사용에 대해 부모가 올바르게 칭찬하는 

것이 본 가이드의 목표이므로, 그 내용은 뽀미가 

제공하는 18 가지 생활 및 학습 과업에 기초하였다. 

기본적인 가이드의 구조는 효과적인 칭찬 요인과 그 

요인이 적용된 칭찬 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인과 

칭찬 예문에 변주를 주어 과업 마다 6 개의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우선 2.2 에서와 같이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한 

효과적인 칭찬 요인은 다음과 같다(표 1). 첫 번째 

요인은 과정 칭찬으로, 결과를 내기까지 투입된 

노력과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칭찬하는 것이다[16]. 

두 번째는 아동이 스스로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칭찬하여 성취 행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거나, 실패했을 때에도 충분히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하는 요인이다[18][19]. 마지막은 칭찬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현재 무엇을 잘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묘사적 칭찬이다[20][21]. 

효과적인 칭찬 요인을 뽀미에 적용하기에 앞서, 생활 

및 학습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세울 수 

있는 행동 전략을 나열하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행위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 과업이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표 1. 신발 정리하기 과업의 칭찬 예문 

요인 정의 칭찬 예문 

과정 

칭찬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투입된 

노력과 전략에 

초점을 맞춘 칭찬 

신발을 정리하기 

위해 ゟ䈳 

ᰣ⋐했구나. 

특징적 

칭찬 

모든 상황에 

적용되기보다, 

개인이나 특정 

행동에 초점을 맞춘 

칭찬 

ⶋ⛇ 㒈 ⒉㠿た 

㋀䀃ᶏᵳ 참 

잘했네. 

묘사적 

칭찬 

칭찬의 이유를 

설명하고, 현재 잘한 

점, 향후 나아갈 

방향 등 정보를 

전달하는 칭찬 

신발을 정리해준 

덕분에 㑼 
ᤓᬂ䀟㋣⯇ ㌶᠗ᭃ! 

이러한 단계를 통해 추출한 요소들은 칭찬 가이드에 

적용된 칭찬 요인을 명확히 하고, 세 요인 간의 

구분을 보다 면밀히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표 1 은 ‘신발 정리하기’ 과업에 기준하여 위 과정을 

따라 제작된 칭찬 예문을 설명한다. 우선 과정 칭찬 

요인이 적용된 예문은 ‘신발을 정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구나.’이다. ‘신발을 잘 정리했네.’와 같이 

행동의 결과나 ‘정리정돈을 잘 하는 아이네.’와 같이 

아동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과정에 

투입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징적 칭찬 

요인의 예문으로는 ‘신발의 짝을 맞추어 정리하다니 

참 잘했네.’가 있다. 이는 ‘아주 잘 했어!’와 같이 모든 

아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칭찬과 달리, 칭찬 받는 

아동의 특정 행동(짝 맞추기)를 언급한다. 묘사적 

칭찬은 ‘신발을 정리해준 덕분에 집이 깨끗해져서 

좋구나!’로 그 요인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행동이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언급하며 

(집이 깨끗해 짐), 신발 정리라는 행동이 칭찬 받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4. 㤘㛗 ㆯ䀇 ╓⚿㈧ 》㾷㦫Ⰳ ᛇ⛇ 

뽀미는 부모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부모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뽀미 사용현황을 

확인하거나 음성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소통을 매개하는 음성 메시지 

기능에 칭찬 가이드를 접목시키고자 한다. 

4.1 㤘㛗 ᣛᵐ ᛇ⛇ 

음성 메시지 및 칭찬 가이드 기능이 탑재될 부모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웹 앱 형식으로 모바일 기기 

사이즈에 맞추어 개발되었다. 프론트 개발은 vue2 + 

vuetify2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음성을 

분석하고 정제한 데이터는 chart 형식으로 표현된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경우 golang 언어를 사용하며 

음성 분석을 위한 python 기반 flask 서버를 채택 

하였다. 배포 및 서비스는 GCP 를 통하고 있다. 

4.2 㤘㛗 ᣛᵐ ᾿㈻㈣ 

우선, 부모가 아동의 과업 수행에 맞추어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업이 완료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사전에 설정된 과업의 종류와 그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설계하였다(그림 1). 

아동이 하루 최대 3 개의 과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하는 과업의 

개수에 따라 표의 행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함으로써 

기능의 작용 범주를 한정하였다. 부모는 과업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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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통해 음성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으며, 해당 버튼은 아동이 완료한 과업에 

한하여 초록색으로 활성화 된다(그림 2). 

 

 

그림 1 칭찬 가이드 및 과업 표 화면 

다음으로, 부모가 아동에게 보내는 음성 메시지가 

칭찬 가이드에 의거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화면을 

디자인하였다. 칭찬 가이드와 음성 메시지 기능을 

동일한 화면에 수직으로 배열하여 음성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 의 표에서 과업 이름을 누르면 노란색 칭찬 가이드 

박스의 내용도 선택된 과업에 맞추어 전환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부모는 음성 메시지를 보낼 때 

각 과업의 완료 여부와 완료된 과업을 효과적으로 

칭찬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과업 완료에 따른 마이크 버튼 활성화 화면 

아동이 과업을 수행하여 마이크 버튼이 초록색이 

되면, 부모는 칭찬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를 경우 

녹음 기능이 탑재된 팝업 화면이 뜨며, 사용자는 1 분 

간 메시지를 녹음하게 된다.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은 

중앙의 버튼 주위에 초록색의 파형이 송출되어, 

기능이 동작하고 있음을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중지 버튼을 누르거나 제한 시간이 경과하면 

중앙의 버튼은 재생 아이콘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녹음된 메시지를 들어 보거나 다시 녹음할 수 있다. 

사용자가 아동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면 팝업 화면에 

편지 일러스트가 송출되어 사용자에게 메시지 전송 

성공 여부와 기능 종료 사실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그림 3). 

 

그림 3 칭찬 가이드 송출 및 음성 메시지 전송 화면 

 

5. ⭗㊯ ゛᠗ 

5.1 ⶏ䂃 ᶫ⭬ ⚺ ⛔❀ 

칭찬 가이드가 부모에게 올바른 칭찬 방법을 전하는 

데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뽀미를 사용하는 아동과 

부모 12 쌍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칭찬 가이드 기능에 

대하여 사전 연구(pilot study)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전원은 여성으로 초등학교 1, 2 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1 학년 11 명, 2 학년 1 명). 

우선 아동은 뽀미를 사용하고, 부모는 부모 전용 앱을 

사용하도록 지시되었으며, 자녀의 과업 수행에 따라 

자유롭게 칭찬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였다.  

서버에 저장된 부모의 칭찬 메시지 데이터의 내용을 

전사하고, 칭찬 요인 적용 여부를 따져보았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구성된 메시지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이다. 효과적인 

칭찬 요인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맞추어 칭찬 메시지 

내용을 분석 및 분류했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표현된 

발화를 서사성이 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주제 분류 

(Thematic Unit) 방식을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채택하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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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᠗ ឧ 

연구 기간 동안 수집된 칭찬 메시지 49 개를 전사한 

후, 과업 언급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49 개 중 

45 개가 아동의 과업 수행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생활 및 학습 과업 수행 칭찬이라는 칭찬 

가이드의 목적에 따랐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실제 칭찬 메시지의 칭찬 요인 

사용자 메시지 
과정 

칭찬 

특징

적 

칭찬 

묘사

적 

칭찬 

P6 

(초 1) 

원래 양치 빨리 

했었는데, 뽀미가 

3 분 하자 하고 
3 ⠯ ⒉㠿⋏ឋ 

ᰣ⋐䀃ᴿ ╓ⵠ이 

보기 좋아. 

O O X 

P6 

(초 1) 

학교 다녀와서 
⿷⑧㉐ ᥧ᭟ ỻឋ 
゛㿯  ỻឋ 
䀃ᴿ ╓ⵠ이 

최고야. 

O O X 

P1 

(초 1) 

᭙ほ ᚯⶈ ⓤឋ 
ᭃ⯇ は⑳ᚫ 
⑻䀃㑫 ⿵ṯ 

스스로 치카치카 

하는 거 정말 

고마워. 

O O X 

P4 

(초 1) 

오늘 게임하는 걸 
㋀䄀䀃 
30 ⠯⑷ ㉃ 

㑫㧛ᯏ. 잘 

했어요. 

X O X 

P3 

(초 1) 

외투 정리를 

OO 이가 

도와주니까 
は⑳ᚫ 䀇 
ⳃㅿ䀟 ㋷た. 

고마워. 

X X O 

P5 

(초 1) 

학원 끝나고 신발 

정리를 잘 해줘서 
䂯ឫ ᤓᬂ䀟 
㋷た. 고마워 

X O O 

다음으로, 올바른 칭찬 요인의 적용 여부와 적용된 

요인의 종류를 확인하고, 45 개의 칭찬 메시지를 분석 

및 분류하였다. 메시지에서 칭찬이 포함된 부분과 그 

메시지를 녹음한 사용자를 표로 정리하였으며, 칭찬 

부분에 과정 칭찬, 특징적 칭찬, 묘사적 칭찬 중 어느 

요인이 접목되어 있는지 분석해 기입하였다. 이때 

칭찬 요인이 여럿 확인될 경우 전부 표하는 것으로 

하였다. 해당 내용을 일부 발췌한 자료는 표 2 와 같다. 

생활 및 학습 과업 수행이라는 뽀미 서비스의 특성상 

높은 확률로 칭찬 메시지의 내용에 아동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행동은 아동의 

성격이나 기질과 같이 영구적인 요인이 아니며 과업 

수행 완료라는 결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에 가깝다. 

따라서 행동적 측면에 대한 칭찬은 표 2 와 같이, 여러 

칭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형태이다. 

5.3 ゛᠗ ᰧ㈃ 

본 연구를 통해 뽀미의 칭찬 가이드와 가이드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이 부모로 

하여금 아동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 칭찬하도록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과업과 무관한 영역을 칭찬하기보다 아동이 뽀미와 

함께 설정하고 실제로 수행한 약속을 토대로 칭찬 

메시지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 대부분의 참여자는 

가이드에 적용된 효과적인 칭찬 요인을 이해하고 

칭찬 메시지에 활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과업 수행 행태에 맞추는 유연한 운용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칭찬 가이드는 ‘아이의 노력을 칭찬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빨을 꼼꼼하게 잘 닦았구나! 

하고 얘기해볼까요?’라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실제 

부모가 ‘양치하기’ 과업을 완료한 아이에게 제공한 

칭찬 메시지의 내용은 ‘뽀미가 3 분 하자고 하고 3 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상황에 맞추어 

칭찬 내용을 조율하고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다소 포괄적이고 범용적인 칭찬 원리를 소개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6. ⌋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생활 및 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 

서비스에서 아동을 칭찬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요인을 

살펴보고, 뽀미라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그 

방법이 적용된 칭찬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칭찬 가이드가 제공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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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인을 탐색하고 개발하여, 앱 내 새로운 음성 

메시지 기능을 제안하였다. 이후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12 명을 대상으로 칭찬 기능에 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생활 및 학습 습관을 보조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상승세 가운데 아동을 칭찬함에 

있어 고려할 요인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칭찬 가이드 

제작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각 서비스에 

맞게 확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부모가 가이드를 참조하여 아동을 칭찬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 어떠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지는 여전히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나아가 칭찬을 보조하는 가이드 

기능은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아동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칭찬 예문 및 가이드와 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칭찬 가이드가 

뽀미 사용 경험, 부모-자녀 관계, 자아 개념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이드가 

부모의 칭찬 방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한 것 

이상으로, 가이드에 따라 아동을 칭찬한 것이 칭찬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예시: 

HI22C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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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10 개의 신체 부위에 순차적으로 제공된 

진동에 대한 정보 전송량(Information Transfer)을 

추정하고, 적은 수의 실험 데이터로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한다. 순차적 

진동 자극의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기 위해 절대 식별 

실험(Absolute Identification Experiment)을 

진행했으며, 순차적 진동 자극의 개수가 1 개, 2 개, 3 개 

일 때의 정보 전송량은 차례로 3.32 bits, 6.55 bits, 9.36 

bits 였다. 순차적으로 제공된 진동 자극이 3 개인 경우 

정확한 정보 전송량 추정을 위해 권장되는 시행 수에 

비해 실험 데이터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정보 전송량을 재차 추정하였다. 

자극에 대한 사용자의 응답을 예측하는 확률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응답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여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정보 전송량의 범위는 8.46-8.80 bits, 평균 8.59 

bits 였다. 본 논문에서 추정한 정보 전송량은 전신 진동 

자극의 설계에 있어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확률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자극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은 수의 실험 데이터로 보다 확실한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전신 진동, 인지 실험, 정보 이론, 시뮬레이션 

1. 서 론 

정보 전송량(Information Transfer)은 자극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혹은 자극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는 

자극 패턴의 수를 나타내기에 특정한 자극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보 전송량은 필수적인 지식이다. 정보 

전송량은 절대 식별 실험(Absolute Identification 

Experiment)을 통해 추정되며, 정확한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5k2 (k = 자극의 수)의 시행 

수가 권장된다[1]. 다만 자극의 수가 증가할수록 

요구되는 시행 수가 많아져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조건을 나누어 작은 실험들을 

진행한 뒤 정보 전송량을 합치거나[2], 적은 수의 시행 

이후 해당 결과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기도 한다[3,4].  

몰입감 있는 사용자 경험을 위해 전신 햅틱 피드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신 진동 피드백을 통한 

음악과 같은 컨텐츠 관람 시 몰입감 증가[5,6], 열감과 

전신 진동을 이용한 주변 상황에 대한 체화된 피드백 [7], 

전신 진동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제공 [8]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외에도 몰입감 있는 

게임, 컨텐츠 관람을 목표로 한 상업 햅틱 슈트가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9,10]. 그러나 이런 활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한 전신 진동의 정보 전송량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순차적으로 제공된 전신 진동 자극에 

대한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고, 제공된 진동 자극의 

개수가 정보 전송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자극이 순차적으로 제시될 수록 자극 패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적은 수의 

실험으로 정보 전송량을 추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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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차적으로 제공된 전신 진동 자극 

2.1 실험 장비 

본 연구에서는 상용 햅틱 슈트(bHaptics 사)를 사용하여 

진동 자극을 제공하였다. 해당 슈트는 ERM(Eccentric 

Rotating Mass) 타입의 진동자를 사용하기에 주파수와 

세기를 개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손 × 2, 팔 × 2, 발 

× 2, 몸통 × 1 로 총 7 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이를 

착용한 모습은 그림 1 과 같다.  

2.2 실험 자극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진동 자극에서 조절 가능한 변수는 

세기, 주파수와 같은 진동 자극의 특성, 진동 자극을 줄 

부위와 같은 공간적인 특성,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의 개수, 진동 자극의 지속시간과 같은 시간적인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진동 자극의 특성 중 가장 흔하게 조절되는 진동의 세기, 

주파수의 경우 ERM 타입의 진동자 특성 상 두 변수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변수들을 

조작하는 것은 사람의 진동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히 큰 세기로 고정하였다.  

공간적인 특성의 경우 진동 자극을 제공할 10 개 부위를 

선정하였다. 몸통을 제외한 각 파츠가 하나의 부위에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접촉 부위가 넓고 진동자가 많이 

배치된 몸통 부위를 4 개의 부위(왼쪽/오른쪽 × 

가슴/배)로 나누었다.  

시간적인 특성의 경우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진동 자극의 

개수, 각 진동의 지속시간, 진동 자극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였다. 진동 자극의 개수는 자극 패턴의 수를 

고려하여 최대 3개로 설정하였다. 각 진동의 지속시간과 

진동 사이의 시간 간격은 총 자극의 지속시간이 충분히 

짧으면서 각 진동 자극을 느끼고 인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 실험을 진행하여 결정하였다. 각 진동의 

지속시간은 300ms, 진동 사이의 시간 간격은 100ms 로 

결정되었으며,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진동 자극의 수가 

1 개, 2 개, 3 개일 때 총 자극 시간은 300 ms, 700 ms, 

1100 ms 였다. 진동의 수에 따라 3 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 별 조건은 표 1 과 같다. 

표 1. 실험 별 조건 

 
진동 

횟수 

피험자 나이  

평균 ±표준편차 

피험자 

수 

시행 

횟수 

실험 1 1 25.2 ± 2.9 2M 3F 100 

실험 2 2 27.6 ± 1.1 4M 1F 200 

실험 3 3 25.3 ± 2.9 6M 4F 200 

2.3 실험 절차 

실험은 경험 단계, 연습 단계, 본 실험 단계의 3 단계로 

구성되었다. 경험 단계는 실험에서 사용할 자극을 

체험하며 익숙해지는 단계이다. 피험자들은 2 분간 진동 

자극을 체험하면서 진동 자극이 주어질 위치와 패턴에 

대해 학습하고 구분 기준을 세웠다. 연습 단계는 본 

실험에 앞서 본 실험의 진행 절차를 체험하며 

익숙해지는 단계이다. 피험자들이 실험 자극 중 하나를 

제공받고 응답하면 이에 대한 정답 피드백을 제공하여 

진동 자극에 대한 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 단계는 자극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는 단계로 연습 

단계와 동일하나 정답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았다. 본 

실험은 5 개의 작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작은 

단계 사이에는 2 분 간의 휴식 시간이 제공되었다. 모든 

실험 조건에서 실험 시간은 1 시간 이내였다. 

그림 2. 실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림 1. 햅틱 슈트(Haptic suit; bHaptics) 착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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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그림 2). 피실험자는 ‘Stimuli’ 버튼을 

이용하여 실험 자극을 제공받았으며, 자극을 느낀 이후 

화면의 부위를 순서대로 누름으로써 주어진 자극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자극은 1 회 

주어졌으며, 자극 부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극을 

느끼지 못했을 경우에도 피실험자는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부위로 응답해야 했다. 

2.4 결과 분석 방법 

주어진 햅틱 자극과 피험자 응답 쌍에 대해서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을 구한 뒤 정확도와 정보 

전송량을 계산하였다. 정확도는 임의의 자극을 해당 

자극으로 응답한 비율, 즉 정답률을 의미하며, 혼동 

행렬에서 대각 성분의 비율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정보 전송량은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단위는 bits 이다[11]. 

 

 

(1) 

IT 는 정보 전송량, k 는 자극의 개수 n은 주어진 자극의 

총 횟수, ni,j는 자극 i 가 주어졌을 때 j 로 응답한 횟수, 

ni,*은 자극 i 가 주어진 횟수, n*,j는 j 로 응답한 총 횟수를 

의미한다. 

3. 결과 및 토론 

순차적으로 제공된 진동 자극이 1 개, 2 개, 3 개일 때의 

정확도는 각각 100%, 98%, 75.1%였다. 100%의 

정확도를 보인 진동 자극이 1 개일 때의 조건을 제외하고, 

진동 자극이 2 개, 3 개 일 때 자극이 제공된 순서 별 혼동 

행렬은 그림 3과 같다. 

2 개의 진동 자극이 순차적으로 주어질 때 첫번째 제공된 

진동은 99.5%, 두번째 주어진 자극은 98.4%의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었다. 3 개의 진동 자극이 

순차적으로 주어진 경우, 자극이 제공된 순서 별로 각각 

94.0%, 88.8%, 83.0%의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었다. 

실험 조건 별 전달된 정보 전송량과 자극이 표현할 수 

있는 정보량을 구한 결과는 표 2 에 정리되어 있다. 

자극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확도는 감소하지만, 

구분할 수 있는 자극의 수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실험 조건 별 제공된 순서 별 혼동 행렬, 상: 실험 2 에 대한 혼동 행렬, 하: 실험 3 에 대한 혼동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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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 조건 별 전달된 정보량과 자극의 정보량 

 

전달된 

정보량 

(bits) 

구분 

가능한 

자극 수 

자극의 

정보량 

(bits) 

표현 

가능한 

자극 수 

실험 1 3.32 10 개 3.32 10 개 

실험 2 6.55 94 개 6.64 100 개 

실험 3 9.36 659 개 9.96 1,000 개 

특히, 실험 3 의 경우 제공되는 순서에 따른 정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촉각 마스킹 또는 

초단기/단기 기억의 영향으로 자극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뒤의 자극이 더욱 기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부위 사이의 

혼동률을 살펴보면 ‘팔→손’ (팔을 손으로 응답한 

확률)이 최대 25%, ‘가슴→배’가 최대 12%로 

물리적으로 인접한 부위 사이에 많은 혼동이 일어났다. 

‘배→발’의 경우 최대 8%의 혼동률을 보였는데, 배와 

발이 물리적으로 인접하진 않았으나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3 개의 진동 자극이 순차적으로 주어질 때 

1100ms 의 짧은 시간의 자극을 통해 659 개의 자극을 

헷갈리지 않고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전신 진동 자극이 한 부위에 진동 자극을 주는 

것 보다 월등히 높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진동 자극으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진동 자극의 설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응답 확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정보 
전송량 추정 

순차적으로 3 개의 진동 자극이 주어질 경우 정확한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기 위해선 5k2, 즉 5,000,000 번의 

시행이 필요한 반면, 본 실험의 경우 이에 비해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의 수는 2,000 개로 매우 적었기에 추정된 

정보 전송량이 부정확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임의의 순차적 진동 

자극이 주어졌을 때 피험자의 응답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 모델을 설계하고, 해당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한 사용자 응답을 수집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였다. 

4.1 응답 확률 모델 

응답 확률 모델의 설계는 2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자극과 피험자 응답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모델의 자극과 응답 사이의 확률을 

소수의 매개변수로 표현하여 모델을 간소화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 고려된 모델은 다음과 같다. 

 모델 1: n번째 응답은 n번째 자극에 의해서만 결정 

 모델 2: n번째 응답은 n번째 자극과 그 이전의 n-

1번째 자극에 의해서 결정 

이전 자극을 고려한 이유는 진동 부위에 따른 마스킹 

효과 또는 주의력의 분산과 같이 이전 자극이 주어진 

부위가 다음 자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응답에 대한 이전 자극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으로 취득한 데이터로부터 이전 자극의 부위에 따른 

현재 응답의 정답률(예: 이전 자극이 왼쪽 손일 때 현재 

응답의 정답률 vs 이전 자극이 오른쪽 배일 때 현재 

응답의 정답률)을 분석하였다. 모든 부위 쌍에 대해 상관 

관계를 계산한 결과, 상관 계수는 모두 0.9 이상으로 

현재 응답에 대해 이전 자극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험자 응답은 해당 순서의 자극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모델 1 을 선택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모델의 특성에 따라 실제 

데이터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자극과 응답 사이의 확률을 

간소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선정하였다. 한 

혼동 행렬 내에서 자극 부위들의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정답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우리는 임의의 혼동 행렬에서 자극 부위에 따른 

정답률을 평균 정답률과 정규분포를 따르는 정답률 

편차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 진동 자극이 제공된 순서에 따른 평균 

정답률을 분석하였고, 제공된 순서에 따라 평균 

정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혼동 행렬의 평균 정답률을 첫번째 자극에 대한 

평균 정답률과 정답률 감쇠 비율로 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응답 확률 모델은 첫번째 자극에 대한 평균 

정답률, 정답률 편차, 정답률 감쇠 비율, 이 3 가지 매개 

변수로 이루어졌다. 

4.2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보 전송량 추정 

시뮬레이션 과정은 무작위 자극 패턴을 생성하고, 앞서 

구성한 응답 확률 모델을 바탕으로 피험자의 응답을 

예측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위 과정을 반복하면서 

누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수에 따른 정보 

전송량을 계산하였다. 여러 매개 변수 값들의 조합을 

실험하였으며, 이들 중 정보 전송량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 매개 변수 값들을 대상으로 최종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최종 시뮬레이션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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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량이 수렴할 때까지 진행되었고, 이들 중 

최종적으로 추정된 정답률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조건들의 정보 전송량을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의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였다. 실험된 조건은 표 3 과 같다. 

표 3. 시뮬레이션 매개변수 및 사용한 값 

4.3 결과 및 토론 

그림 4 는 평균 정답률 별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의 

그래프이다. 32 가지 조건 중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최종 

추정 정답률(오차 5% 이내; 71.3-78.9%)을 보인 

조건들의 정보 전송량 범위는 8.46-8.80 bits, 평균 8.59 

bits 로 추정되었다(APPENDIX 참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정보 전송량의 평균은 8.59 

bits 로 실제 데이터만을 이용해 추정한 정보 전송량인 

9.36 bits 에서 약 0.8 bits 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보 전송량은 시행 수가 적을 때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기에[4], 해당 차이는 시뮬레이션으로 인해 

데이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정된 정보 전송량이 

낮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최대 3 개의 순차적으로 제공된 진동 자극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진동 자극을 이용하여 확률 

모델 및 파라미터들을 선정하였는데,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진동 자극이 많아질 때(4 개 이상) 경향성이 

성립하는지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으로 제공된 전신 진동에 대한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 수로 

보다 정확한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하였다. 순차적으로 제공된 전신 진동 

자극이 1 개, 2 개, 3 개일 때의 정보 전송량은 각각 3.32 

bits, 6.55 bits, 9.36 bits였다.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진동 

자극이 3 개인 조건의 경우 제한적인 실험 데이터로 인해 

추정된 정보 전송량이 부정확할 수 있었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전송량을 추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추정된 정보 전송량의 범위는 8.46-8.80 bits, 

평균 8.59 bits 였다. 본 논문은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전신 진동 자극의 높은 정보 전송량을 보였으며, 해당 

결과는 진동 자극으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도나 

전신 진동 자극의 설계에 있어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진동 자극의 

시공간적 변조와 응답 확률 모델의 구성, 시뮬레이션 

방법은 진동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극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자극의 수가 매우 많을 때의 정보 전송량 

추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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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PENDIX

 

표 4. 32 가지 시뮬레이션 조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오차 

범위 5% 이내) 조건들을 *로 표시함.  

(mean: 첫번째 자극에 대한 평균 정답률, r: 정답률 감쇠율, 

sig: 정답률의 부위 편차, EstPC(Estimated Percent 

Correctness): 최종 추정 정답률, EstIT(Estimated 

Information Transfer) : 추정 정보 전송량) 

조건 mean r sig 
Est 

PC 

Est 

IT 

1 0.99 0.98 0.04 0.82 8.98 

2* 0.99 0.98 0.03 0.79 8.80 

3* 0.99 0.97 0.04 0.78 8.79 

4* 0.99 0.97 0.03 0.73 8.51 

5 0.99 0.96 0.04 0.85 9.15 

6 0.99 0.96 0.03 0.81 8.92 

7* 0.99 0.95 0.04 0.75 8.58 

8* 0.99 0.95 0.03 0.72 8.49 

9 0.97 0.98 0.04 0.82 8.95 

10* 0.97 0.98 0.03 0.74 8.58 

11* 0.97 0.97 0.04 0.74 8.55 

12 0.97 0.97 0.03 0.68 8.25 

13* 0.97 0.96 0.04 0.79 8.80 

14* 0.97 0.96 0.03 0.77 8.70 

15* 0.97 0.95 0.04 0.72 8.46 

16 0.97 0.95 0.03 0.70 8.35 

17* 0.95 0.98 0.04 0.74 8.54 

18* 0.95 0.98 0.03 0.73 8.51 

19 0.95 0.97 0.04 0.65 8.12 

20 0.95 0.97 0.03 0.62 7.98 

21* 0.95 0.96 0.04 0.75 8.61 

22 0.95 0.96 0.03 0.71 8.39 

23 0.95 0.95 0.04 0.66 8.15 

24 0.95 0.95 0.03 0.60 7.86 

25* 0.93 0.98 0.04 0.73 8.51 

26 0.93 0.98 0.03 0.68 8.28 

27 0.93 0.97 0.04 0.64 8.04 

28 0.93 0.97 0.03 0.62 7.95 

29* 0.93 0.96 0.04 0.72 8.47 

30 0.93 0.96 0.03 0.69 8.33 

31 0.93 0.95 0.04 0.63 8.03 

32 0.93 0.95 0.03 0.58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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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T 서비스 개발에 있어,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의 협

업이 증가하고 있고,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협업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와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업무 역량

의 차이가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협업 과정에서 다양

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협업 도구는 개발 시 참여 인력간의 갈등

상황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소통 체계와 상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 방법을 기반

으로 온라인 협업 도구의 UI 를 수집한 뒤, 이를

사회적 상호 작용 요인인 1) 협동 지원, 2) 공동목표

기반의 경쟁, 3) 갈등 완화와, 이타적 공진화 요인인

4) 지식교환을 통한 신뢰성, 5) 관계의 지속성 지원

여부로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업무 프로세스 개별

단계의 UI 요소인 Hand off, Scrum 보드, Voting,

채널, Like this, 커스텀 공감 이모지 기능 등은 갈등

을 완화하고, 공동 목표를 위한 협동과 소통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보안상의 문제와 단편적인 구성

탓에 실질적인 신뢰와 관계의 지속성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Designer-Developer Collaboration, 사회적 상호작용,

Cooperation, UI/UX, Collaborative Tool,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로 광범위하게 적용된 워터풀

(Waterfall)방식은 선형적인 단계별 개발 방법으로,

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개발 방식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유연한 애자

일(Agile)방법론이 IT 기반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

되고 있다[1]. Agile 방법은 팀 생산성을 조절하는

인기 있는 수단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비소프트

웨어 개발 관련 산업에서도 존재감을 나타고 있으며,

온라인 협업 도구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2]. Agile 프로세스가 도입되고 기업 내 기획자

와 디자이너, 개발자의 협업 문화가 확대되면서 협업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획자와 디자이너, 개발자 간의 역량

차이로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업 시

발생하는 문제로는 IT 기반 서비스 제품의 개발

프로세스의 차이를 들 수 있다. UX, UCD, PD 등의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소비자와 사용자를 적극 참여

시켜, 베타 버전 상태에서 고객의 의견을 듣게 한다

[4]. 의사 소통 방식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데, 개발자는 개발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자 위주의

명확한(Explict)한 의사소통을 하지만, 디자이너는

시각적 이미지 중심의 통합적(Holistic)인 의사소통

을 한다. 또한,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개발자의 디자인

에 대한 인식과 개발자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의 개발

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른 것도 그 이유가 되고

있다[8]. 최근 이들의 협업을 도와주는 많은 온라인

협업 도구들이 개발되고 도입되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협업이 확대되고,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은 온라인 협업 도구들이 실제

산업에 적용된 것이다[11]. 이런 시점에, 본 연구는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협업 도구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협업

시에는 이를 도와주는 도구의 사용도 중요하지만,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신뢰와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12]. 이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이타적 공진

화 요인을 기반으로 온라인 협업 도구의 UI 요소를

분석한 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타적인 상호

작용을 위한 온라인 협업도구의 기능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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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범위 및 방법

Agile 방식으로 협업할 때 이를 돕는 도구를 사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원들 간 상호작용을 위한

신뢰와 소통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이타적 공진화 요인으로 분석

범위를 한정한다. 온라인 협업 도구로는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협업 시 주로 사용하는 도구 중 애자일

방식의 소프트웨어 Figma, XD, Sketch, Zeplin, Trello,

Slack, Jira, Asana 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문헌 연구 방식으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핵심 사항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협업 과정에

서 잔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온라인 협업 도구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이타적 공진화 요인으로 분석하여

현재 온라인에서 활용되는 협업 도구의 UI 요소를

평가할 것이다.

2. 이론적배경

2.1 Agile 방식

Agile 은 sprint 단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프로젝트

방법이다[1]. 기민한, 민첩한 이란 의미로 정의되는

애자일은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지향하는 원리이며, 단순한 프랙티스 차원이

아닌 사고방식(mindset)이다[10]. Agile 방식에서는

계획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Waterfall 방식에 비해

소프트웨어를 더욱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유연성으로 개발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1]. 이런 Agile

방식은 온라인 협업 도구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프로젝트 요구 사항의 변화에 대한

개발자의 감정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하였다[2].

2.2 사회적 상호작용 개념

둘 이상의 구성원이 모인 하나의 사회 안에서, 문제

해결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체계로 규정하였다[14]. 또한 사회적

상호 작용은 유동적이고 지속해서 변화하는 상호

작용의 연속을 일컫는다[13]. 사회적 상호 작용의

요인은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의

다양한 관점 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는 협동, 경쟁, 갈등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갈등의 주요 원인은 의사 결정 시 대안을

수용할 때 서로 다른 주관으로 생각의 차이가 발생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4].

2.3 이타적 공진화 요인

이타적인 공진화를 위한 협력 연구는, 상생 협력을

통한 기업의 혁신이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로 확장되어 왔다[5].

Nelson(1996)은 이타적 공진화에서의 지식 공유를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각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Hansen

(1999)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식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지식 공유

정도가 상호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준다. 즉, 상대방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업무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간

신뢰가 파트너 기업 간의 지식 교환 행위인 지식

공유의 의지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학자에

의해 이타적 공진화를 위한 상생 협력과 지식 공유를

통한 신뢰 회복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타적

공진화는 팀원의 일체감 형성을 위한 신뢰성 정도와

상생을 위한 관계 지속성을 매개로 한다. 기업의

팀원 배려, 협력적 기업문화 형성을 통한 신뢰 형성

이 파트너 간의 관계 지속성을 유도한다고 본다[6].

2.4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협업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짧은 기간 동안 디자이

너와 개발자들이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두 직업군의 성향이 매우

다른 탓에, 프로세스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4]. 컴퓨터 지원 공동 작업(CSCW)에

관한 회의에서 개발자들은 텍스트 편집기와 IDE(통

합개발환경)를 사용하여 기능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디자이너들은 그래픽 편집기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의사소통하도록 훈련받는다. 개발자들은 사용자

상호작용의 세부 사항보다 설계 문서를 변환해 구현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에 반해 디자이너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시각적, 물리적 결과물을 반복적

으로 테스트하여 결점을 찾는 것을 우선시한다[8].

또한 개발자들은 디자인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과업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디자이너가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다.

이에 질문이 생겨도 디자이너와 상의하지 않고

설계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반면

디자이너들은 개발자가 디자이너 없이도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3].

이처럼 이 두 직업군의 성향과 관점이 달라, 협업

진행 시 제품 개발 경험과 기술 역량에 따른 커뮤

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4]. 이를 줄이려면,

이들이 업무 역할에 따른 기술능력 외에 커뮤니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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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리더십, 개방성을 갖추어야 한다[9]. 덧붙여 협업

과정에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 역량 격차 해소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

제작에 사용되는 협업 도구에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7].

3. 사례선정 및 분석기준

3.1 사례선정 기준

사례의 온라인 협업 도구로는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주로 협업 시 활용하는 도구 중 애자일 방식의

소프트웨어 Figma, XD, Sketch, Zeplin, Trello, Slack,

Jira, Asana 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협업 도구

의 UI 요소를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과 이타적 공진화

요인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3가지 요인

인 협동, 경쟁, 갈등과 신호균, 김영애 (2012)가

제안한 이타적 공진화 요인인 신뢰성과 관계

지속성을 대입하여, 그림 1과 같이 프레임워크로

정리한 후 온라인 협업 도구의 사용성 평가기준을

분석하였다.

그림1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이타적 공진화 요인 프레임워크

4. 사례분석 및 분석결과

이 절에서는 애자일 방식의 온라인 협업 도구인

Figma, XD, Sketch, Zeplin, Trello, Slack, Jira,

Asana 의 UI 기능요소를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과

이타적 공진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4.1 사례분석

4.1.1 Figma, XD, Sketch

이 협업 도구들은 web/app 제작 시 아트보드를 여러

개 생성하거나 프로토타입의 형태를 만들어 디자인의

이해도를 높인다. 주로 Wireframe 이나 Prototyping

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XD를 선호하고, 무거운

기능보다 신속하고 빠른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는

Figma 를, plug-in 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디자인을

구성하고 싶은 사용자는 Sketch 를 선택한다[12].

이에 각 프로그램별 상호작용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이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을 때, Figma 가 전반적인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XD 였으며, Sketch 가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세 소프트웨어가 인터페이스 레이아웃,

정보 품질 및 상호작용 로직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6].

4.1.2 Zeplin

디자이너와 개발자 간 시안 공유 시 커뮤니케이션을

간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수동으로 디자인

가이드를 주었던 과거에 비해 제플린은 사용자가

Sketch 나 XD를 통해 업로드만 하면 자동으로 가이

드를 제작해 준다. 여기서는 추가로 필요한 이미지

에셋도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12].

4.1.3 Trello

Trello 는 주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사용된다. 마감

일이 있는 게시물을 자유롭게 이동시켜 배치할 수

있으며, 트렐로 보드의 색상 코드 라벨을 사용하여

보드 상의 품목을 유형별로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제목 외에 대부분의 작업 카드에는 짧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6]. 그러나 카드가 많아지면 특정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들었고, 카드들이 한눈

에 들어오지 않았다. to do-doing-done 방식으로

카드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무엇을 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 있다[15].

4.1.4 Slack

Stewart Butterfield 가 제작한 슬랙은 업무용 메신저

툴이다. 슬랙의 메시지는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카빙

기법을 통해 획득된다[11].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

받는 툴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용 메신저로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다양한 OS

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개인 혹은 그룹이 사용

할 수 있으며 팀원들이 커뮤니케이션 트래킹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명

Mutual Platform 이다[12].

4.1.5 jira

대규모의 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요청 처리 시스템

툴로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것은 기업과

기업, 팀과 팀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다량의 관련 업무들을 페이지로 업로드하는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3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3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기능이 있으며, 사용자는 업로드된 업무에 댓글을

달아 소통할 수 있다. 알람 기능이 있어 업무가 누락

될 위험이 적다[12].

4.1.6 Asana

아사나는 협업 지원 및 팀워크 강화를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 관리 도구이다. 팀 또는 관리자는 원하는

대로 세분화하여 task를 작성할 수 있다. 전반적인

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강한 도구

이다[17].

4.2 분석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 : 협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협동요인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

다. 협업에 비해 마음과 힘을 함께 의존하여 일한다

는 의미가 더 강하다[13].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사용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협업 툴도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협동은 크게

업무 자산의 공유, 즉 디지털 자산의 공유와 아이

디어 같은 정신적 자산의 공유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협동 요인에서는 디지털 자산 공유시 개발자와

디자이너 집단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집단간 협동이 강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2. Zeplin 의 핸드오프 기능과 타 협업앱과 연동 기능

분석 결과, Zeplin 은 디자이너들이 활용하는 XD,

photoshop, Figma, Sketch 등 Design-tool 의 정보를

연동, 정리하는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핸드오프

기능을 제공하였다. 또한 자체 협업 기능도 강력하

지만 Slack, Jira, Trello 등 다른 협업 앱과의 연동

기능이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여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 : 경쟁

경쟁은 서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말한다. 경쟁은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너무 심할 경우

에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14]. Sprint 형식의

프로젝트 수행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상대의 업무를 정리해서 전달할 때도 있다. 이에

경쟁 요인에서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서로 동일한

목표를 위해 상대방의 업무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3. Jira 의 Scrum 보드 기능

분석 결과. Jira 의 Scrum보드 기능은 imebox(Sprint)

단위로 관리하는 기능으로, Jira Scrum 보드에는 전체

업무가 아닌 Sprint 내에 할당된 일감만 보였다. 현재

진행 상황을 해야 할 일, 해결됨, 진행 중, 검토 중,

완료로 설정하여 업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프로젝트의 관리 기능은 잘 되어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부족하여 팀원 간의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 : 갈등

적정 수준의 갈등은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순기능

으로 작용하고, 조직의 활력소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높인다.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면 오히려 집단 내부

의 갈등은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다[14]. 서로 업무가

다른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협업 시 대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림 4. Trello 파워업 메뉴의 Voting 기능

분석 결과, Trello 의 파워업 메뉴는 특정 카드에

투표하는 Voting 기능이 있었다. 즉, 상대의 아이

디어나 과제에 동의 할 수 없는 경우 카드를 열어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집계는 카드 앞면에 배지로

표시되었다. 이를 통해 전체 보드에서 어떤 카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는지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타적 공진화 요인 : 신뢰성(지식교환)

지식 교환 행위인 지식 공유의 의지가 높을수록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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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간의 신뢰성도 높아진다. 지식 공유를 방해하는

요소로는 하드웨어 의존적 사고와 대화부족, 보안상

의 문제 등이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 간에 네트워크

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공유와 지식 전이가 가능해

지고 소통도 풍부하게 이뤄진다[6]. 이에 신뢰성

요인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지식과 기술을 가진 디자

이너와 개발자가 지식 교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와 신뢰를 높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5. Slack 의 채널 기능

분석 결과, Slack 의 채널 기능은 협업할 수 있는

공통의 공간을 생성시켜, 상황에 따라 적합한 구성원

들을 참여시킬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내용을 참조하고 추가할 수 있는 공동 공간의 지식

저장소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안상의 문제와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는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타적 공진화 요인 : 관계 지속성(팀원 배려)

상생을 위한 관계 지속성은 팀원의 배려와 서로 간의

신뢰 형성이 상생을 위한 관계 지속성을 유도한다고

한다[6].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업무 시 서로 이해하

고 배려하며 유기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에

관계 지속성 요인에서는 팀원 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6. Asana. Like this 기능

분석 결과, Asana 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면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고, 팀원의 업무를 빠르게 승인하거나

Like this 로 칭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편적인

UI 의 구성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실질적인 공감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림 7. Slack 커스텀 이모지 기능

Slack 에서는 커스텀 이모지를 통해 상대에게 리액션

을 할 수 있고, 공유 문서, 링크 등에 이모지를 붙여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커스

텀 이미지 기능은 이미지를 공유하게 되면 모든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이모지를 등록할 경우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협업 도구의 UI 기능에 적용된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과 이타적 공진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요인인 1)협동 지원,

2)공동목표 기반의 경쟁, 3) 갈등 완화와 이타적

공진화 요인인 4) 지식교환을 통한 신뢰성, 5) 관계의

지속성 지원 여부를 통해 도구의 사용성을 평가했

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협업도구의

Hand off, Scrum보드, Voting, 채널, Like this,

커스텀 공감 이모지 기능 등은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 목표를 위한 협동과 소통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보안상의 문제와 단편적인 구성 탓에 실질적인 신뢰

와 관계의 지속성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온라인 협업

도구의 기능들이 참여 인력 간의 갈등 상황을 예방

하고, 효과적인 소통 체계와 상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더욱 효과적인

소통 체계와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실제 디자이너와 개발자들 간 협업 시

발생하는 갈등 요인들을 범주화하여 체계적으로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협업 도구의 UI/UX를 제안하고, 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친다면 디자이

너와 개발자 간의 이타적인 상호 작용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온라인 협업 도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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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로봇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사용성 평가 지표 개발 : 
병원 안내 로봇, 키즈 로봇 중심으로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Usability Testing of 
Medical Service Robots : 

Focused on Hospital Guidance and Kids Robots 

요약문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 내원객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에서는 
자율 주행이 가능한 서비스 로봇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
하고 있다. 도입된 로봇은 사람을 대신하여 내원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내
에서 사용되는 자율 주행 로봇의 사용성 평가 기준은 
부재하다.  

본 연구를 통해 병원 내원객을 대상으로 길 안내 및 병
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안내 로봇’과 소아 환
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지원 및 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키즈 로봇’의 사용성 평가 항목 및 지표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사용성 평가 항
목, 의료서비스 로봇 사용성 평가 항목, 의료서비스 대
상자의 특징과 사용 맥락을 수집 및 범주화하여 사용성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다. 향후 병원 내 로봇 운영 및 개
선을 위한 전용 평가 기준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의료서비스 로봇, 병원 안내 로봇, 병원 키즈 로봇, 사용
성 평가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극
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서비스 로봇이 부상하였다. 특
히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로봇이 수술실, 재활치료실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업무 역
시 단순 안내부터 약 조제, 배송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1]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 로봇은 의료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 의료 목적의 고품질 서비스 행위를 인간을 대신
하여 수행하는 로봇을 말한다. 기존의 의료기기 또는 
의료로봇보다 서비스로의 범위가 확장된다.[2] 의료서
비스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병원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이고 노동 집약적 업무 및 보조적 업무를 대체하여 의
료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환자
마다 인력을 대동해 일일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는 어려움이 따르는 대형 병원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내원객을 대상으로 대
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로봇인 ‘병원 
안내 로봇’ 및 ‘병원 키즈 로봇’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다.   

 병원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은 의료서비스 환경 및 
사용자의 특징에서 다른 사용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병원에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의 사용 환경을 고
려한 전용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병원 안내 
로봇과 병원 키즈 로봇의 사용성 평가 지표를 개발 및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병원 내 로봇 운영 및 활용
을 위한 전용 평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1.2. 연구 대상 

 병원 안내 로봇과 병원 키즈 로봇은 LG 클로이 안내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헤드와 몸체가 분리된 형태로  
헤드 영역에는 로봇의 표정을 통해 감정 및 상태를 나
타내는 표정이 노출되고 몸체 영역의 전면 디스플레이
와 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 검색 기능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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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입력 방식은 터치 인터랙션과 더불어 음성 인
식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운영되는 안내 로봇과 키즈 로봇은 자율 주
행 기술을 기반으로 병원 내 위치 정보 및 에스코트 기
능을 제공한다. 편의 시설 안내, 병원 시설 안내, 웹서비
스와 같은 정보 검색 기능, 사진 촬영 및 콘텐츠 감상 등
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병원 안내 로봇 

병원 안내 로봇은 2022년 3월부터 용인 세브란스 병원 
외래 진료실이 있는 병원 1,2층에서 내원객들에게 병원 
정보 및 각 진료실 및 편의 시설의 정보 및 길 안내(에
스코트)와 사진 촬영, 사이니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안내 서비스의 프로세스는 그림 2와 같이 홀로 자율 주
행하고 있는 로봇에 사용자가 접근하여 로봇이 이를 인
지하고 사용자를 마주 보고 응대 및 안내를 시작한다. 
로봇 몸체 영역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편의시설, 병원 
시설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길 안내 시 목적지까지 로
봇이 에스코트하며 이동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사용
자에게 도착 안내를 하며 마무리 응대 후 다시 홀로 자
율 주행을 한다. 

•병원 키즈 로봇 

병원 키즈 로봇은 2022년 3월부터 용인 세브란스 병원 
소아 병동에서 소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 병원 정보 및 
병동, 편의시설 정보 및 길 안내(에스코트)와 사진 촬
영, 사이니지 등의 서비스와 더불어 네이버 쥬니어를 
통해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한다. 

 소아 병동의 경우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소아과 질환
을 다룬다. 연령대가 어린 환우들의 불안감과 병원에 
대한 공포감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외관 디자인을 기린 
모습으로 래핑 하였다. 몸체 디스플레이를 통해 동영상
과 같은 시청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키즈 서비스는 안내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과 프로세스
를 가지지만 콘텐츠 감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청각 자료는 네이버 쥬니어에서 검색하고 감상
할 수 있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병원 안내 로봇과 병원 키즈 로봇의 사용성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 조사 문헌 및 사례 조
사 등 4가지 영역에서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이
를 범주화하였다. 

첫째, 문헌을 통해 보편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보편적 사용성 평가 원칙들은 특정 기기에 국한
되지 않고 범용 시스템에 대한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 들이기 때문에 특정 로봇과 소프트웨어에 적용하
기에는 범위가 넓다. 따라서 안내/키즈 로봇과 같은 의
료서비스 로봇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고려하기 위하여 
안내/키즈 로봇의 사용자 기대 경험을 문헌 조사하고 
이를 통해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기존 병원 안내 로봇과 병원 키즈 로봇의 사용성 
평가 진행 사례를 통해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
다. 

넷째, 실제 로봇을 사용하는 내원객과 병원 환경에 대
한 이해를 위해 관찰을 통해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
하였다.  

그림 2 병원 안내 로봇 사용 프로세스

그림 3 사용성 평가 항목 도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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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영역에서 도출된 사용성 평가 항목을 통합하여 
최종 병원 안내 로봇, 병원 키즈 로봇 전용 사용성 평가 
지표를 정리하였다.  

2. 사용성 평가 항목 정의 

2.1. 보편적 사용성 평가 항목 

제품, 서비스, 시스템, 웹,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대
상으로 한 보편적 사용성 평가 항목 관련 문헌 [3-5] 을 
살펴보고 사용성 평가 항목을 수집했다. 인터페이스만 
평가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항목과 비사용자 관점 항목
은 제외하고 26개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정리
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6개 항목을 
선정하고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보편적 사용성 평가 항목 

2.2. 기대 경험을 통한 사용성 평가 항목 

안내/키즈 로봇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 경험 관련 문
헌[6-10]을 살펴보고 관련 문장들을 수집하였다. 

 기대 경험 문장을 통해 ‘반응성’, ‘조작 편의성’, ‘오류’, 
‘접근성’, ‘안전성’, ‘직관성’, ‘정확도’, ‘ 친숙성’, ‘만족
도’, ‘신뢰성’ 10개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2.3. 의료서비스 로봇 사용성 평가 항목 

 리서치 기관에서 진행한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의 사
용성 평가 사례[11]를 바탕으로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
출하였다. 이 사례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보조 서
비스를 제공하는 안내/키즈 로봇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
가로 표 2 와 같은 사용성 평가 항목이 활용되었다. 

표 2. 병원 안내/키즈 로봇의 사용자 평가 항목 사례 

  2.4. 의료서비스 이용자 및 맥락을 통한 사용성 평가 
항목 

 로봇이 병원이라는 특정 도메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서비스 환경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사용성 평가 항목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로봇이 사용되는 병원 로비와 소아 병동 관찰을 통해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외래 진료 환경 

 병원 안내 로봇의 경우 내원객이 가장 많고 복잡한 동
선을 가진 외래 진료실이 있는 병원 1층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 1층 로비에서 2022년 8월 
24일과 25일 2일간 2시간씩 사용자와 의료서비스 환경
을 관찰하였다. 

관찰을 통해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사용층이 다양하
기 때문에 이에 대해 쉬운 ‘접근성’측면, 휠체어, 깁스 
환자, 병원 침대 등이 다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안전
성’측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심약한 병원 내원객
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족도’ 측면에서 3가
지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림5] 

효과성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정확하게 목적을 
달성하는가?

학습 용이성 사용자가 처음 시스템을 접했을 때, 작동법을 습득
하거나 배우는 것이 쉬운가?

효율성 사용자가 시스템을 얼마나 쉽고, 빨리 그리고 간단
하게 수행하는가?

만족도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만족도

신뢰성 시스템의 요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

기능성 시스템이 명시된 요구와 내재된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는가?

외적 요소 - 로봇의 외부(생김새 및 높이, 넓이 등) 

- 로봇의 스크린 화면(재질 등) 

- 로봇과 병원의 어울림

사용성 -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의 사용성 

-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의 편의성 

- 로봇의 지정 장소 및 이동 방식

기능성 -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의 소음 

-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의 주행 및 이동 방향 

- 로봇에 대한 사용자 의향

안전성 - 로봇의 오작동 우려 정도 

- 로봇의 신체 위험 정도

효용성 - 로봇의 장점 

- 로봇의 필요성 

- 로봇의 도움도 및 도움 요소

그림 4 기대 경험을 통한 사용성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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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병동 환경 

 병원 키즈 로봇의 경우 소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환
우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 8층 병동에서 2022년 8월 26일과 
30일 2일간 2시간씩 사용자와 의료서비스 환경을 관찰
하였다. 

 관찰을 통해 소아 환자의 경우 나이가 어려 인지 능력
과 조작 능력이 능숙하지 못할 뿐아니라 손에 의료 기
구등을 부착하여 조작능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접
근성’ 측면, 간호 카트, 유모차, 휠체어 등이 혼재되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 병원에 대한 두
려움이나 낯섦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소아 환
우에게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족도’ 측면, 마지막
으로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몰입성’ 측면에서 4가지 사
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림6] 

  

3. 사용성 평가 지표 

  3.1 최종 사용성 평가 항목 

 앞선 4개 영역에서 도출된 사용성 평가 항목을 나열하
고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사용성’, ‘기능성’, ‘신뢰

성’, ‘만족도’  4개의 항목으로 병원 안내 로봇과 병원 
키즈 로봇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최종 도출하였다. [그
림 7, 그림 8] 

 

 

    3.2  사용성 평가 지표 

•병원 안내 로봇 사용성 평가 지표 

 병원 안내 로봇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활용하여 사용
성 평가 지표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병원 안내 로봇 사용성 평가 지표 및 정의 

그림 5  외래 사용자 및 환경에 따른 사용성 평가 항목

그림 6  소아 환자 및 환경에 따른 사용성 평가 항목  

그림 7  병원 안내 로봇 최종 사용성 평가 항목

그림 8  병원 키즈 로봇 최종 사용성 평가 항목

사용성 학습용이성 사용자가 처음 병원 안내 로봇을 접했을 
때, 작동법을 습득하거나 배우는 것이 
쉬운가?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쉽게 달
성하는가?

조작 편의성 병원 안내 로봇의 조작 및 사용 방법이 
편리한가?

접근성 병원 안내 로봇을 환경/신체적 제약 없
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었는가?

직관성 병원 안내 로봇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지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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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내 로봇 사용성 평가 지표 

 병원 키즈 로봇의 사용성 평가 항목은 병원 안내 로봇
의 사용성 평가 항목과 동일하나 ‘만족도’ 항목에 ‘재
미’와 ‘몰입’ 지표를 추가하였다. 인터랙션 방식의 즐거
움, 재미를 위한 적절한 기능 제공 측면에서 ‘재미’를 평
가하고 시청각 콘텐츠에 몰입을 위한 요소 측면에서 
‘몰입’을 평가할 수 있다.  

표 4 병원 키즈 로봇 사용성 평가 지표 및 정의 

4. 결론 

 본 연구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자율 주행 로봇인 안내 
로봇과 키즈 로봇 전용 사용성 평가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용자 조사 문헌 및 사례 조사에서 사용성 평가 항목
을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사용성’, ‘만족도’, ‘기능
성’, ‘신뢰성’ 4가지의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사용성 평가 항목에 따라 병원 안내 로봇은 ‘학습 용이
성’, ‘조작 편의성’, ‘접근성’, ‘직관성’, ‘외형’, ‘친숙성’, 
‘유용성’, ‘반응성’, ‘안전성’, ‘정확도’, ‘일관성’, ‘안정
성’, ‘오류 최소화’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정리하
였다. 병원 키즈 로봇의 경우, 시청각 콘텐츠 기능 추가
에 따라 ‘재미’, ‘몰입’ 측면에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차후 병원 안내 로봇과 병원 키즈 로봇의 사
용성 평가 항목을 활용한 실질적 평가를 통해 객관적 
검증 및 향후 사용성 개선 및 고도화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만족도 외형 병원 안내 로봇이 미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는가?

친숙성 병원 안내 로봇의 태도가 친숙하게 느껴
지는가?

유용성 병원 안내 로봇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쓸 
모가 있는 것인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기능성 반응성 병원 안내 로봇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을 위한 로봇의 반응이 적절한가? 로봇
의 현재 상태 인지를 위해 명확한 피드
백을 제공하고 있는가?

안전성 병원 안내 로봇의 서비스나 행동이 사용
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해롭게 할 수 
있는가?

정확도 병원 안내 로봇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달성하였는
가?

신뢰성 일관성 병원 안내 로봇의 기능, 조작 방식, 인터
페이스, 용어 등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안정성 병원 안내 로봇을 사용하는 동안 시스템
이 지연이나 오작동 없이 안정적으로 구
동되는가?

오류 최소화 병원 안내 로봇을 더욱 쉽게 사용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말이나 안내를 제공하
고 있는가? 애초에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적 요인이 배제되
어 있는가?

사용성 학습 용이성 사용자가 처음 병원 키즈 로봇을 접했을 
때, 작동법을 습득하거나 배우는 것이 쉬
운가? 주어진 과업을 얼마나 쉽게 달성
하는가?

조작 편의성 병원 키즈 로봇의 조작 및 사용 방법이 
편리한가?

접근성 병원 키즈 로봇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환경/신체적 제약 없이 접근하기 편리하
게 설계되었는가?

직관성 병원 키즈 로봇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지가 가능한가?

만족도 외형 병원 키즈 로봇이 어린이들이 호감 갈 외
형을 가지고 있는가?

친숙성 병원 키즈 로봇의 태도가 친숙하게 느껴
지는가?

유용성 병원 키즈 로봇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쓸 
모가 있는 것인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재미 병원 키즈 로봇이 사용자에게 재미나 즐
거움을 제공하는가?

몰입 병원 키즈 로봇을 통해 콘텐츠 시청 시, 
집중에 어려움이 없는가?

기능성 반응성 병원 키즈 로봇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을 위한 로봇의 반응이 적절한가? 로봇
의 현재 현재 상태 인지를 위해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

안전성 병원 키즈 로봇의 서비스나 행동이 사용
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해롭게 할 수 
있는가? 

정확도 병원 키즈 로봇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달성하였는
가?

신뢰성 일관성 병원 키즈 로봇의 기능, 조작 방식, 인터
페이스, 용어 등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
어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안정성 병원 키즈 로봇을 사용하는 동안 시스템
이 지연이나 오작동 없이 안정적으로 구
동되는가?

오류 최소화 병원 키즈 로봇을 더욱 쉽게 사용하기 위
해 적절한 도움말이나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가? 애초에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적 요인이 배제되어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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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데이터 규모와 네트워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등장한 패턴인 CQRS 는 명령과 조회의 책임을 
분리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IoT 환경 등에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응답 지연 시간으로 인해 사용자 경험이 대폭 하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응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솔루션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디스는 디스크 
최적화 DBMS 에서 발생하는 디스크 I/O 병목이 
제거되어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하지만 레디스와 같은 

기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단일 스레드 처리, 
잠금 및 메모리 저장 자료구조 등에서 다양한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드래곤플라이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며 비동기 비차단 CQRS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실제 적합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레디스와 
드래곤플라이 사이의 선택을 보조하고 비동기 비차단 

CQRS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클라우드 컴퓨팅, CQRS, OLAP, Redis, Dragonfly,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1. 서 론 

IoT 와 5G 의 확산으로 데이터 규모와 네트워킹 
수요가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IoT Analytics에 따르면 전 세계 IoT 
장치는 2025 년까지 309 억대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비 IoT 장치의 3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IoT 장치 수가 증가하면서 IoT 기기가 생산하는 
데이터도 점차 증가할 것이며, 생산하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에지 컴퓨팅 및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목받고 있다[1].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등장한 대용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아키텍처 패턴인 
CQRS (Comm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

tion)이 있다. CQRS 는 명령(command)과 조회 
(query)의 책임을 분리하여 일반적으로 요청 중 가장 
큰 비중을 가진 조회 요청과 그 외의 나머지 요청인 

명령에 대한 책임 분리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서로 다른 작업인 명령과 조회 
각각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다[2]. 특히 조회 

요청의 경우 IoT 환경과 같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을수록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만큼 사용자 경험은 대폭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의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를 처리하기 위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디스크 
최적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과 
대조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의존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디스(Redis)는 
오픈 소스 키-값 특화 캐시 및 저장소로,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다[3]. 

하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 과학에서 하나의 병목 
현상이 제거되면 다른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경우 특히 경합이 심한 

작업에서의 병목 현상은 일반적으로 잠금 관리자(lock 
manager)에 의해 일어난다[4]. 한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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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전체 트랜잭션 시간 중 
약 16~25%가 잠금 관리자와 상호 작용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고했다[5]. 또한 레디스는 대부분의 명령 
실행 관점에서 여전히 단일 스레드로 동작한다. 
레디스는 데이터의 원자성을 지키기 위해 단일 

스레드로 동작하는 방식 때문에 점차 발전하는 
하드웨어의 이점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필요할 경우 여러 개의 코어로 확장되기 위해 여러 

개의 레디스 인스턴스를 실행해야 한다[6]. 

 드래곤플라이(Dragonfly)는 이러한 관점에서 
레디스와 같은 기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성능 개선점을 최신 연구를 활용을 통해 기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고자 등장했다. 본 
논문에서는 드래곤플라이가 어떤 연구들을 활용해 

레디스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는지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드래곤플라이와 레디스의 비교 검증 
과정을 통해 드래곤플라이의 성능 및 메모리 효율성과 

가용성에 대해 분석한다. 검증은 개발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범용적인 성능을 가지는 시스템과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하도록 설정하고 비동기 비차단의 

CQRS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통한 검증 및 평가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성능 지표를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드래곤플라이와 레디스 사이에서의 선택을 

보조하고 다중 코어 및 다중 스레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비동기 비차단 CQRS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 본문 

2.1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는 오늘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CPU, 메모리 및 I/O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러한 하드웨어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저장소의 
키 공간을 여러 스레드 간에 분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각 스레드가 샤드라고 불리는 자체 딕셔너리 
데이터 조각을 관리할 수 있게하는 비공유 아키텍처를 
사용했다. 드래곤플라이는 io_uring 을 기반으로한 

비동기 커널 I/O와 Fiber를 기반으로한 비동기 스레딩 
모델을 사용하여 단일 인스턴스에서도 성능이 
수직으로 확장되어 초당 수백만 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25]. 또한 드래곤플라이는 다수의 키 연산에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트랜잭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VLL: a lock manager 

redesign for main memory database systems”[4]라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잠금 관리자 재설계와 관련된 
연구를 선택하였다. 비공유 아키텍처와 VLL 을 

사용하면 기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잠금 
관리자에서 사용되던 뮤텍스(Mutex)나 스핀록 
(Spinlock)을 사용하지 않고도 원자적인 다중 키 

연산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는 드래곤플라이의 성능이 
다른 상용 오픈 소스 솔루션과 비교해서 차별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이밖에도 

드래곤플라이의 다음 목표로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더 효율적인 자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핵심 해시 테이블 구조를 

“Dash: Scalable Hashing on Persistent Memory” 
연구를 기반으로 재설계하였다. 이는 대시 테이블 
(Dashtable)이라 불리며 연구 자체는 영속성 메모리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는 드래곤플라이에서 
직면한 문제들과 매우 적합하였기에 채택되었다[7]. 

대시 테이블은 CPU 와 메모리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 설계를 활용하여 드래곤플라이는 

더욱 혁신적인 성능을 끌어낼 수 있었다. 

2.2 CQRS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그림 1 CQRS 애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검증을 위해 구현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CQRS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이다. 

오랜 기간동안 서버 개발자에게 동시성이란 많은 
스레드를 통한 처리를 의미했지만, 이에 따라 과도하게 
스레드가 생성되어 메모리, CPU 의 부하로 성능이 

저하되었다. 하지만 IoT 와 같은 대규모 동시성과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함에 따라 최소한의 스레드와 
하드웨어 자원으로도 동시성을 처리해야할 요구사항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CQRS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처럼  많은 스레드를 생성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동기 비차단 I/O 와 다중 

스레드 처리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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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헥사고날(Hexagonal) 아키텍처 혹은 포트 

및 어댑터 아키텍처라 불리는 패턴을 기반으로 
설계하여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 외부 시스템과 
결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검증 과정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  커맨드 서비스 

가상의 IoT 디바이스로부터 가장 먼저 요청을 받는 
커맨드 서비스의 라우터는 수많은 디바이스의 명령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비동기 및 비차단 

방식으로 처리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도메인 비즈니스 
로직으로 전달한다. 전달받은 데이터는 포트와 
어댑터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요청이 자주 발생하는 커맨드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몽고DB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저장이 완료되면 서비스는 저장되는 정보를 

메시징 포트와 어댑터를 통해 메시지를 메시지 큐에 

전달한다.  

 

• 쿼리 서비스 

조회 요청을 처리하는 쿼리 서비스는 커맨드 
서비스로부터 받는 센싱 데이터 메시지를 리스너를 

통하여 비동기로 전달받게 된다. 이를 핵심 비즈니스 
로직에 전달하여 쿼리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이때 연결 

되어있는 어댑터에 따라 레디스에 저장할지, 
드래곤플라이에 저장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저장 
되어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은 사용자는 쿼리 

서비스의 라우터에 조회 요청을 전송한다. 같은 
흐름으로 조회용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어댑터에 따라 
다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조회를 

수행한다. 

 

2.3 성능 비교 검증 

• 검증 환경 구성 

성능 및 메모리 효율성 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검증 환경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시스템 성능으로 인한 
병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CQRS 
애플리케이션의 커맨드 서비스, 쿼리 서비스의 성능 
비교와 각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메모리 효율성을 

비교 검증했다. 커맨드 서비스의 검증은 가상 IoT 
디바이스 1,000 대를 가정하고 초당 70 회의 요청, 
요청당 512 Bytes 이며 50 초간 수행하였다. 쿼리 

서비스의 검증은 가상 사용자 1,000 명을 가정하고 
최신 1 건 데이터 조회와 범위 100 건 조회를 통해 
검증하였다. 메모리 효율성 비교에서는 10GB 의 

데이터를 영속화 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 메모리와 
수행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표 2. 커맨드 서비스 성능 비교 

 

표 3. 쿼리 서비스 성능 비교 

 

표 4. 메모리 효율성 비교 

 

 

3. 분석 

전체적으로 각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네트워크 
비용과 서버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각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크 만큼의 처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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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지 않았다. 레디스는 데이터 원자성을 지키기 
위해 여러 코어로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할 수 없고 

단일 스레드로 명령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중 스레드를 
활용하는 CQRS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더 낮은 성능을 
보였다. 드래곤플라이는 현시대의 발전한 하드웨어에 

맞춰 기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새로운 
설계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드래곤플라이가 응답 속도, 처리량, 메모리 효율성 
면에서 모두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비교 
과정에서 레디스는 MCU 와 같은 저성능 PC 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드래곤플라이의 경우 
저성능 PC에서 아예 지원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드래곤플라이에 비해 레디스는 단일 인스턴스에서 
다중 코어,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레디스도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권장되지 않는 범위 조회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복제 및 
클러스터 등의 안정성을 위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현 및 조사 과정에서 레디스의 
생태계가 훨씬 활발하여 문제 해결이 수월했다. 하지만 
드래곤플라이는 레디스의 API 를 대부분 지원하는 

특성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레디스의 생태계 활용할 
수 있었다. 드래곤플라이는 아직 0.11.0 버전의 베타로 
불안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신 하드웨어 발전을 

이용 가능한 설계로 레디스와의 성능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레디스 또한 계속해서 개선을 
진행중이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저성능 PC에서도 

사용 가능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대규모의 동시성과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는 CQRS 애플리케이션에서 
단일 인스턴스로 최상의 성능과 메모리 효율성을 

원한다면 드래곤플라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클러스터 구성, 복제를 통한 안정성을 원하거나 저성능 
PC 에서 사용하는 경우 레디스의 사용을 권장한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성능 비교에서 
발생한 서버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직, 수평 
확장된 시스템에서 검증을 진행하여 고성능의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더 큰 격차가 벌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현된 CQRS 애플리케이션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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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상현실 트 러는 가상현실을 현실감 있게 체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다양한 가상 체를 표현하기 

위한 형상 변형 트 러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손에 

 체의 형상이 각적으로 어 게 인지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문은 관성 모 트를 변화시  때 

체의 길이 지각에 대한 사람의 식별 능력을 확인하는 

사용자 실 을 수행한다. 실 은  개의 세 으로 

구성되어  가지 기준 주 관성 모 트에서의 차이 

역치와 버 소수를 구한다. 실  결과, 버 소수는 5, 

10, 20, 30×104 g·cm2의 주 관성 모 트에서 모두 대  

7%로 계산되었다. 연구 결과는 가상현실 트 러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역동적 접 (dynamic touch), 

관성 모 트(moment of inertia), 길이 지각(length 

perception), 차이 역치(differential threshold), 버 

소수(Weber fraction) 

1. 서 론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입감 

있는 가상현실을 위한 장비 역시 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 가상현실 트 러는 사용자가 다양한 가상 

체와 상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상용화된 가상현실 트 러는 다양한 입력 버튼들과 

효과적인 진동 피드 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부한 

경 을 길 수 있다. 그러나 상용 트 러들은 고정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검, 총, 도끼 등의 다양한 체들의 

형상의 각 정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시각 정보와 각 정보의 불일치는 

가상현실 입감을 크게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시- 각 정보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원하는 형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트 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가상 체의 형상에 따라 

실시간으로 모습이 변하는 형상 변형 트 러를 

개발하였다 [1,2].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트 러가 

얼마나 변화해야 각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거나, 직접 

개발한 트 러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만 

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특정 트 러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 에서 체의 형상을 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체에 대한 각 정보를 느끼기 위한 세 가지 방식에는 

수동적 접 , 능동적 접 , 역동적 접 이 있다 [3]. 

수동적 접 은 사람의 직접적인 움직 이 없을 때 

피부에 외부 체가 으며 발생하는 각 피드 을 

의미한다. 능동적 접 은 사람이 직접 움직여 외부 

체와 을 때 발생하는 각 피드 을 한다. 역동적 

접 은 사람이 체를 손에 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피드 을 한다.  

사용자는 가상현실을 체 할 때 자연스 게 트 러를 

고 휘두르며 지속적으로 역동적 접 을 한다. 역동적 

접 은 접  중에 발생하는 피부 자극과  및 줄의 

변화를 통해 고 있는 체의 무게, 크기, 형상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일부 선행 연구들 

[4,5]은 트 러 내부의 무게추를 기는 것을 통해 

트 러를 휘두를 때 다양한 형상을 느  수 있도록 

하는 형상 변형 트 러를 설계하였다.  

역동적 접 은 체를 고 휘두르는 것을 통해 체의 

정보를 알아내므로, 체의 모 트(moment)와 접한 

관련을 가진다. 모 트는 량 분포에 대한 정보를 

가지며 0 차 모 트는 전체 량, 1 차 모 트는 정적 

모 트, 2 차 모 트는 관성 모 트(moment of inertia; 

MOI)로 사용된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본 

문은 모 트 중에서 주 관성 모 트를 통해 사람의 

길이 지각 능력에 대해 조사한다. 관성 모 트와 길이 

지각에 대한 설명은 2 장에서 자세히 다 다.  

사람의 지각 능력은 차이 역치(differential threshold)와 

버 소수(Weber fraction)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차이 

역치는 최소 식별 차(just noticeabl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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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D)라고도 불리며, 두 자극을 구별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 차이를 한다 [6]. 이 때, 차이 역치는 

기 자극의 세기에 따라 비례하며 그 비율을 버 

소수라고 부른다. 버의 법 (Weber’s law)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자극에 대한 버 소수는 일정하다. 차이 

역치와 버 소수는 외부 자극에 대한 사람의 지각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닌다.  

본 문에서는 가상현실 트 러의 길이 지각이 주 

관성 모 트의 변화에 따라 어 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조건의 주 관성 모 트에서 길이 인지에 대한 

차이 역치와 버 상수를 구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길이 지각 능력에 대해 조사하고, 가상현실 트 러 

개발에 있어 관성 모 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2.   이 지 

관성 서는 3 차원 공간에서 좌표축에 따라 2 차 

모 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관성 서는 3×3 

대칭 행렬로 대각 성분에 해당하는 세 개의 관성 

모 트와 비대각 성분에 해당하는 여  개의 관성 

으로 구성된다. 본 실 에서는 트 러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관성 모 트를 쉽게 변화시  수 있는 

균일한 원통형 조건을 사용한다. 이 조건에서 관성 은 

0 으로 계산되며 그에 따른 관성 서는 다음과 같다.  

I1 0 0
0 I2 0
0 0 I3

 

관성 모 트는 특정 좌표계에서 각 좌표축에 대한 회전 

관성으로 일반적으로 I1 I2 I3 가 되도록 좌표계를 

설정한다. 균일한 원통형 조건에서 I1=I2이며 I1을 주 

관성 모 트로 부른다.  

많은 연구자들은 길이 인지에 있어 모 트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다 [7-9].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 

관성 모 트가 길이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관성 모 트에 의한 

사람의 길이 인지 능력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  

형상 변형 트 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상 변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길이 인지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 

본 문은 길이 인지를 위한 관성 모 트의 차이 역치와 

버 소수를 조사한다.  

3. 사   

실 은 가상현실 트 러가 일반적으로 가  수 있는 

범위의 관성 모 트에서 사람의 길이 지각 능력을 

확인한다. 실 을 5, 10, 20, 30×104 g·cm2의 기준 관성 

모 트를 가지는  개의 세 (세  1, 2, 3, 4)으로 

나 어 각 세 에 대한 심리 측정 함수(psychometric 

function)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길이 인지의 차이 

역치와 버 소수를 구한다. 본 실 은 저자가 속한 연구 

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인을 받아 진행되었다(PIRB-2021-E029). 

3.1   

실  조건을 위한 하드 어는 3D 프  된 손 이, 

알루미  파이프, 두 개의 동 디스크로 제작하였다. 

손 이의 직경이 길이 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손 이는 길이는 10 cm이며 직경은 4 cm로 설정하였다 

[7,9]. 세  1, 2, 3, 4 에서 알루미  막대의 길이는 

다양한 관성 모 트를 만들 수 있도록 각각 30, 40, 50, 

50 cm 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 조건의 무게는 268, 

275, 286, 286 g 을 가졌다. 두 개의 동 디스크는 

알루미  막대 안의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으로 형상 변형 트 러와 같이 전체 량을 바꾸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성 모 트를 만들 수 있다.  

각 세 에는 하나의 기준 조건과 기준 조건을 포함한 

일  개의 비교 조건이 있으며, 그 예로 세  1 에서 

사용된 실  조건들은 그림 1 과 같다. 각 세 에서 각 

조건이 가지는 관성 모 트는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 관성 모 트로 설정한 5×104 g·cm2에서 30×104 

g·cm2 지의 관성 모 트 범위는 상용 가상현실 

트 러에서부터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큰 트 러 

[10] 지 포함할 수 있는 범위이다. 각 세 의 최소와 

최대 관성 모 트를 가진 조건들은 사전 실 을 통해 

기준 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완 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그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 었다. 각 조건의 관성 모 트는 동 디스크의 

위치에 따라 MATLAB 을 통해 계산되었다. 

 

그림 1. 세  1 에 사용된 조건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4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4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표 1. 각 세  별 실  조건들(C1 ~ C7)의 관성 모 트(단위: 

×104 g·cm2). *은 기준 관성 모 트를 표시 

세  S1 S2 S3 S4 

C1 4.25 8.50 17.00 25.50 

C2 4.50 9.00 18.00 27.00 

C3 4.75 9.50 19.00 28.50 

C4* 5.00* 10.00* 20.00* 30.00* 

C5 5.25 10.50 21.00 31.50 

C6 5.50 11.00 22.00 33.00 

C7 5.75 11.50 23.00 34.50 

3.2  참  

실 에는 총 40 명의 피 자들(남자 31 명, 여자 9 명. 

평균 연 24.7±3.6세)이 여하였다. 실 은 피 자간 

설계(between-subject design)로 구성되어 피 자들은 

각  개의 세 에 10 명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피 자들은 모두 감각 기관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35 명의 피 자들은 오른손 이였고 

5 명의 피 자들은 손 이였다. 실 에 앞서 모든 

피 자들에게 본 실 의 설명과 함  사전동의를 

시행하였으며 실  후에 각 피 자들에게 1 만원의 

사례비를 지 하였다.  

3.3   

피 자들은 안대를 용한 로 의자에 아 실 을 

진행하였다. 피 자들은 우세손으로 체의 손 이를 

편하게 고 자유롭게 들며 더 길게 느 지는 체를 

판단하고 응답하였다.  

 

그림 2. 실  진행 모습 

실 은 모든 실  조건을 여러 번 반복하여 측정하는 

항상 자극법(method of constant stimuli)을 통해 

설계하였다. 매 시도마다 실  진행자는 피 자의 

우세손에 기준 조건과 하나의 비교 조건을 한 번에 

하나  제공하며, 피 자는 각 조건의 길이를 느 본 후 

서로를 비교한다. 피 자는 판단을 마칠 때 지 실  

진행자에게 조건의 전환을 원하는 만  요 할 수 

있으며, 실  진행자에게 어느 조건이 더 길게 

느 졌는지 한다.  

각 세 은 여  개의 록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세 과 록은 동일한 차를 수행하였다. 피 자에게 

주어지는 기준 조건과 비교 조건은 총 일  이 있다. 

각 록은 전체 이 두 번  다른 순서로 제공되어 총 

14 개의 시도로 구성되며 매 록에서 조건 이 

제공되는 순서는 무작위로 선 되었다. 피 자는 여  

개의 록 동안 각 조건을 12 번  총 84 번의 시도를 

수행하며 두 록마다 분한 식을 하였다. 

피 자가 실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50 분이 소요되었다.  

3.4 결과 분   

실  결과 분석은 피 자에게 기준 조건과 비교 조건이 

주어졌을 때 기준 조건보다 비교 조건이 더 길다고 

응답한 비율을 계산한 후, 모든 피 자들의 결과 

데이터를 모아서 진행하였다. 심리 측정 함수는 전체 

데이터를 0 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 적 가우시안 

분포로 피 하였으며, 평균 와 표준 편차 는 

Levenberg-Marquardt 비선형 최소자  알고리 을 

통해 계산되었다. 심리 측정 함수는 수식 (1)을 따르며, 

erf()는 가우시안 오차 함수를 한다.  

 (x; )=
1
2

1+erf
x-

2
 (1) 

버 소수는 심리 측정 함수에서 구한 차이 역치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주관적 평등점(point of subjective 

eqeuality; PSE) 은 기준 조건과 비교 조건이 같이 

느 지는 지점을 하며, 심리 측정 함수에서 50 번  

분위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차이 역치는 주관적 

평등점에서 심리 측정 함수의 75 번  분위에 

해당하는 지점 지의 거리를 한다.  

피 자들이 응답한 여  세  중  세 은 연습 

세 으로 나머지 다  세 의 결과를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그림 3 은 실 을 통해 구한 각 세 의 심리 측정 

함수들이다. 피 에 대한 평균 제  오차는 피 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각 

함수에서 평균 제  오차는 0.034, 0.030, 0.027, 

0.020 으로 모두 0.1 보다 낮아 피 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4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4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각 함수에 대한 주관적 평등점, 차이 역치, 버 소수는 

표 2 와 같다. 주관적 평등점은 각 세 에서 5.00, 9.97, 

19.91, 29.96×104 g·cm2으로 기준 관성 모 트와 0.5% 

이내의 작은 오차를 가졌다. 차이 역치들은 0.38, 0.72, 

1.53, 2.22×104 g·cm2으로 기준 관성 모 트가 커 에 

따라 함  커졌다. 그에 따른 버 소수는 각각 0.076, 

0.072, 0.077, 0.074 로 기준 관성 모 트에 관계없이 

모두 7%로 유사하였다. 이는 5×104 g·cm2부터 30×104 

g·cm2 의 범위에서 체의 관성 모 트가 7%만  

변화할 때 사용자가 체의 변화를 알아차  수 있다는 

것을 하며 역동적 접 을 통한 길이 인지가 버의 

법 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각 세 의 심리 측정 함수 별 결과 요약 

세  S1 S2 S3 S4 

기준 관성 모 트 

(×104 g·cm2) 
5.0 10.0 20.0 30.0 

주관적 평등점 

(×104 g·cm2) 
5.00 9.97 19.91 29.96 

차이 역치 (×104 

g·cm2) 
0.38 0.72 1.53 2.22 

버 소수 0.076 0.072 0.077 0.074 

버 소수 7%라는 결과는 무거움 지각에 대한 관성 

모 트의 평균 버 소수인 28%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11].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해당 문에서 사용된 관성 모 트가 본 

문의 최대 관성 모 트인 30×104 g·cm2보다 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람에게 큰 피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각이 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길이와 무거움은 완전히 일치하는 개 이 아니라는 것 

역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본 실 의 결과는 현재 사용되는 고정된 형태의 

트 러가 높은 사용자 경 을 이 어 내는 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에 따라, 가상 

현실 트 러의 설계에 있어 시각적 및 각적 형태 

인식을 올바르게 합치시 기 위해 관성 모 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문은 부한 가상현실 체 을 위하여, 형상 변형 

트 러의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의 길이 

지각에 대한 식별 능력을 확인한다. 항상 자극법으로 

설계된 사용자 실 을 통해, 사용자가 역동적 접 을 

수행할 때의 길이 지각에 대한 관성 모 트의 차이 

역치와 버 소수를 구하였다.  

그림 3. 각 세  별 심리 측정 함수 그림 3. 각 세  별 심리 측정 함수 그림 3. 각 세  별 심리 측정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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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결과, 피 자들은 5×104 g·cm2 부터 30×104 

g·cm2 지의 은 범위에서 7%의 일정한 버 소수를 

가진다. 따라서, 해당 범위 내의 관성 모 트가 7%만  

변하면 사람에게 다른 체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  조건은 원통형으로 

연구 결과를 이나 부피가 존재하는 체의 경우 

바로 적용시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나 

부피가 존재하는 체에 대한 추가적인 길이 인지 

실 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관성 모 트에 따른 체의 

길이 지각에 대해 사람의 인지 능력을 확인하였으며, 

가상현실 트 러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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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투두메이트 주요 기능 및 인터랙션 플로우 도식화

요약문 

‘투두메이트’는 유저 개인이 자신의 할 일을 관리하는 

동시에 그 달성 여부를 팔로워들과 공유함으로써 

생산성 증진과 네트워킹을 함께 도모하는 할 일 

관리(e-PTM: electronic Personal Task Management) 

도구가, 동시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역할도 수행하는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유형의 

SNS 이자 e-PTM 도구로서의 투두메이트의 사용에 

있어 개인적(e-PTM) 측면, 사회적(SNS) 측면, 그리고 

복합적 측면의 이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11 명의 20 대 투두메이트 사용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투두메이트를 통해 자신의 할 일을 관리하고, 그의 완료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열심히 사는’ 자신을 전시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지지,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 내 직, 간접적 상호작용은 

‘모방’과 ‘긴장’의 양가적 기제를 유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PTM 및 SNS 요소가 결합된 

서비스 디자인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주제어 

할 일 관리, 과업 관리, 소셜미디어, SNS, e-PTM, 

투두메이트 

1. 서 론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과업과 스케줄을 

자신의 방식으로 관리한다. 더욱이 멀티태스킹을 

요구받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메모지나 다이어리와 

같은 아날로그 도구에서부터 온라인 캘린더와 같은 

컴퓨터 매개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할 일 관리 

수단을 물색하고 사용한다. 이렇듯 전자기기를 활용한 

개인의 과업 관리 (electronic Personal Task 

Management, 이하 e-PTM)에 관한 연구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탐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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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단위 협업 과정에서는 과업 종류와 진척 상황에 

대한 공유가 필수적이다 [2]. 하지만 개인적 차원의 e-

PTM 연구의 영역에서, 직장 동료나 가족, 연인 관계가 

아닌 이들끼리 일상 속의 할 일과 세부 일정을 수시로 

공유하는 현상은 크게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나 지난 

2020 년 e-PTM 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 투두메이트가 등장하였고, 10-20 대의 

유저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투두메이트는 자신의 

일상 속 할 일 목록 (to-do list)과 스케줄을 공개하고 

‘좋아요’를 주고받는 응용 프로그램 (Application, 이하 

‘앱’)이다. 즉, 투두메이트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개인용 

e-PTM 도구이자, 동시에 e-PTM 과정에 온라인

상호작용을 접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가 혼합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투두메이트의 인기는 SNS 기반의 온라인 상호작용이 

개인 차원의 일상적 과업 관리를 보조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업 성취의 향상이나 건강 

관리 등 공동의 목적을 가진 이들이 개인의 SNS 를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3,4,5], 서로 다른 목적과 상황을 가진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포괄적인 e-PTM 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사례는 널리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투두메이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e-

PTM에 온라인 소셜 인터랙션을 활용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질적 분석한다. 특히 개인이 e-PTM 도구를 

사용하는 양상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SNS 로서의 

특성이 해당 맥락에서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e-PTM 도구 및 새로운 유형의 SNS 의 

설계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및 선행 연구

2.1 ‘갓생’과 ‘투두메이트(To-Do Mate)’

최근 ‘부지런하고 모범이 되는 삶’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조어인 ‘갓생(god+生)’이 MZ세대가 주목하는 

키워드이자 트렌드가 되었다[6]. 투두메이트 역시 

이러한 유행과 맞물려 ‘갓생’을 위한 보조 도구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2020 년 8 월 출시된 이후 

2021 년 iOS 앱 스토어의 ‘생산성’ 카테고리에서 

1 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2022 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00 만 회 이상의 설치 수를 

기록하는 등 MZ 세대에게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안드로이드 플랫폼 기준 투두메이트의 전체 

사용자는 10대가 30%, 20대가 47%이다 [6]). 

투두메이트는 일자별로 ‘할 일’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e-PTM 기능과, 각 ‘할 일’의 완료 

여부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주고받는 SNS 기능으로 

구성된다(2022 년 9 월 버전 기준, 그림 1.). 사용자는 

자신의 할 일 관리(e-PTM)를 위해서 ‘목표’를 

등록하고, 각 ‘목표’의 일별 ‘할 일’을 추가한다. 

사용자들은 개별 ‘할 일’에 대해 체크표시를 

클릭함으로써 해당 '할 일’ 항목의 완료 여부를 기록할 

수 있다. 

SNS 측면에서는 다른 이용자들의 ‘목표’와 ‘할 일’을 

열람하고 이의 달성 여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고 싶은 

이용자들을 팔로우할 수 있다. 팔로우 관계가 

아니더라도 프로필에 접근하면 공개된 목표와 할 일 

목록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둘러보기’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노출시킬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각 ‘목표’의 공개 범위 역시 ‘나만보기’, ‘일부공개’, 

‘전체공개’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유저가 할 일 항목의 

완료 여부를 ‘체크’하면 팔로워(전체 또는 일부)에게 

푸시 알림(“‘000’님이 ‘0000’ 할 일을 

완료하였습니다”)이 발송된다. 다른 유저가 완료한 할 

일에는 스티커 등으로 ‘좋아요’를 표시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2.2 e-PTM 관련 연구 동향 

개인의 할 일을 기억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e-PTM 행동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선행 

연구들이 HCI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Haraty 외 4 인(2012)은 e-PTM 사용에 있어 

개인의 할 일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조정하는 e-PTM 

내의 행위들과 이를 매개하는 시스템의 어포던스 

(Affordance)를 유형화하였다 [7]. Kasmin 외 

2인(2012)은 e-PTM의 사용 맥락에 작용하는 개인적 

요인을 내, 외부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8]. 

이와 같이 e-PTM 을 둘러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할 일 관리에 대해 많은 경우 ‘개인적’ 영역의 

과업으로만 여겨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 동향을 

고려하였을 때, 투두메이트와 같이 e-PTM 도구가 

개인적 영역의 할 일 관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소셜 인터랙션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집중하는 투두메이트의 사례 연구가 기존 e-PTM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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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NS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의 활용 

SNS 이용 목적과 가치의 다양성은 매우 폭넓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오락을 위한 컨텐츠 

소비’, 또는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 뿐 아니라 [10], 

특정한 개인적 목적 및 그의 수행을 위해 SNS 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한 선행연구에 의해 

포착되어왔다. 예를 들어 Spiliotopoulos 외 

3 인(2016)은 운동, 식생활 등 건강한 생활습관의 

목표를 가진 개인들이 서로 SNS 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는 현상에 주목했으며 [4], Gharra 외 

3 인(2021)은 학생들이 학업적 성취를 위해 SNS 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3]. 반면 

투두메이트처럼 서로 다른 관계성과 목적을 지닌 

다수의 사용자들이 자신의 할 일과 성취 여부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e-PTM 목적의 SNS’ 이용경험 

연구는 여전히 크게 보고된 바가 없다. 

3. 연구 방법

투두메이트를 활용하는 동기와 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은 

모집 시점을 기준으로 3 개월 이상 투두메이트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성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자들의 투두메이트 계정을 팔로우 하여, 그들의 할 

일 관리 양상에 대해 관찰하였다. 또한 인터뷰 진행일

전 사흘간 각 참여자들의 ‘알림 대시보드’를 캡처한

이미지를 수집하여, 투두메이트 내에서의 소셜

인터랙션 양상을 관찰하고자 했다.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의 투두메이트 화면을 함께 보면서 대화하는

맥락적 질의(Contextual Inquiry)가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절차 전반에 관하여 서울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쳤고, 연구 참여자 모집부터의 과정은 심의

승인일 이후부터 진행하였다.

3.1 연구 참여자 모집 방법 

투두메이트는 내부 메신저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SNS (예: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 투두메이트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과 참여 신청서 (연구 

설명을 포함한 온라인 설문지)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신청 설문지를 작성한 인원 중 연구 참여 

대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인원과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한 인원을 제외한 11명이 (표 1) 연구 참여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23세이며(만 19세 - 28세) 남성 2명, 여성 

9 명으로 구성되었다. 투두메이트 이용 시기는 최소 

3 개월에서 15 개월 이상까지 다양하였고, 모두 최소 

1명 이상의 유저를 팔로우하고 있었다. 표 1에 드러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인들을 중심으로 

팔로우 하고 있었으나, 생활 반경이나 앱 사용 목적, 

직업 등에 대해서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상이한, 혹은 

이들이 혼합된 형식의 다양한 팔로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다.  

표 1인터뷰에서 확인된 연구 참여자의 팔로워 네트워크 구성 

구분 팔로워 구성 목적/생활 반경/직업 

P1 지인 비슷한 사람+다른 사람 

P2 지인 다른 사람 

P3 지인 비슷한 사람 

P4 지인+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P5 지인+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P6 지인 비슷한 사람 

P7 지인 다른 사람 

P8 지인 비슷한 사람 

P9 지인 다른 사람 

P10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P11 지인 비슷한 사람+다른 사람 

3.2 사전 과제 수행과 비대면 관찰 

인터뷰 질문과 맥락적 질의의 개인화를 위하여 각 

참여자가 투두메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을 인터뷰 전에 

미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 동의 

이후 연구용 계정으로 참여자를 팔로우하여 ‘할 일’의 

목록 및 개수와 ‘목표’ 등을 포함한 개인적 차원의 이용 

방식 (e-PTM)을 관찰하였다. 이때 참여자가 

‘일부공개’ 또는 ‘비공개’한 ‘목표’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할 일’을 입력하거나 ‘좋아요’를 발송하지 

않았다.  

사회적 차원의 이용 방식(SNS 측면)은 사전과제 

부여를 통해서 관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 

장소와 일정을 협의한 이후, 인터뷰 일자 전 3 일간 

투두메이트의 ‘알림’ 대시보드를 스크롤 캡처한 

이미지를 1일 1회 전송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알림’ 

대시보드는 참여자가 팔로우한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알림과 이에 ‘좋아요’를 누른 여부를 포함한다. 이때 

공개하기 꺼려지는 내용은 자유롭게 편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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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면 반구조화 인터뷰와 맥락적 질의 

개별 인터뷰는 약속된 일정에 따라 연구자와 1:1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인터뷰는 1 시간 30 분 

내외로 진행했다. 장소 조율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Zoom 을 통한 비대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질문의 

순서와 비중은 3.2. 에서 파악한 참여자의 이용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였으나, 공통적으로는 

투두메이트를 e-PTM으로써 사용하는 개인적 동기와 

방식, 또한 투두메이트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및 동기 등을 질문하였다. 이때 맥락적 질의를 위하여 

참여자의 투두메이트 화면을 연구자에게 공유하면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4 데이터 분석 

인터뷰를 완료한 연구 참여자에게는 교통비를 포함한 

현금 3만원이 사례로 지급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추가 

파악된 내용을 포함, 참여자 11 인의 인터뷰 

전사(transcripts)를 테마분석(Thematic Analysis)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4. 연구 결과

인터뷰의 테마 분석 결과 투두메이트 이용 경험은 

개인의 e-PTM 전략 (4.1), e-PTM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소통 경험 (4.2),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변화하는 e-PTM 경험(4.3)등의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4.1 e-PTM 도구로서의 투두메이트 (개인적 이용) 

4.1.1 할 일을 기억하기, 기록하기, 유지 ·조정하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할 일을 ‘까먹지’ 않기 위해” 
(P1, P4, P6, P9, P10, P11) 투두메이트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쁜 스케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참여자들은 이에 “엄청나게 의존” (P1, P6, P8)하고 

있으며 “외장 두뇌” (P6), “뇌 클라우드” (P4) 같은 

존재로 여긴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관리하는 과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기억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과제가 나왔을 때” (P3), “예약을 했을 때” 
(P4, P6),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P5, P7) 등) 이를 

즉시 투두메이트에 기록함으로써 할 일을 기억하는 데 

드는 인지적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할 

일에 대해 기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이후 특정 

시기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때(“일기” (P5, P6)나 “업무일지 작성” (P7) 등) 자신의 

지난 할 일 기록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할 일의 기억 및 기록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 [8]에서 

제시된 것처럼 목표에 따라 할 일을 분류하는 

‘유지·조정’의 활동들도 관찰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모티콘과 같은 기호 등을 활용해서 기록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 캘린더나 다이어리, 메모장 등의 

다른 도구와 병용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일정관리 

방식을 찾아갔다. 예를 들어, 하루만에 끝나지 않는 

일들을 투두메이트에 담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일부러 진척도나 단계에 따라 작은 

단위로 나누기도 하였다 (P5, P6, P10). 

4.1.2 할 일의 수행: 성취감과 아쉬움의 증폭 

투두메이트는 개별 할 일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인터페이스 상에서 확인 가능한 '할 

일’ 완료 여부의 시각화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칭찬 스티커’같은 느낌” (P4), “해 

냈다는 느낌” (P11), “열심히 살았다는 느낌” (P1, P3, 

P8) 등으로 표현되었다.  

반면 목표한 일을 끝마치지 못했을 때 “화면을 보면 
불편해” (P1, P4, P5) 지는 등 아쉬움과 죄책감이 

강화된다는 언급이 있었다. 

4.1.3 할 일 관리의 역할을 넘어서는 기록의 범위와 
종류 

이외에도 투두메이트 에서의 할 일 관리에 있어서는 

선행연구 [1,7]에서 언급되지 않는 행동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PTM 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해야 할 일’이 아닌) 기록이 플랫폼 

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짐이나(“내 
힘으로 돈을 만들어보자”, P8) 감정(“나를 사랑하는 
방법”, P5), 소회(“홍보도 일이 많구나. 잠시 쉬자”, P6) 

등을 ‘할 일’ 항목으로 기록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4.2 SNS로서의 투두메이트 (사회적 이용) 

4.2.1사회적 존재감의 충족 수단 

투두메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정착하게 된 

계기는 모두 e-PTM 도구로서의 투두메이트의 기능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로서의 특성에 기인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투두메이트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나 혼자 해 나가는 게 아니” (P2, P8)라는 느낌, 

“마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P3) 느낌 등과 같이 

다른 사용자들과의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응원”을 주고받고 싶거나 (P4, 

P10), 열심히 살 “자극” (P5) 또는 “침대에서 일어날 
힘” (P2, P6)과 같은 효과를 언급한 참여자도 존재했다. 

이렇듯, 이와 같이 투두메이트에서 매개되는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존재감은 4.1 에서 개인적 e-

PTM으로서의 이용 양상과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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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직접적 및 간접적 소통의 수단  

다양한 사회적 존재감을 매개하는 기능을 넘어, 

투두메이트 내에서 팔로워 간 직,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이는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과 팔로잉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로 지인만을 팔로우 관계에 포함시켜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과 폐쇄적으로 투두메이트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경우, 서로의 할 일과 일정을 체크함으로써, 별다른 

노력 없이도 서로의 근황과 소식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투두메이트 외의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소통의 

명분과 대화의 소재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지인의 할 일 완료 알림에 대해 “내가 항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일” (P1, P2 P6)이나 “기특한” (P4, P9), 

“재밌게 쓴” (P2, P5, P11) 할 일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본인의 ‘할 

일’을 완료하면 팔로워들에게 푸시 알림이 전송된다는 

점에 착안, 팔로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일’에 

적어서 체크하는 등 (“냅다 소리지르기” (P2), “저녁 뭐 
먹을래? 스티커로 투표해 줘” (P11)) 일종의 

메신저처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실제로 알지 못하는 익명의 다수와 팔로잉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서로의 할 

일 및 완료 알람에 대해 열람하고, ‘좋아요’를 누름

으로써 투두메이트 안에서의 유대감을 쌓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인 

팔로워에게도 ‘좋아요’를 누르는 기준은 지인과 

유사하지만, 호혜성의 부담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팔로우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는 “성실하게 쓰는 사람인지” (P4, P5, 

P10)등을 나름의 기준으로 “심사”하여 ‘맞팔’ 여부를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4.3 온라인 소셜 인터랙션이 야기한 PTM 행동 특징 

4.3.1 e-PTM 과정의 ‘모방’을 통한 적응 

사용자들이 자신의 할 일 관리 전략을 발전시키려는 

방향성을 찾을 때 같은 플랫폼에 있는 다른 유저를 

모방하는 경향이 포착되었다. 다른 사용자가 “('할 
일'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쓰길래 나도 이렇게 써 
보려고” (P11) 했다든가, “‘할 일’을 쪼개니까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P10), 

“‘커리어우먼’처럼 보이는 유저를 보고 내 ‘할 일’도 
괜히 멋있게 포장했다” (P5) 등의 형식적 차원의 

모방이 다수 언급되었다. 그뿐 아니라 함께 

투두메이트를 사용하는 지인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본받으려 따라했다” (P6)든가 “시험 공부 과정을 
투두메이트에서 참고” (P8)하는 등 타인의 생활 

방식이나 과업 전략에 대해 자신의 할 일 관리에 있어 

모방하는 행위가 목격되었다.  

4.3.2 할 일과 목표 카테고리의 선택적 노출 

 “남을 의식하는”, “결과만을 전시하는” SNS의 사례로 

인스타그램과 투두메이트를 비교한 한 참가자는 

“투두메이트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처럼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다” (P9)며 기존의 SNS 에서 느끼는 

연출의 피로감이 덜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인스타그램은 결과만 보여주어 오해를 사지만, 
투두메이트는 그럴 일이 없다” (P6)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사용자들이 투두메이트를 하나의 SNS 로 

인식하고 있으나, 기존의 다른 SNS 플랫폼과 달리 

진실성 (Authenticity)있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여김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일정과 할 일 목록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취업이나 공모전 
준비처럼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 (P2)이나 “다소 
부끄럽게 느껴지는 일,” (P7, P8, P9) (“피부과 방문”, 
“화장품 사기”, “명언” 등) 또는 약속이나 일정 등 

“사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일” (P5) 등에 대해 남들이 잘 

알아챌 수 없게 자신의 할 일을 “일부러 모호하게 작성” 
(P2) 하거나 자신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하는 경향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생활 반경이나 

직업 등이 비슷한 지인들과 함께 투두메이트를 쓸 때 

더 두드러졌다. 모르는 사람들과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남들 보라고 쓰는 것” (P4, P10)이기 

때문에 자신의 할 일의 공개의 층위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4.3.3 PTM 과정의 공유에 잠재된 긴장 

개인적 할 일의 관리 도구이자 SNS 로서의 

투두메이트의 이용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이 드러났던 

지점은 크게 두 부분이었다. 먼저, 참여자가 자신과 

비슷한 목표를 (예: 취업, 시험 합격)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취와 성과들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다. 

투두메이트는 “나보다 앞서가는 친구의 (결과가 아닌) 
과정” (P1, P11) 까지 보여주므로 조바심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부정적 경험은 참여자가 모종의 

이유로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자신과 달리 “열심히 사는 
팔로워들의 할 일 완료 알림을 마주하는 순간” (P2, 

P10) 이다. 상호작용이 사회적 존재감, 응원 및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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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더라도 자신의 의욕이나 성취 상태에 따라 

상대방의 성취가 ‘긍정적인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책감 및 큰 부담으로 여겨지며 잠시 앱을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5.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두메이트의 사례가 

앞으로의 e-PTM 및 SNS 요소가 결합된 서비스 

설계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5.1 기존 SNS에 대한 피로감과 이의 대안적 방향성 

투두메이트가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SNS 기능은 

상대방의 할 일 목록을 열람하고, 완료한 할 일에 

‘좋아요’ 스티커를 주고받는 인터랙션으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과 

존재를 확인하는 사회적 존재감 및 직, 간접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투두메이트 내의 할 일 관리 행위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산성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SNS에 비하여 연출의 피로감 

등은 많이 관찰되지 않았다. 즉 ‘꾸며냄’이 아니라 

‘선택적 노출'만이 가능한, 비교적 진실한 (Authentic) 

소셜 미디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잠재적 니즈를 

투두메이트로부터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영미권의 

Z세대 내에서 ‘비리얼(BeReal)’ 등 ‘가식을 제한하는’ 

SNS가 급부상 [11] 하는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 

5.2 모방과 긴장의 양가적 기제 

투두메이트 내에서의 소셜 인터랙션은 서로의 좋은 

점을 ‘모방’ 하거나 상호 간 ‘동기’를 얻는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비슷한 목표를 가진 잠재적 

‘경쟁자’들의 성취에 노출되거나 자신이 이루지 못하고 

있는 과업에 대한 ‘긴장’, ‘자책감’, ‘부담’ 등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PTM과 연계된 

소셜 인터랙션을 설계할 때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는 

이들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의 ‘과정’은 모방의 

기제로서 개인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생활반경이나 목표가 가까운 

이들끼리의 과업 중심 상호작용은 자칫 조바심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e-PTM 과 SNS 가 접목된 사례로서 

투두메이트의 이용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할 일을 관리하고 그 완료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열심히 사는’ 자신을 전시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지지,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직, 간접적 상호작용은 ‘모방’과 ‘긴장’의 

양가적 기제를 유발하였다. 개인의 할 일 관리 양상과 

소셜 인터랙션 행동 사이의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투두메이트의 사례가 앞으로의 e-PTM 및 SNS 요소가 

결합된 서비스 설계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소수의 투두메이트 

이용자의 경험에 국한되어 제시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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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Rsity: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교육을 위한 VR 그룹  

역할놀이 플랫폼 디자인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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돆魂뎦껲ꁪ 끺Ꞟ삎뒢밮됖 끺Ꞟ삎쇆딚 땊둿쌮돂 꿮ꆯ
쓶몊뎊� 뗚ꆯ 쓶몊뎊� 뒢벺� ꧲髒 駯딖 땻댶땎
땊ꆯ뙆꿮ꂾ뎦 ꃖ쌲 꼒껲 ꧥ 꺳몊낶쐎 ꅆ땊뼆Ꝓ
꿮랧쌮骶 ꈦ 鰆鰆Ꝓ 뾋쌲 -&7 꼇ꁻ뎦 ꃖ썊
갚鬦쌮骶땦 쌲ꂺ� ꏦ쌲�  돆魂뎦껲ꁪ 鰆뙊딮 솟駖
ꩫ 둎뎦ꆚ 꺂둿땦 駲駲땎딮 삏꼇髒 꺗髖뎜땊
꼇ꁻ딚 솟駖쌶 꿮 땞ꁪ 0�KTQI :XJW�(WTXX�
;FQNIFYNTS딚 꺂둿쌮돂 鰆뙊 돆魂뎦껲 Ꞥ땊 꺂둿ꇲ
ꅎꊺ딮 꼇ꁻ딚 갚鬦쌮骶땦 쌲ꂺ� 뭪駖뗗딒 鰆뙊
돆魂뎦 ꌆꝊꡊ 땻댶땎딮 땛땻딚 랗뗧 骓쎮썊
딒넾 땻댶땎뎦 ꃖ쌲 땎낳딚 ꪖ쐪낲뺂 꿮 땞딢딚
쐫땎쌮돖ꂺ@�B� ꌆꕒ껲 ꅆ땊뼆 꿮랧髒뗫뎦껲
꺂둿땦駖 몊쎮쌮ꁪ 驙Ꞣ딒ꆚ 땻댶땎뎦 ꃖ쌲 댪ꤋ뗗
땎낳 ꪖ쐪Ꝓ 땒딒뺂 꿮 땞ꁪ랖 .RUQNHNY &XXTHNFYNTS
9JXY .&9�@�BꝒ 땊둿쌮돂 쐫땎쌮骶땦 쌲ꂺ�

2. 실험 방법

실험 참가자

 낺쎮딖 뫳 �� ꡛ딮 낺쎮 먎駖땦2"����� 8)"���� 
+JRFQJ� ��
�Ꝓ 랧쌮돖딒ꡆ� ꊶ 낺쎮 먎駖땦ꁪ
댞ꊲ땊ꊲ 끺Ꞟ삎쇆딚 꽢랖쌮돖ꂺ�

데이터 수집 앱

 돆魂뎦껲ꁪ 끺Ꞟ삎쇆딮 꼒껲 ꅆ땊뼆Ꝓ 꿮랧쌮鰆
듚쌲 댞ꊲ땊ꊲ 덇髒 끺Ꞟ삎뒢밮딮 꼒껲 ꧥ
꺳몊낶쐎 ꅆ땊뼆Ꝓ 꿮랧쌮鰆 듚쌲 댞ꊲ땊ꊲ 뒢밮
덇딚 駲꧲쌮돖ꂺ� 끺Ꞟ삎쇆 덇딚 뾋썊 뎊ꍺ
땊ꆯ뙆꿮ꂾ뎦 ꃖ쌲 ꅆ땊뼆Ꝓ 꿮랧쌶 랖됖 뛒ꠎꂞ�
駖� 꽦� 鰆뺖 뛧 뎊ꍺ 듚밮뎦 끺Ꞟ삎쇆딚 ꈦ骶
ꅆ땊뼆Ꝓ 꿮랧쌶 랖 껶뺳쌲 ꉺ� �� ꭚꆯ댞 ꅆ땊뼆Ꝓ
믷뗫쌮돖ꂺ� 끺Ꞟ삎뒢밮뎦껲ꁪ 땊ꆯ뙆꿮ꂾꞢ딚
껶뺳쌲 ꉺ� Ꞟ먂駖랖 �� ꭚꆯ댞 ꅆ땊뼆Ꝓ
믷뗫쌮ꆚ 駲꧲쌮돖ꂺ�

실험 과정

낺쎮 먎駖땦ꁪ 낺쎮 뗚뎦 꺂뗚 껺ꤎ랖Ꝓ 땧꼇쌮돖ꂺ�
ꅆ땊뼆 꿮랧딚 듚썊 땎딮 끺Ꞟ삎쇆뎦 ꅆ땊뼆 꿮랧
덇딚 껺밮쌮돖骶� 끺Ꞟ삎뒢밮 ꅆ땊뼆 꿮랧 덇땊
껺밮ꇮ뎊 땞ꁪ 끺Ꞟ삎 뒢밮꺒꼇 駺ꗃ낲 뒢밮 ��Ꝓ
맿둿쌮돖ꂺ� 駗 낺쎮 먎駖땦ꁪ ꅆ땊뼆 꿮랧 덇
낺썟ꩫ뎦 ꃖ쌲 껺ꡛ딚 ꊺ딖 쒚� � 駖랖 땻댶땎
땊ꆯ뙆꿮ꂾ駖Ꞣ앞 땞鰆� 驍鰆� 꿮ꆯ 쓶몊뎊� 뗚ꆯ
쓶몊뎊� 뒢벺� ꧲�뎦 ꃖ쌲 꼒껲 ꧥ 꺳몊낶쐎
ꅆ땊뼆Ꝓ 駗 �� ꭚ닿 꿮랧쌮돖ꂺ� ꅆ땊뼆 꿮랧딖
낺麊됖 낺둎뎦껲 駗駗 쌲 ꩞닿 랚썟ꇮ뎞ꂺ� ꏦ쌲�

낺쎮 쐮骓髒 꺗髖뎜땊 ꅆ땊뼆 꿮랧 뗚쒚뎦 .&9@�B
땻댶땎뎦 ꃖ쌲 낺쎮 먎駖땦딮 댪ꤋ뗗 뺲ꆚꝒ
믷뗫쌮돖ꂺ�

수집된 데이터

� 駖랖딮 꼒껲껶쏫 駖꽣ꆚ� 땦땊끺봪싚� 땦鰆땻 ꧥ
뛧ꗻ 꼒껲� ꧥ 꺳몊낶쐎 ꅆ땊뼆냂ꧫ꿮�Ꝓ ��-_ 
꿮랧쌮돖ꂺ� ꅆ땊뼆 꿮랧 낲땧 뗚쒚 ꧲꺳 駖ꁻ쌲
돺ꜮꝒ 뛚땊骶땦 駗 땊ꆯ뙆꿮ꂾ ꪚ 꿮랧ꇲ
�� ꭚ딮 ꅆ땊뼆딮 멮딢髒 鸳딮 �� 뫞Ꝓ 뗲驆쌮돂
�� ꭚ딮 ꅆ땊뼆Ꝓ 쐲둿쌮돖ꂺ�

ꌆꕒ껲 � 駖랖 땊ꆯ뙆꿮ꂾ뎦 ꃖ썊 駗 �� ꭚ딮
ꅆ땊뼆Ꝓ �� ꡛ딮 낺쎮 먎駖땦뎦驢 � ꩞닿낺麊� 낺둎�
꿮랧쌮돂 뫳 ����� ꭚ덓 �� 낲駚�딮 땊ꆯ뙆꿮ꂾ
ꅆ땊뼆駖 꿮랧ꇮ뎞ꂺ� 쌯낋딚 듚썊 꿮랧ꇲ ꅆ땊뼆ꁪ
� 뫞 ꂾ듚 鹮ꀊ딒ꡆ� 鹮鿶랚 � 뫞딮 ꅆ땊뼆 뙆駗딚
쌮鹮딮 쌯낋 ꅆ땊뼆 ꏦꁪ 뼢끺삎 ꅆ땊뼆
쐲둿쌮돖ꂺ�

 돆魂뎦껲ꁪ 끺Ꞟ삎쇆髒 끺Ꞟ삎뒢밮딮 꼇ꁻ딚
갚鬦쌮鰆 듚썊 ꈦ 鰆鰆뎦껲 꿮랧쌲 駗駗딮 ꅆ땊뼆Ꝓ
ꆯ땒쌲 ꅎ 쌯낋 쒚뎦 駯딖 꼇ꁻ 솟駖 ꩫ딚 驆몦
솟駖쌮돖ꂺ� 땊ꌢ� 鰆鰆딮 삏꼇딚 骶ꗺ쌮돂
끺Ꞟ삎쇆뎦껲ꁪ � 駖랖 꼒껲 ꅆ땊뼆Ꝓ 꿮랧쌮돖骶�
끺Ꞟ삎뒢밮뎦껲ꁪ � 駖랖 꼒껲 ꅆ땊뼆됖 꺳몊낶쐎
ꅆ땊뼆Ꝓ 꿮랧쌮돖ꂺ�

모델 아키텍처

쌯낋 ꅎꁪ 鰆뙊 돆魂ꊺ뎦껲 꺂둿쌲 � 駖랖딮
鰆骚쌯낋 ꅎ)JHNXNTS 9WJJ)9�� 7FSITR
+TWJXY7+�� 8ZUUTWY ;JHYTW 2FHMNSJ8;2��髒
� 駖랖딮 ꋻꗂꂳ ꅎ)JJU 3JZWFQ 3JY\TWP)33��
(TS[TQZYNTSFQ 3JZWFQ 3JY\TWP(33�� 7JHZWWJSY
3JZWFQ 3JY\TWP733��딚 꺂둿쌮돖ꂺ@�B@�B@�B�

鰆骚쌯낋 ꅎ뎦 ꅆ땊뼆Ꝓ 쌯낋낲빺鰆 듚썊 � 뫞
빂鰆딮 쌮鹮딮 ꅆ땊뼆 뙆駗뎦 ꃖ쌲 駗 꼒껲 ꧥ
꺳몊낶쐎 ꅆ땊뼆딮 솟鮶髒 숲뛖솎맾� 솟鮶 鬦맾듾�
묲꽢駨� 묲ꃖ駨딚 뭪뭲쌮돖ꂺ�

· )9� ꭚꜮ 삎ꞂꝒ 魂꼇쌮돂 駗 齎ꊲ뎦껲 뗫
땊ꊳ딚 묲ꃖ쐪쌮돂 땊랚 삎ꞂꝒ 魂꼇쌮ꁪ
(QFXXNKNHFYNTS &SI 7JLWJXXNTS 9WJJ
(&79�댢骶Ꞃ띮딚 뗗둿쌮돖ꂺ� 랖ꂞ 랖꿮Ꝓ
뗗둿쌮돂 뗫 땊ꊳ딚 믷뗫쌮돖ꂺ�

· 7+� )9딮 댯꺗ꯪ ꅎ� 쒞ꗾꅆ땊뼆뎦껲
ꤊ땧듚 껶뺳ꇲ ꅆ땊뼆 꺮싢땎 ꭖ삎끺삎ꕿ
꺮싢딚 꺂둿쌮돖ꂺ� ���駲딮 )9 댯꺗ꯪ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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쌮돖骶� 랖ꂞ 랖꿮Ꝓ 뗗둿쌮돂 뗫 땊ꊳ딚
믷뗫쌮돖ꂺ�

· 8;2� ꈦ 빊ꕮ끺 꺂땊딮 駚驿딚 묲ꃖ 쌮ꁪ
뫞솟ꡊ딚 魂꼇쌮돂 ꈦ 빊ꕮ끺Ꝓ 魂ꭚ쌮ꁪ 땊랚
ꭚꜮ鰆땊ꂺ�  돆魂뎦껲ꁪ ꂺ뛧 빊ꕮ끺뎦 ꃖ쌲
ꭚꜮꝒ 듚썊 TSJ�[X�TSJ IJHNXNTS KZSHYNTS딚
꺂둿쌮돖ꂺ� ꏦ쌲� 벺黦 骚꿮ͷ �ꁪ ����� 뗫鮲쐪

鯎Ꞓ � ꠖ샆 ꃂ ꋻꗂꂳ ꅎ딮 魂뙆ꆚ�

Ꞻ駲 ꪖ꿮(�ꁪ ��� 뛧랖 鰆뛖뎦 ꃖ쌲 쎞둿 돺맾ꁪ
����� 벺黦 듶쏫딚 껺뗫쌮돖ꂺ�

ꋻꗂꂳ ꅎ딖 ꈦ ꠖ샆 ꃂ ꋻꗂꂳ딮 쏫뺲 駗
꼒껲 ꧥ 꺳몊낶쐎 ꅆ땊뼆Ꝓ ꋻꗂꂳ ꅎ딚 뾋썊
쌯낋썊 쌮鹮딮 ꩷뼆 쌿몦똎 됚뗚돆骆 骚밋딚
뾋髒쌲ꂺ鯎Ꞓ ��� 쐲꼇쐪 쌾꿮 7J1: Ꝓ 꺂둿쌮돂
鰆뒎鰆 꽢낺 ꤎ뗲Ꝓ 썊꽢쌮骶땦 쌮돖骶� 쌯낋딖 ��
JUTHM딒 랚썟쌮돖ꂺ�

· )33� 꼎 駲딮 됚뗚돆骆 骚밋딒 魂꼇ꇮ뎊 땞骶�
駗 밋딖 駗駗 ��� ��� ���駲딮 듶ꂱ딚 駬骶 땞ꂺ�

· (33� 꼎 駲딮 ꆯ땒쌲 쌿꼇髇 밋딒 魂꼇ꇮ뎊
땞骶� 駗 밋딖 駗駗 ��� ������ 駲딮 쌚뼆Ꝓ 駬骶
땞ꂺ� ꏦ쌲� 駗 밋딮 XYWNIJꁪ � 샾ꋿ 꺂땊띞ꁪ
땛ꗻ髒 뭲ꗻ땊 ꆯ땒쌮ꆚ 껺뗫쌮돖ꂺ�

· 733� ꠪Ꞃ ꂾ듚駖 ���땎 ꈦ 駲딮 1TSL 8MTWY�
9JWR 2JRTW^1892� 밋딒 魂꼇ꇮ뎊 땞ꂺ�

성능 평가 방법

· -TQI�TZY ;FQNIFYNTS� 꿮랧ꇲ 뗚몊 ꅆ땊뼆Ꝓ
ꤊ땧듚 껴뎊 땒ꭖꝒ 뼢끺삎 ꅆ땊뼆 껶뺳쌮ꁪ
ꩫ땊ꂺ�  돆魂뎦껲ꁪ 뗚몊 ꅆ땊뼆딮 ��
Ꝓ
뼢끺삎 ꅆ땊뼆 ꤊ땧듚 껶뺳쌮돂 랚썟쌮돖딒ꡆ�
썊ꃏ 낺쎮딚 �꩞ ꧮ쌮돖ꂺ�

· 0�KTQI :XJW�(WTXX�;FQNIFYNTS� 꿮랧ꇲ 뗚몊
ꅆ땊뼆뎦껲 낺쎮 먎駖땦딮 꿲껲Ꝓ ꤊ땧듚 껴딖

쒚뎦 꿲껲ꃖ ꆯ땒쌲 빂鰆Ꝓ 駬ꁪ P駲딮 쌮듚
꺮싢ꊺ 鹮鿞ꂺ@�B� 땊 쒚 駗駗딮 쌮듚 꺮싢딚
ꆢ댚駖ꡆ 뼢끺삎 ꅆ땊뼆 꺂둿쌲ꂺ� 땊 骓뒆
쒞ꗾꇮ랖 댠딖 낺쎮 먎駖땦딮 땊ꆯ뙆꿮ꂾ 돞믷
뗫쐫ꆚꝒ 鹮뺖麊ꦖ� 꺞뒊 낺쎮 먎駖땦뎦 ꃖ쌲
땊ꆯ뙆꿮ꂾ 돞믷땊 駖ꁻ쌲랖Ꝓ 딮쌲ꂺ� 
돆魂뎦껲ꁪ ��ꡛ딮 낺쎮 먎駖땦Ꝓ ꃖ꺗딒 ��
KTQI :XJW�(WTXX�;FQNIFYNTS딚 랚썟쌮돖ꂺ�

 돆魂뎦껲ꁪ � 駖랖 빊ꕮ끺뎦 ꃖ썊 ꆯ땒쌲 빂鰆딮
ꅆ땊뼆꼡딚 駖랖鰆 ꌢꤎ뎦 뗫쐫ꆚFHHZWFH^�Ꝓ
骚꺆쌮돂 땊Ꝓ 鰆뛖딒 꼇ꁻ딚 샢댛쌮돖ꂺ�
뗫쐫ꆚ딮 꿮낳딖 낳 � 髒 駯딒ꡆ� 95� 93� +5� +3 딖
9WZJ 5TXNYN[J� 9WZJ 3JLFYN[J� +FQXJ 5TXNYN[J� +FQXJ
3JLFYN[J Ꝓ Ꞧ쌲ꂺ�

낳 � 뗫쐫ꆚꝒ 骚꺆쌮ꁪ 꿮낳�

IAT

.&9 ꕖ 삏뗫 駲鼦뎦 ꃖ쌲 鯎Ꞓ딚 鯣뗫뗗땎 ꂾ뎊됖
駯딖 鯎ꛏ딒 ꭚꜮ쌮ꁪ ꅆ뎦 驎Ꞃꁪ 낲駚髒 ꧮꃖ�
ꭖ뗫뗗땎 ꂾ뎊됖 駯딖 鯎ꛏ딒 ꭚꜮ쌮ꁪ ꅆ뎦
驎Ꞃꁪ 낲駚딮 맾땊Ꝓ 魂쌾딒넾 뒆Ꞃ 麊ꡊ딮
땻댶땎髒 髖ꗾꇲ 댪ꤋ뗗땎 뺲ꆚ鹮 꿾驾랚 솎骂딚
ꊲꗂ麊ꁪ 驙땊 뗗땎 뼢끺삎땊ꂺ@�B�  돆魂뎦껲ꁪ
땻댶땎뎦 ꃖ쌲 댪ꤋ뗗 솎骂딚 믷뗫쌮鰆 듚썊 .&9 Ꝓ
:SNY^�) Ꝓ 뾋썊 駲꧲쌮돂 ꅆ끺빂뺧 쐮骓뎦껲
랚썟쌮돖ꂺ@�B@�B�

3. 실험 결과

끺Ꞟ삎쇆髒 끺Ꞟ삎뒢밮 ꅆ땊뼆Ꝓ 駗駗 駯딖 ꅎ뎦
쌯낋쌮돂 -TQI�TZY ;FQNIFYNTS딒 꼇ꁻ딚
솟駖쌮돖딚 ꌢ됖 0�KTQI :XJW�(WTXX�
;FQNIFYNTS딒 꼇ꁻ딚 솟駖쌮돖딚 ꌢ딮 骆髒ꁪ 숲
� 髒 駯ꂺ�

땻댶땎뎦 ꃖ쌲 땎낳ꪖ쐪Ꝓ 쐫땎쌮鰆 듚썊껲
.&9 ꭚ껳딚 랚썟쌲 骆髒� 땻댶땎 땊ꆯ뙆꿮ꂾ 骓쎮
뗚 .&9 뗦꿮ꁪ 솟鮶 ����� 骓쎮 쒚 .&9 뗦꿮ꁪ 솟鮶

숲 � 땊ꆯ뙆꿮ꂾ 뺦랖 꼇ꁻ 솟駖 ꩫ � 駖랖ꪚ 駗 ꅎ ꧥ ꅆ땊뼆꼡뎦 ꌆꝎ 뗫쐫ꆚ�ꂾ듚� 
�

Hold-out 끺Ꞟ삎쇆 �����
 �����
 �����
 �����
 �����
 �����


)9 7+ 8;2 )33 (33 733
꼇ꁻ 솟駖 ꩫ

쌯낋
ꅆ땊뼆꼡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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끺Ꞟ삎뒢밮 �����
 �����
 �����
 �����
 �����
 �����


4-fold User-
Cross-Validation

끺Ꞟ삎쇆 �����
 �����
 �����
 �����
 �����
 �����


Validation 끺Ꞟ삎뒢밮 �����
 �����
 �����
 �����
 �����
 �����


��� 딒 骓쎮 뗚ꂺ 骓쎮 쒚뎦 솟鮶 .&9 뗦꿮駖
駦꽢썞딢딚 댢 꿮 땞뎞ꂺ� 띟� .&9 뗦꿮駖 땻댶땎
땊ꆯ뙆꿮ꂾ딚 骓쎮쌮鰆 뗚쒚뎦 ꌆꕒ 뾋骚뗗딒
듶딮쌲 맾땊駖 땞딢딚 쐫땎쌮돖ꂺt���"������
p!�����

4. 논의

 돆魂뎦껲ꁪ 끺Ꞟ삎쇆髒 끺Ꞟ삎뒢밮Ꝓ 땊둿쌮돂
땻댶땎 땊ꆯ뙆꿮ꂾ딚 꺂둿쌶 ꌢ 꼒껲 ꧥ 꺳몊낶쐎
ꅆ땊뼆Ꝓ 꿮랧쌮돖ꂺ� 꿮랧ꇲ ꅆ땊뼆Ꝓ 뾋썊
끺Ꞟ삎뒢밮됖 끺Ꞟ삎쇆땊 땻댶땎 땊ꆯ뙆꿮ꂾ딚
땎낳쌶 꿮 땞딢딚 쐫땎쌮돖딒ꡆ 鯎 꼇ꁻ땊
끺Ꞟ삎뒢밮Ꝓ 꺂둿쌮돖딚 ꌢ ꄪ 뙡딖 꼇ꁻ딚 땚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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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조건부 자율주행은 차량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을 요청하지만, 

운전자가 비운전 과제에 몰입한 경우 제어권 전환 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증강현실 기반 시각 자극(Cue)을 활용한 제어권 전환 

요청이 운전자의 상황인식과 반응시간을 향상시키는 

것은 확인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Cue의 종류에 따른 

제어권 전환 성능을 정성적·정량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건부 자율주행에서 

제어권 전환 요청 시, 환경과 Cue 에 따른 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성능을 연구하였다. 3 단계 자율주행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20 명의 피험자가 제어권 전환 

성능을 평가하고, 제어권 전환 성능 평가를 위해 

운전자의 운전성능, 상황인식, 인지 부하 등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환경 조건과 Cue 의 종류에 

따른 제어권 전환 성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환경 요인과 Cue 의 종류에 따른 제어권 

전환 성능 평가에 관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자율주행, 제어권 전환 요청, 증강현실  

1. 서 론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는 

자율주행 기술을 자동화 수준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0 단계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에 근접한 수준인 

5 단계까지 총 6 단계로 분류한다 [1]. 그 중 3 단계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과 사람 간의 긴밀한 

협업을 필요로 한다.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은 평상시에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나, 위험상황 등 시스템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한다 [2].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인계하기 위해 

신호를 제시하는데 이를 제어권 전환 요청(Take-over 

Request; TOR)이라 한다.  

자율주행 상태에서 운전자는 운전에 대한 인지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운전자의 

교통상황에 대한 상황인식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3]. 특히 자율주행 상태에서 운전자는 운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비운전 과제 (Non-Driving Related 

Task; NDRT)를 수행하곤 한다 [4]. TOR 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NDRT 를 중단하고 상황에 따른 

적합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비운전 과제에 몰입한 

운전자는 주행상황에 대한 상황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과 느린 반응을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안정적인 제어권 전환을 위해 주로 시각, 

청각, 촉각자극 기반의 TOR 신호에 대해 연구했다. 

여기에 최근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기술을 활용하여 제어권 전환 성능을 향상시킨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3][4]. AR 기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전방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도로에서 주의를 돌리지 않고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4]. Lorenz 등은 자동차 

앞유리에 증강현실로 주행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Green Carpet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3]. Phan 등은 

AR 기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Bounding 

Box 로 AR cue 를 제공하는 충돌 경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4].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환경에 따라 제어권 전환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2][5]. Li 등은 눈,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7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7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안개와 같은 악천후에서 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추가로 Heo 등은 

가시거리가 상이한 날씨환경에서 제어권 전환 요청 시 

Cue 가 제시될 경우, 날씨의 영향이 완화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5]. 

선행연구를 통해 Cue 가 안정적인 제어권 전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환경 요인과 AR 

Cue 종류에 따른 제어권 전환 성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어권 

전환 성능은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어권 전환 성능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AR Cue 의 성능이 환경 요인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시성이 가장 좋은 낮 조건과 가시성이 

가장 떨어지는 밤 조건에서 Cue 의 종류에 따른 제어권 

전환 성능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며(Day, Night), 또한 

기존에 제안된 AR Cue 방법들 가운데 가장 성능이 

좋은 2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AR Cue 종류에 따른 

제어권 전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Without Cue, 

Detection Cue [4], Direction Cue [3], Combination 

Cue [4][3]). 본 연구에서는 2 가지 가설을 기반으로 

한다. 1) AR Cue 의 종류에 따라 제어권 전환 성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AR Cue 의 성능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2. 실험방법 

2.1 피험자 

본 실험은 낮 환경 10 명, 밤 환경 10 명으로 총 20 명의 

피험자(M = 26, SD = 2.81; Female: 50%)를 

모집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였으며 

피험자의 평균 운전경험은 27 (SD = 27.96)개월이다.   

2.2 실험기기 

본 연구에서 운전과제와 비운전 과제는 Unity 3D 

(Unity Technologies, San Francisco, CA, USA)로 

개발되었다. 운전과제는 피험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운전대와 페달(Thrustmaster, La 

Gacilly, France)이 장착된 운전 시뮬레이터를 

사용했다. 운전 시뮬레이터에는 3 대의 32 인치 커브드 

모니터가 사용되었으며 연결된 3 대의 모니터의 좌우 

시야각은 110 °, 상하 시야각은 30 °로 설정하였다. 

운전과제는 윈도우 10 운영체제 기반의 PC 에서 

실행되었다. 비운전 과제는 스마트폰 기기인 Samsung 

Galaxy S8+ (Samsung Electronics, Korea)를 

사용했다. 이때 스마트폰 기기는 운전 시뮬레이터와 

통신하여 시간을 동기화하였다.  

2.3 운전과제 

운전과제는 3 차선 고속도로에서 진행된다. 운전 

환경은 기존 연구 [2][5]를 참조하여 낮 환경의 

가시거리는 1000m, 밤 환경의 가시거리는 150m 로 

설정하였다. 고속도로에는 1km 당 10 대의 차량이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약 100km/h 의 속도로 주행한다. 

피험자들은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주행을 시작하며 

출입로를 통해 첫번째 지점(약 1.7km)까지 수동 

주행한다. 첫번째 지점 지나면 수동 주행에서 

자율주행으로 전환되며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한다. 

이때 차량은 계기판에 ‘Automation’이라는 글자와 

운전 그림이 나타나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되며 차량은 

2 차선으로 이동하여 차선을 유지한 채 100km/h 의 

속도로 주행한다.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전방 차량들의 

위치가 차선에 따라 30m, 60m, 90m 간격으로 

조정된다. 두번째 지점(약 2.5km)까지 자율주행 

모드가 유지되며 피험자는 비운전 과제를 진행한다. 

사고 상황에서는 쓰러진 트럭이 2 개의 차선을 막고 

있으며, 해당 차선을 주행 중인 총 4 대의 차량이 트럭 

앞에 정지한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1 차선 혹은 

3 차선을 선택하여 주행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 따라 

운전자가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8 초 전에 [6] 

고음의 비프음을 통해 제어권 전환을 요청한다.  

트럭을 피한 뒤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면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해당 시행은 종료된다.  

2.4 비운전 과제 

본 실험은 자율주행 모드에서 피험자가 NDRT 를 

수행하기 위해 타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타자 

어플리케이션은 자율주행 모드가 시작되면 스마트폰 

화면에 하나의 어절이 제시되며, 피험자는 어절을 

똑같이 입력하도록 요청받았다. NDRT 는 피험자가 

제어권 전환을 받을 때까지 진행된다. 

2.5 AR Cue 

본 연구에서 사용한 Detection Cue 는 선행연구의 

Bounding Box 를 활용하여 [4] 자동차에 감지된 

주의가 필요한 물체를 둘러싸는 평행 육면체를 

증강현실로 보여준다 (그림 1(A)). Direction Cue 는 

선행연구의 Green Carpet 방법론 [3]을 차용하여 

제어권 전환 시 증강현실을 통해 운전자가 주행해야 할 

방향 정보를 도로 위 LED 로 표시한다 (그림 1(B)). 

Combination Cue 는 Detection Cue 와 Direction 

Cue 가 혼합된 Cue 이다. Bounding Box 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물체의 위치정보를 표시하고 Green 

Carpet 방법론을 활용하여 운전자가 장애물을 피해 

주행해야 할 방향 정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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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측정변인 

제어권 전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운전자의 반응시간, 

상황인식, 인지부하를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운전자의 반응시간으로 제어권 전환 시간 (Take Over 

Time; TOT), 차선 변경 시간 (Lane Change Time; 

LCT), 충돌 임박 시간 (Time To Collision; TTC) 및 

최대 가속도 (Maximum Acceleration; mACC)를 

활용하였다 [2][3][5]. TOR 발생 후 운전자의 

상황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Situational Awareness 

Rating Technique(SART) 설문지를 활용했다 [7]. 

추가로 운전자의 인지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NASA-

raw task load index (NASA-RTLX)설문을 활용했다 

[8]. 

2.7 실험절차 

모든 피험자는 실험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인적사항에 대한 사전 설문을 작성했다. 사전 설문을 

마친 후, 오후 시간대 환경에서 Cue 가 없는 조건과 

각각의 AR Cue 조건을 연습하였다. 본 실험은 

mixed-subject design 으로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피험자는 2 가지 환경 조건 (between factor – 

groups: Day vs. Night) 중 하나에서 4 가지 Cue 

조건(within factor – AR Cues: Without Cue, 

Detection Cue, Direction Cue, Combination 

Cue)마다 4 번씩 반복하여 경험한다. 네 개의 Cue 

조건에서 운전과제를 12 분씩 진행했으며 각 조건이 

끝날 때마다 SART 설문, NASA-RTLX 설문을 

작성했다. 실험은 총 2 시간 동안 진행됐다. 

3. 결과 

제어권 전환 성능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을 진행했다. 조건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경우 대응표본 t 검정 (Paired 

t-test)을 통해  사후분석을 수행했다.  

3.1 Reaction Time 

TOT 를 분석한 결과, AR Cue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1.997, 35.939) = 4.692, p < .05, η2 = 

0.207). 하지만 낮과 밤의 차이와 낮, 밤과 Cue 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18) = 2.801, 

p = .111,  η2  =  0.135).  

LCT 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AR Cue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2.758, 49.652) = 

12.828, p < .001, η2 = 0.416) 낮과 밤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758, 49.652) = 7.641, p < .001, 

η2  = 0.298). 또한, 환경과 Cue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F(1, 18) = 6.594, p < .05, η2 = 0.268). 

사후분석을 수행한 결과, Detection Cue 의 효과가 

낮과 밤 환경에서 다른 패턴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TTC 를 분석한 결과, AR Cue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1.850, 33.304) = 12.124, p < .001, η2 = 

0.402). 하지만 낮과 밤의 차이와 낮, 밤과 Cue 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mACC 를 분석한 결과, AR Cue 간에 유의미한 차이와 

낮과 밤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낮, 밤과 

Cue 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3.2 SART Questionnaire 

상황인식을 분석한 결과, AR Cue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 54) = 8.133, p < .001, η2 = 

0.311). 하지만 낮과 밤의 차이와 낮, 밤과 Cue 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3 NASA-RTLX Questionnaire 

인지부하를 분석한 결과, AR Cue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659, 29.869) = 11.654, p < .001, 

η2 = 0.393). 하지만 낮과 밤의 차이와 낮, 밤과 Cue 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 AR Cue (A) Detection Cue (B) Direction Cue 

그림 2 제어권 전환 요청 시 운전자의 차선 변경 시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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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환경과 AR Cue 의 종류에 따른 제어권 

전환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TOT, LCT, 

TTC와 운전자의 상황인식, 인지부하에서 Cue로 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추가로 LCT 에서 환경 요인의 

주효과와 환경 요인과 Cue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였다.  

Cue 가 있는 경우, LCT 는 감소했다. LCT 의 감소는 

차선 변경을 통해 위험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운전자가 안정적인 

제어권 전환을 통해 위험에 대처하였음을 의미하며 

Cue 의 존재로 운전자가 사고상황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환경요인은 특히 LCT 에서 Detection Cue 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이는 낮 조건에서 과다한 

정보량으로 인한 AR Cue 의 효용성이 감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AR Cue 가 전달하는 

정보량이 많으면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9].  낮 조건처럼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주변 

차량에 대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AR Cue 를 

제시하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제어권 전환 성능의 저하를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ue 의 종류에 따른 제어권 전환 성능 

차이를 확인한 연구로, 추후 AR Cue 의 특성에 따라 

제어권 전환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대단위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운전 과제는 고속도로에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존재하는 교차로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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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tor imagery (MI)-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BCI) could provide a new channel for 

control and communication from the brain activity 

without engaging muscles or external input devices.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pproaches are 

greatly blooming in neuroscience. In this reasoning, 

it is quite interesting to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the performance of MI BCI is improv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approach. We used filter 

bank common spatial pattern (FBCSP) as a feature 

extraction method for the 2-class MI EEG dataset 

and built a shallow artificial network (ANN) as a 

classifier. We performed the general classification 

with ANN model and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methods. We achieved an 

averaged classification accuracy of 74.3% in 2-

class MI from 52 subjects with our ANN approach, 

while the traditional classifiers that is individual 

classification made 65% averaged accuracy.  

Keyword 

Brain-computer interface (BCI), motor imagery 

(MI), common spatial filter (CSP),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 

 

1. Introduction 

Brain-computer interface (BCI) is a technology 

that enable to control a computers or external 

device with only brain signal [1], [2]. Among the 

various approaches of BCI, motor imagery (MI) 

could provide an intuitive interface that control the 

external prosthetics and wheelchairs. MI uses a 

specific brain activation called sensory motor 

rhythms (SMR) from imagining a specific limbic 

movement for its control [3], [4]. However, it has 

shown relatively poor information transfer rate 

(ITR) and performance [4], [5]. Also, because the 

brain signal is highly subject-variable [6], it's hard 

to build a general classification for MI [7].  

Cho et al. has provided public MI dataset at 2017. 

He has reported that the accuracy of 2-class 

classification using common spatial filter (CSP) and 

Fisher’s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was 67.46% [8]. 

Recently, applications of AI to MI classification are 

steadily increasing. For example, Krishnan et al. 
introduced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based classification using EEG-spectrum 

image that is converted from ‘mode decomposition’ 

and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It has achieved 

88.51% accuracy for the same data set [9]. In other 

study, Jackson et al. reported that the accuracy of 

the deep multi-scale neural network (MSNN) that 

consists of the spectral-temporal feature 

representation block, the spatial feature 

representation block, and classification block was 

81% with the same dataset [10]. Although these 

results seem to tell us AI method is promising for 

MI classification, the results were achieved by 

individual classification. In other word, a general 

classification needs to be developed for MI.  

For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effective 

feature extraction and robust classifiers that can 

distinguish the sensory motor rhythms (SMR) of 

different imagery of each motion. Therefore, we 

introduce a shallow networks model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2-class MI. We 

extract the features from the EEG by filter bank 

common spatial pattern (FBCSP) and build a 

shallow networks model as a classifier. For 

performance improvement comparison,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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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classifiers (support vector machine 

(SVM), ensemble, random forest, and k-nearest 

neighbour (KNN)) were compared with the 

propose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model. 

 

2. Methods and Materials 

2.1 Data 

We used public MI dataset from the Cho et al. 

(2017) [8].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52 

subjects. The paradigm of the experiment is to 

image left-right hand movement respectively. Each 

trial consists of 7 seconds. For the first 2 seconds, 

subject was ready to perform MI, staring the visual 

cue. And the instruction of MI (“left hand” or 

“right hand”) appeared randomly on the screen for 

3 seconds.  Then black screen reappeared and the 

subject were given a break for 2 seconds. The trial 

was repeated 100 times of left hand and 100 times 

of right hand for a session. Which means the data 

consists of 200 trials per a subject. The 64 

electrodes Biosemi ActiveTwo device were used for 

the EEG acquisition and EEG was recorded at a 

sampling frequency of 512 Hz.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dataset can be found in [8].  

In this study, we used 2 seconds of MI data from 

0.5-2.5 seconds after the imagery onset out of 3 

seconds. In addition, only 10 electrodes (FC3, C1, 

C3, C5, CP3, FC4, C2, C4, C6, and CP4) was used 

which are well known as important areas for MI 

among the 64 electrodes in order to reduce the 

processing time. 

 

2.2 Preprocessing 

To remove the 60 Hz power noise in the acquired 

raw EEG, the notch filter was used at 60 Hz power 

and its harmonics, at the range of 61-59, 121-119, 

and 181-179 Hz, respectively. Also, the band pass 

filter was passed at the range of 1-50 Hz. After the 

bandpass filtering,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ICA) was used to remove eye blink and heartbeat 

noise as well.  

 

2.3 Feature extraction 

To perform classification of MI, we need to extract 

effective features from EEG data. In MI, common 

spatial pattern (CSP) algorithm is a typical feature 

extraction method for EEG data analysis. It uses 

spatial filters to maximize two classes’ 

discriminability. Especially, we used FBCSP to 

extract spatial pattern from EEG data. FBCSP is a 

methodology that divides the input EEG signal by 

frequency band and calculates CSP for each band. 

In this study, filtering was performed in six band 

sections of 1-8, 8-15, 15-22, 22-29, 29-36, and 

36-43 Hz with the band range parameters of 

FBCSP as 7 Hz. Two CSP filters were selected from 

each class for a frequency range. Therefore, a total 

of 12 features were extracted from EEG data by 

proposed FBCSP and used for the input of 

classifiers. 

2.4 Classification 

We have introduced 5 types of classifiers: 4 

classifiers of traditional approach (SVM, ensemble, 

random forest, and KNN) and our proposed 

shallow ANN. Training a classifier model 

according to each subject individually is subject-

specific(SS) condition. In traditional approaches, SS 

condition was adopted. We treated these classifiers 

as baseline in order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ANN. Meanwhile, training a 

classifier model regardless of individual subjects is 

subject-independent(SI) condition. Our proposed 

ANN was trained in SI condition. It means that 

only one model was built to the total of 52 subjects 

for classification. The average performance of the 

built model was verified through 5-fold cross 

validation. It implies that dataset was divided into 

5 sub-datasets; 4 sub-datasets (80%) for training 

and 1 sub-dataset (20%) for test were randomly 

chosen. 

The ANN model consists of 6 linear layers and 3 

dropout layers. The networks could be overfitted to 

training dataset because our model has learned 

with small number of features. So we introduced 

shallow networks structure with 6 layers. Also we 

put 20% of dropout 3 times on the model to 

prevent overfitting. Table 1 described the de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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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of the proposed model. The first 

dimension of the output shape in Table 1 indicates 

the batch size. For example, if batch size had been 

selected 32 in the networks, then output size of 

layer linear 1-1 should be (32,1,128). 

Table 1. Structure of proposed ANN model. 32 in output 

shape column indicates the batch size 

Layer Output Shape Number of 

parameters 

Linear:1-1 (32, 1, 128) 1,664 

Dropout:1-2 (32, 1, 128) -- 

Linear:1-3 (32, 1, 128) 16,512 

Dropout:1-4 (32, 1, 128) -- 

Linear:1-5 (32, 1, 64) 8,256 

Dropout:1-6 (32, 1, 64) -- 

Linear:1-7 (32, 1, 32) 2,080 

Linear:1-8 (32, 1, 32) 528 

Linear:1-9 (32, 1, 16) -- 

Linear:1-10 (32, 1, 1) 17 

 Total parameters 29,057 

3.  Results 

The Table 2 present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from the 5 different classifiers. While, the 

traditional classifiers made around 64.9% accuracy 

averagely, our proposed ANN has achieved 74.3% 

accuracy, which means around 10% improvement.  

We also compared the differences on the 

performance of each subject. Figure 1 displays the 

performance of random forest and ANN per 

subject. Notably, classification accuracy of lower 

performers wa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proposed ANN model comparing to the traditional 

approaches. The accuracy of 14 subjects increased 

over 15% by using our proposed classification. 

Especially, the accuracy of Sub 38 was increased 

dramatically, which was 25.6%. Our proposed 

method seems to have a potential to overcome the 

subject-variability of EEG.  

Table 2. comparison of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classifiers  

 

To see a difference in features from the low-

performer and high-performer, we introduced the 

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t-

SNE) on the extracted FBCSP features. Among the 

total subjects, two low-performers and high-

performers were chosen as an example. The low 

performers were subject 16 and 17 and the high 

performers were subject 3 and 14. As being shown 

in the Figure 2, the distribution of high performers’ 

right-left clustering results were separated very 

clearly in both train and test condition. However, 

subject 16 and 17 shown relatively poor clustering. 

Method SVM Ensemble Random 

Forest 

KNN ANN 

Acc 0.659 

±0.01 

0.638 

±0.02 

0.661 

±0.01 

0.641 

±0.01 

0.743 

±0.18 

 Figure 1   Performance of each method per a subject. Dashed red line indicates the averaged performance of proposed ANN. 

The error bar indicates standard-deviation of each subject’s accuracy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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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lustering performance comparison of t-SNE 

from the extracted 24 feature vectors of high-low 

performers. Left 2 figures indicate the clustering results 

from the low performers (Sub 16 and 17) and right 2 

figures present the clustering results from the high 

performers. 

4. Discussion 

Our proposed approach has made 6.8% accuracy 

improvement from the Cho’s result that excluded 2 

low performers [8]. Although our achievement is 

lower than the results of Krishnan et al. and 

Jackson et al.(81±12 % and 88.5±10%), these 

results were achieved by an individual classification 

and excluding some lower performers [9], [10].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building a general 

classification [11], we achieved quite reasonable 

performance in MI. Also, we used simple model to 

build a general classification comparing to other 

studies. For example, Krishnan et al. used AlexNet 

and LeNet (15 and 5 layers, respectively) to build 

architectures for individual classification [9], while 

our proposed ANN consists of 6 linear layers. In 

other word, our simpler approach would seem 

computing cost-effective, which would put us 

close to practical MI thanks to the beauty of 

simplicity.  

However, we could not analyze each subject's 

neurophysiological properties. In future study, we 

would figure out the properties to distinguish 

between high performers and low performers. With 

using these properties, we would look forward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MI. 

 

5. Conclusion 

We have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AI approach 

can improve the performance in the classification 

of MI. We extracted 12 features from MI-EEG 

data using FBCSP. With these features, we 

compared 4 traditional classifiers and our proposed 

shallow ANN model.  

While the traditional approaches have made 

subject-specific classifiers, our proposed ANN was 

built as a generalized classifier. Our proposed ANN  

achieved about 10% improvement comparing to 

subject-specific conventional classifiers. This 

implies that AI method may be promising in 

building a generalized and effective classifier, 

regardless of the subjects.  

However, our proposed method still doesn’t 

perform well enough to make BCI practical. 

Therefore, in near future, we would optimize the 

FBCSP with the optimal parameter for each subject 

and develop a better AI model which may classify 

the extracted features more robustly. We confirmed 

that our AI approach has a great potential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general MI 

classification.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ITP) grants (No. 2017-0-

00451, No. 2019-0-01842),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No. 

2018R1A2B2005687). Further, it was supported by 

‘HPC support project‘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NIP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ial convergence cluster 

development project’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7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7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References 

[1] R. Scherer, G. R. Mü ller‐ Putz, and G. 

Pfurtscheller, “Chapter 9 Flexibility and 

Practicality: Graz Brain–Computer Interface 

Approach,” in International Review of 
Neurobiology, vol. 86, Academic Press, 2009, 

pp. 119–131. doi: 10.1016/S0074-

7742(09)86009-1. 

[2] L. A. Farwell and E. Donchin, “Talking off the 

top of your head: toward a mental prosthesis 

utilizing event-related brain potentials,” 

Electroencephalogr. Clin. Neurophysiol., vol. 

70, no. 6, pp. 510–523, Dec. 1988, doi: 

10.1016/0013-4694(88)90149-6. 

[3] S. Park, J. Ha, D.-H. Kim, and L. Kim, 

“Improving Motor Imagery-Based Brain-

Computer Interface Performance Based on 

Sensory Stimulation Training: An Approach 

Focused on Poorly Performing Users,” Front. 
Neurosci., vol. 15, 2021, Accessed: Nov. 26, 

2022. [Online]. Available: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

nins.2021.732545 

[4] P. Wierzgała, D. Zapała, G. M. Wojcik, 

and J. Masiak, “Most Popular Signal 

Processing Methods in Motor-Imagery BCI: A 

Review and Meta-Analysis,” Front. 
Neuroinformatics, vol. 12, 2018, Accessed: 

Nov. 26, 2022. [Online]. Available: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

ninf.2018.00078 

[5] S. Bozinovski and L. Bozinovska, “Brain–

Computer Interface in Europe: the thirtieth 

anniversary,” Automatika, vol. 60, no. 1, pp. 

36–47, Jan. 2019, doi: 

10.1080/00051144.2019.1570644. 

[6] F. Lotte et al., “A review of classification 
algorithms for EEG-based brain–computer 

interfaces: a 10 year update,” J. Neural Eng., 
vol. 15, no. 3, p. 031005, Jun. 2018, doi: 

10.1088/1741-2552/aab2f2. 

[7] O.-Y. Kwon, M.-H. Lee, C. Guan, and S.-W. 

Lee, “Subject-Independent Brain–Computer 

Interfaces Based on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EEE Trans. Neural Netw. 
Learn. Syst., vol. 31, no. 10, pp. 3839–3852, 

Oct. 2020, doi: 

10.1109/TNNLS.2019.2946869. 

[8] H. Cho, M. Ahn, S. Ahn, M. Kwon, and S. C. 

Jun, “EEG datasets for motor imagery brain–

computer interface,” GigaScience, vol. 6, no. 7, 

p. gix034, Jul. 2017, doi: 

10.1093/gigascience/gix034. 

[9] K. Keerthi Krishnan and K. P. Soman, “CNN 

based classification of motor imaginary using 

variational mode decomposed EEG-spectrum 

image,” Biomed. Eng. Lett., vol. 11, no. 3, pp. 

235–247, Aug. 2021, doi: 10.1007/s13534-

021-00190-z. 

[10]  M. Moore Jackson and R. Mappus, “Neural 

Control Interfaces,” in Brain-Computer 
Interfaces: Applying our Minds to Human-
Computer Interaction, D. S. Tan and A. 

Nijholt, Eds. London: Springer, 2010, pp. 21–

33. doi: 10.1007/978-1-84996-272-8_2. 

[11]  M. Hersche, L. Benini, and A. Rahimi, 

“Binarization Methods for Motor-Imagery 

Brain–Computer Interface Classification,” 

IEEE J. Emerg. Sel. Top. Circuits Syst., vol. 10, 

no. 4, pp. 567–577, Dec. 2020, doi: 

10.1109/JETCAS.2020.3031698. 

[12 V. J. Lawhern, A. J. Solon, N. R. Waytowich, 

S. M. Gordon, C. P. Hung, and B. J. Lance, 

“EEGNet: a compact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EEG-based brain–computer 

interfaces,” J. Neural Eng., vol. 15, no. 5, p. 

056013, Oct. 2018, doi: 10.1088/1741-

2552/aace8c.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7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47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관계에 따른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UX writing framework 
A Study of UX writing on Korean languag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elationships 
송수진 

Sujin Song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Arts 

sujinsong1122@naver.com 

정글지 

Gulji Chung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Arts 

vasipo099@gmail.com 

정주미 

Jumi Jeong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Arts 

candoit.j@gmail.com 

전수진 

Soojin Jun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Arts 

soojinjun@yonsei.ac.kr 

요약문 

UX 라이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UX 
라이터들은 서비스가 어떠한 보이스톤으로 말하고 

어떠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할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해외에서는 전략적 보이스톤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언어의 차이 때문에 해외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유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어 UX 라이팅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화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비스와 사용자가 맺는 관계 정의가 
필요하다. 대인관계 이론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2 차원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보이스차트 프레임워크에 대입하였다.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문법, 

어휘, 화행, 음운 관점에서 반영한 것으로 특히 높임법 
표현에 주목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기존의 언어 형식 
외 이모지, 해시태그와 같은 ‘디지털 언어’도 

추가하였다. 전문가들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어 
서비스 UX 라이팅 업무 시에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높임법이나 공손 표현 사용 여부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UX 라이팅, 한국어 UX 라이팅, UX 라이팅 
프레임워크, 관계에 따른 화법, 한국어 특성, 관계 

이론, 디지털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구글은 I/O 2017 컨퍼런스에서 UX 라이팅(UX 
writing)에 대한 화두를 꺼내며 UX 라이팅 가이드를 

제안하였고,[1] 2019 년 출판된 ‘Strategic Writing for 
UX’를 기점으로 디지털 서비스에 표기된 언어들을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흐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UX 라이팅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UX 라이팅은 사용자 

경험에 쓰이는 표현, 타이틀, 버튼, 라벨, 지시 등을 
만드는 과정이며 사용자가 다음 단계의 경험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콘텐츠를 

포함한다. 또한 UX 라이팅의 일관된 표현 방식은 
전반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해외에서는 서비스의 전략적 보이스톤을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테크 기업 
구글에 재직하는 UX 라이터 토레이(2022)는 

보이스차트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안했으며[2] 
이는 UX 라이팅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킨너렛(2018)은 자신의 

저서 ‘마이크로카피’에서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짧은 카피들에 대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략을 
제시한다.[3]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한국어만이 가진 

특성들이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에 
따라 높임법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4], 이것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한국어 문법 요소가 충분히 

적용된 보이스차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어 문법 요소는 한국어학 관련 저서와 논문을 

참고하였는데, UX 라이팅 관점에서 기존 한국어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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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언어 형식 외 디지털 서비스 발달과 함께 
탄생한 이모지, 해시태그와 같은 ‘디지털 문법’ 형식을 

추가하여 한국어학적인 성격을 넘어선 UX 라이팅의 

특성을 프레임워크에 담아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관계 이론 

한국어에서는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화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UX 라이팅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기에 앞서 
관계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칠성(2012)은 관계는 

특히 한국 말 문화와 사회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한다.[5] 또한 클리포드 나스에 
의하면,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룰 때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같은 사회적 규범을 기대하고 따른다고 한다. 
사용자는 언어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면 뇌는 그 
상대를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6] 따라서 텍스트 또는 음성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Wish(1976)는 대인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근본적인 차원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 가지 차원으로 표현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intense 대 superficial’과 ‘socioemotional & 
informal 대 task-oriented & formal’로 구성된 관계 

차원에 기반하여 디지털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구성해보고자 한다. 

 

그림 1 Dime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by Wish 

 

2.2 한국어 특성 

한국어학의 영역은 발음론, 문법론, 어휘론, 의미론, 

화용론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8]  또한 한국어는 

타 언어에 비해 문법 요소에 의해 공손성을 표현하는 
높임법이 발달하였다.[9]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 UX 라이팅은 대화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흔히 ‘존댓말’과 
‘반말’이라고 불리는 형태는 위계, 어투, 친소, 대화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존댓말 
안에서도 대화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상하 관계인지, 
비교적 평등한 관계인지에 따라 일방존대와 존중어로 

나뉘게 된다. 반말도 마찬가지로 가깝고 평등한 사이에서 
사용되는 평어가 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일방하대의 개념이 있다. 그리고 종결어미 중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있는데, ‘-해요체’는 
비격식체로 분류되지만 존댓말이다. 격식체에는 ‘-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가 있으며, 

비격식체에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다.  

이렇듯 한국어는 존댓말과 관련된 표현이 복잡한 
편이며, 예시로 든 종결어미 외에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공손성을 표현하는 어휘, 화행 등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손성과 관련된 표현을 

다룬 한국어학 관련 논문을 참고하고자 한다.  

 

3. 디지털 서비스와 사용자의 관계에 기반한 

프레임워크 

3.1 서비스와 유저의 관계 지표 

앞서 소개한 Wish(1976)의 관계 이론 연구를 참고하여 
디지털 서비스와 사용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2 Dimension of relationships between digital services 
and users ① 

Wish 의 관계 차원에서는 x 축을 ‘superficial 대 

intense’으로, y 축을 ‘socioemotional & informal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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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oriented & formal’로 구성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와 사용자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도록 축 기준을 수정하였다. Wish(1976)가 
제안했던 ‘superficial 대 intense’는 시간적 맥락에 따른 
관계축으로, 대인관계에서는 관계의 강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 또는 -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 디지털 서비스와의 관계 양상은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앱 서비스는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자와의 만남의 빈도와 상관 없이 일관된 보이스를 
유지한다. 자주 이용할 때는 친근한 보이스를 
사용하다가 앱 사용이 뜸해지면 어색한 말투를 

사용하는 앱 서비스가 있다면, 잠깐의 흥미로움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의 사용자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사업 관점에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자사의 앱이 사용자와 강렬한(intense)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피상적인(superficial)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용자의 앱 이용 

빈도가 감소한다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고 
강렬한 관계로 이동하고자 사용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보이스로 말을 걸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Wish(1976)의 ‘socioemotional & 
informal 대 task-oriented & formal’ 축을 둘로 나누어 
x 축은 ‘socioemotional 대 task-oriented’, y 축은 

‘informal 대 formal’로 설정하였다. x 축의 
socioemotional 은 ‘사회정서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이행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SNS, 마케팅, 커머스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참여와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를 이끌기 위해 감성 중심적인 특성을 

가진다. Task-oriented 는 ‘과업지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앱 서비스를 지칭하며 완성된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금융, 헬스케어, 

제조업 분야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신뢰가 중시된다. y 축의 
informal 은 편안하고 일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일상적인(informal) 관계에서는 
평등(equal)하고 익숙한(familiar) 특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같은 영역(+)으로 간주했다. Formal(격식 

있는)은 반대로 격식을 갖추고 고급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해당된다. 동시에 불평등(unequal)하고 

정중한(polite)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인간 관계에 대입해 보았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일상적(informal)이고 사회정서적(socioemotional)인 
관계일수록, 평어를 사용하고 다소 노골적(또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반대로 격식 있고(formal) 
과업지향적(task-oriented)인 관계일수록, 경어를 

사용하고 공손하게 표현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언어적 특성이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설정해 보았다. 서비스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상적(informal)이거나 
사회정서적(socioemotional)인 특성을 지향한다면, UX 
라이팅에서 평어를 사용하고 노골적인 표현이 주가 될 

것이며, 디지털 언어인 이모지들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서비스가 격식 
있거나(formal) 과업지향적(task-oriented)인 특성이 

있다면, 경어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이모지는 사용이 

지양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림 3 Dimension of relationships between digital services 
and users ② 

서비스와 사용자 간의 관계 차원을 제 1, 2, 3, 

4 사분면으로 나누어 각 사분면에 해당하는 가상의 

서비스를 A, B, C, D라고 상정해 보자. 

가상의 서비스 A 는 친근하고 일상적이며 1020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트렌디하고 감성 중심적인 서비스라고 
상상해볼 수 있다. B 는 사용자 참여를 통해 작동하는 
서비스이지만,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격식을 

갖추고자 하는 서비스일 것이다. C 는 기능 제공 
중심적이며 전문성과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격식 
있는 분위기와 프리미엄, 하이엔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 는 전문적인 기능을 
제공하지만 사용자와 친근하고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서비스일 것이다.  

 

3.2 Framework 구성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토레이(2022)의 보이스차트를 

참고하여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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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blank voice chart by Torrey 

해당 차트의 형태를 빌어, 가로축에는 앞서 2 차원 관계 
차원을 통해 정의한 서비스와 유저의 관계를 배치했고 

세로축에는 영어에서의 단어(Vocabulary), 장황함(Verbosity), 

문법(Grammar), 구두법(Punctuation), 대문자 사용 

(Capitalization)을 대신할 수 있는 개념인 문법, 어휘, 

화용 등의 한국어 언어 형식 체계를 배치했다. 한국어 
언어 형식 체계는 ‘한국어 공손성 표현의 생성 유형 
분류(2017)’와 ‘한국어 공손성 표현의 생성 유형별 

특징-공손성의 강도와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201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논문에 소개된 형식 중 
디지털 앱 서비스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형식은 

제외하였고, 억양과 음장의 특징은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물결표)와 !(느낌표) 문장부호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디지털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새로운 언어 체계인 이모지, 해시태그를 ‘디지털 
언어’라는 카테고리로 형식에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동등하고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용하거나 친근감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는 비표준어 
항목을 추가했다.[10]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형식에 대한 UX 라이팅 예시도 포함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한국어 버전의 보이스차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한국어 보이스차트 프레임워크 세로축 ① 

 

 

그림 6 한국어 보이스차트 프레임워크 세로축 ② 

 

그림 7 한국어 언어 형식별 UX 라이팅 예시 

 

4. 사례분석 

본 프레임워크의 유효성을 검증해보고자 앞서 관계 

차원에서 상정한 예시 A, B 에 해당하는 상용 서비스 
사례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X 축의 (+) 방향인 
‘트렌디하면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작동하는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커머스’ 분야의 서비스 성격과 
타겟 사용자가 다른 앱 3 가지를 선택하였다. 친근하고 
일상적인 성격의 A 는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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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프렌즈”와 젊은 여성 사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패션 
쇼핑 앱 “지그재그”이고, 동일 업종이지만 상대적으로 

격식 있고 정중한 성격의 B 는 “롯데백화점”이다. 아래는 
각각 “펫프렌즈”, “지그재그”와 “롯데백화점” 서비스에서 

발췌한 UX 라이팅 문구이다.  

 

그림 8 "펫프렌즈" UX 라이팅 예시 

 

그림 9 "지그재그" UX 라이팅 예시 

 

그림 10 "롯데백화점" UX 라이팅 예시 

“펫프렌즈”와 “지그재그”에서는 전반적으로 ‘-
합니다체’보다 ‘-해요체’를 많이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평어인 ‘-해체’를 쓰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언어인 

이모지와 해시태그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펄ㄹㄹ펙트’, 

‘댕캉스’, ‘얼죽코’, ‘깔별소장’, ‘존예’ 등과 같은 
비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롯데백화점”에서는 
‘-합니다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또한 격조사 

‘-께’, ‘-께서’와 선어말어미 ‘-시-’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높임어 
표현으로 공손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상품은 

어떠세요?’나 ‘-건 어떨까요?’와 같은 의문문을 활용한 
간접표현도 마찬가지로 공손하고 정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롯데백화점” 서비스가 사용자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모지와 해시태그 사용은 “펫프렌즈”와 “지그재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비표준어 사용은 없다.  

위에서 살펴본 UX 라이팅 사례를 토대로 발견한 
“펫프렌즈”, “지그재그”와 “롯데백화점” 서비스의 UX 
라이팅 경향성을 프레임워크에 적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림 11 프레임워크 적용 예시 

그림 11 과 같이 5 단계로 구분된 가이드라인을 

프레임워크에 적용하면, 실무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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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기획할 때 각 서비스에서 설정한 관계에 따라  
어떤 UX 라이팅을 사용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펫프렌즈”와 “지그재그”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관계를 표방하고자 하며, 평어 또는 ‘-해요체’와 
직접적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이모지와 해시태그를 

풍부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롯데백화점”은 백화점이라는 특성상 격식 있고 정중한 
특성이 있는데, 그에 따라 ‘-합니다체’와 높임어를 다수 

사용하며 특수문자나 이모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약간의 예외 케이스도 있다. 
“펫프렌즈”와 “지그재그”에서도 공지사항이나 

주문/배송/결제 관련 유의사항에서는 ‘-합니다체’와 
‘부탁 드립니다’와 같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에서도 숏폼 형태의 쇼핑라이브 

영역에서는 특수문자와 이모지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일 서비스 내에서도 과업지향적(task-
oriented)인 특성이 있어 신뢰가 중요한 기능에서는 

정중한 표현을 쓰고, 사회정서적(socioemotional)인 
특성이 있어 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에서는 이모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UX 

라이팅 높임 표현은 단일 수준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스펙트럼을 넓혀 사용할 

수도 있다.  

 

5. 결론 및 논의 

“사람들이 어떤 단어나 표현을 쓸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11] 때문에 서비스에서 어떤 

보이스톤으로 UX 라이팅 전략을 실시하는지는 
기업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드러내고 싶은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UX 라이팅 전략 구성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서비스와 유저의 관계 설정에 따라 
UX 라이팅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라이팅의 

특성상 한국어만의 화법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와 유저 간의 관계 차원과 함께 
한국어만의 특성을 고려한 프레임워크를 

제작해보았고, UX 라이팅 관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언어를 추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예비조사 성격으로 먼저 동일 업종 중 서비스 성격과 

타겟 사용자가 다른 3 가지 서비스(펫프렌즈, 
지그재그, 롯데백화점)를 프레임워크에 대입해 
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상용 

서비스 사례를 찾아 프레임워크에 적용해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일부 한국어 언어 형식을 디지털 서비스에 

적합한 방향으로 각색하여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어 언어 형식 
체계 기준 또한 한국어학에 대한 다수의 이론적 

배경과 디지털 서비스 프레임워크 적용 및 탐색 

작업을 통해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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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그것을 

규격화하여 일종의 매뉴얼로 제안하는 형태로 디자인 
시스템이 발전되어왔다. 디자인 시스템은 사용자의 
경험을 더 나은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UI 컴포넌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페이스에 표기되는 
모든 언어적 표현을 말하는 UX 라이팅의 역할 또한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 시스템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UX 라이팅을 유형화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를 위해, 
UX 라이팅의 사용자가 당면한 작업을 완료하도록 
돕는 관점에 집중한다. 화행의 종류가 사용자의 작업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디자인 
시스템에서 기능 중요도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기능 중요도와 직간접 
화행을 연결 지어 UX 라이팅을 유형화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유형화한 내용을 검증하며 추가 

논의 사항을 도출했으며, 향후 기존 디자인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UX 라이팅 전략을 

정립하는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UX 라이팅, 디자인시스템, 직간접 화행, 라이팅 전략, 

기능별 라이팅, 인터페이스 사례 연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컴포넌트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고도화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UX 디자이너는 점차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로 인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 

스타일을 가이드화하는 경향을 보인다[1]. 모바일 
디자인은 iOS 의 휴면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혹은 
안드로이드의 머터리얼 디자인 가이드를 기점으로, 

다양한 기업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공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중 사용자의 실수를 줄이고 작업 
수행에 도움을 주는 UX 라이팅의 역할이 화두가 

되고 있다. UX 라이팅은 인터페이스에 표기되는 
모든 언어적 표현들 – 타이틀, 라벨, 버튼, 지시, 
설명-등을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다[2]. 

사용자의 특정 경험의 경로에서 발견된 언어적 
특징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사용자의 다음 행동에 
대한 중요도와 긴급성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UX 

라이팅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시스템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일관되고 

효율적인 서비스 개선 작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기능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디자인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UI 컴포넌트 중 
다이얼로그(Dialog)와 툴팁(Tooltip)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다이얼로그와 툴팁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지시킬 때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UI 컴포넌트이다. 그중 다이얼로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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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제공하는 상황의 기능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타입으로 구분돼서 사용한다. 툴팁은 

다이얼로그와는 다르게 하나의 타입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행동 제어권을 주거나 시각적 표현을 다르게 
함으로써 기능 중요도를 구분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해당 연구에서는 두  컴포넌트를 우선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다.   

1.3 용어 정의 및 구분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언어적 접근 이전에 UX 
라이팅과 유사한 개념으로 ‘테크니컬 라이팅’이 있다. 

이는 제품 생산자 입장에서 보다 적절한 사용 
설명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 그에 대한 
언어적 전략을 뜻하며, 구성이 대게 전형적인 

패턴으로 구조화 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읽지 
않아도 독립적인 내용 구조로 완결되어 있어야 한다. 
[3] 이것은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는 기능적 UX 
라이팅의 목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카피 라이팅’이 있는데, 이는 제품 자체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개성 있는 언어적 전략으로 
주로 광고, 홍보에 활용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 선행연구 분석 

2.1 직간접 화행의 정의 

김태자 (1989)는 화행을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으로 구분하였다[4]. 화자가 청자에게 발화의 
표면에 드러난 언어상의 의미만으로 의도한 바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문자적 의미뿐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화행이 그 
발화 형식이 지니는 언표내적 힘과 일치하는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한다면 직접 화행, 일치하지 
않는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한다면 간접 화행이라고 
볼 수 있다 [5]. 즉, 함축적 의미를 담는지 아닌지에 

따라 직간접 화행이 결정된다. 

2.2 직간접 화행과 UX 

UX 라이팅은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태로서 어떠한 화행으로 표현하는지가 사용자에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간접 화행은 더욱 공손한 

표현으로 화자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화자 
자신의 체면 보호를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과 
공손성을 염두에 두어 청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할은 간접 화행을 통해 사용자에게 
친절함을 느끼게 하여 호감도를 주는 측면에서는 

유효하나, 문장을 길게 돌려 말해 사용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과업이 있는 경우 작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방해하는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6]. 해당 예시 상황 중 일부는 표 1과 같다. 

표 1. 예시 상황 : 전화번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화행 예시 

간접 화행 “I want you to know your phone 

number, if you don't mind.” 

직접 화행 “Input your phone number.” 

 

또한 조슈아 포터(2009)는 <Writing Microcopy> 
라는 포스트에 라이팅 사례를 첨부했다. 온라인 거래 

서비스의 5~10%가 청구서 주소 입력 에러로 
실패하여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는 입력 
필드 옆에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의 주소와 같은지 꼭 

확인해주세요.”라는 직접적인 문장을 추가하여 
해결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가 취하는 행동에 직접 관련된 단어 또는 
문구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사용자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7-1]. 즉,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인 경우, 직접 화행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작업 수행도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2.3 기능 중요도에 따른 UI 

디자인 시스템 내에는 이미 기능 중요도에 따라 UI를 
구분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구글의 머터리얼 

디자인시스템 내 다이얼로그 사례를 살펴보면, 기능 
우선순위에 따라 다이얼로그 타입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형태를,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나 중간 우선순위인 경우 사용자가 닫을때 
까지 유지하거나 원인이 된 상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지하는 형태를,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거나 종료할 때까지 앱 사용을 
차단하는 방식을 안내한다[8]. 해당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내 다이얼로그 설명 

컴포넌트 우선순위 사용자 액션 

Snackbar 우선순위 

낮음 
선택사항 : 자동으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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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ner 중요, 
중간 

우선순위 

선택사항 : 사용자가 
삭제하거나 컴포넌트가 

해결될 때까지 유지 

Dialog 최고 

우선순위 

필수 :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거나 종료할 때까지(할 

수 있는 경우) 앱 사용을 차단 

 

다이얼로그 사례에 텍스트 활용 방식에 대한 언급도 
볼 수 있는데, 경고성 다이얼로그의 경우 고객이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비동의 등의 액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일 때 간단하고 명확한 
진술이나 질문을 포함한 타이틀을 작성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모호성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국어 케이스로 치환한다면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권장하는 점은 직접 화행을 권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모호성을 피하도록 하는 점은 

간접 화행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직간접 
화행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행동인지 

측면에서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UX 라이팅 제안 

3.1 기능중요도에 따른 화행 제안 

이에 따라 디자인 시스템 내 UI 컴포넌트 중 

다이얼로그와 툴팁을 직간접 화행과 접목하여 기능 
중요도에 따른 화행 표로 정리해보았다. 컴포넌트 및 
사용자 액션은 국내외 기업 디자인 시스템 자료에서 

정의하는 내용에 따라 연구자들이 재정의하였다. 
표 3에서는 해당 연구에서 언급한 컴포넌트의 정의를 
정리하였고, 표 4 에서는 컴포넌트별 사용자 액션을 

설명하였으며, 표 5 에서는 표 4 의 사용자 액션에 
따라 기능 중요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직간접 

화행을 연결했다. 

표 3. 컴포넌트 정의 

컴포넌트  정의 

Dialog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용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등의 

여러 작업을 수행하도록 돕는 

인터페이스 

Tooltip 특정 요소 위에 정보 텍스트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 

Toast  동작에 대해 간단한 피드백을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 

Modal  

 

새 컴포넌트가 생성된 경우 기존에 
있던 화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형태 

Modaless Modal 의 반대 개념으로 제어권을 
독점하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표 4. 컴포넌트 별 사용자 액션 

컴포넌트 사용자 액션 

Toast 
Dialog, 

Guide 

Tooltip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정보이나 
가이드성 정보 혹은 기존과 다른 

변동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 주로 버튼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노출. 

Point/Action 

Tooltip 

정보성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시각적 
포인트 요소(색상, 아이콘 등)를 통해 
사용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확인하게 

함. 사용자가 직접 종료 가능. 

Action 

Dialog 

사용자의 액션을 필요할 때 주로 사용. 

사용자의 자율성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적용/취소 등 선택권을 
제공하나 행동을 제어하지 않는 

Modaless 속성을 주로 가짐. 

Alert Dialog 사용자에게 경고 혹은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 사용자의 확인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행동을 
제어하는 Modal 속성을 가지며 호출 

중 다른 작업이 불가능. 

 

표 4 의 컴포넌트별 사용자 액션에 따라 기능 
중요도를 구분하였다. 사용자의 행동 자유도가 

높거나 일시적으로만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기능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였고, 사용자의 행동을 
필요로 하며 행동 제어가 높을수록 기능 중요도가 

높다고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 중요도에 따른 
직간접 화행을 표 5 로 연결 지었다. 표에서 언급된 
간접 화행의 상, 중, 하는 미사여구, 관용어 및 수식어 

등을 많이 활용하여 직접성이 낮을수록 상에 

가깝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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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능 중요도에 따른 직간접 화행 

컴포넌트 예시 기능 중요도 직간접 화행 

Toast Dialog, 

Guide Tooltip 

우선순위 낮음 간접 화행 상 

Point/Action 

Tooltip 

우선순위 낮거나 

중간 

간접 화행 중 

Action Dialog 우선순위 높거나 

중간 
간접 화행 하 

Alert Dialog 우선순위 높음 직접 화행 

 

3.2 사례 분석  

기능 중요도에 따른 직간접 화행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상용 서비스의 UX 라이팅 사례를 탐색한 

후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 기능 중요도에 따른 화행 단계별 구분 
표[9,10,11,12,13,14] 

기능 중요도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차례대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 우선순위가 낮은 Toast Dialog, Guide Tooltip 
사례에서는 기능 우선순위가 낮아 간접 화행을 높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주로 간략한 메시지를 

사용하여 직접 화행에 가깝게 표현됨이 확인되었다.  

 

그림 2 Toast Dialog, Guide Tooltip사례[9,10,11] 

Point/Action Tooltip 사례는 기능 우선순위가 
낮거나 중간에 해당하여 간접 화행을 어느 정도 
활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 예로, 칭찬 기능이 

있는 아이콘을 설명하는 툴팁의 경우 ‘칭찬 

기능’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칭찬 
당근을 보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라는 

미사여구 활용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느낌표) 
문장부호를 강조 표현으로써 높은 빈도수로 활용하는 

특성을 발견했다. 

 

그림 3 Point/Action Tooltip사례[9,13,14] 

Action Dialog 사례는 기능 우선순위가 높거나 
중간에 해당하여 직접 화행 사례와 간접 화행 사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ction Dialog 내에서도 

사용자가 확인해야 하는 기능상 정보의 단계에 따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었는데, 예로 정보의 단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금융인증서 인증을 동의받아야 

하는 경우 직접 화행을 사용했으며, 정보의 단계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이메일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메인 메시지를 직접 화행으로 사용하고 

서브 메시지는 간접 화행을 사용하였다. 정보의 
단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걸음 수 안내의 경우에는 간접 화행을 사용하였다. 

 

그림 4 Action Dialog 사례[9,10] 

Alert Dialog 사례는 기능 우선순위가 높아 직접 
화행을 높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메인 

메시지와 서브 메시지를 구분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Action Dialog 사례와는 다르게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을 섞어 제공하지 않고 직접 화행만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Alert Dialog 사례[10,12] 

 

3.3 논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직간접 화행의 차이를 발생하게 
하는 네 가지 측면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논의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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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우선순위의 경중도에 따라 직간접 화행의

차이가 발생한다.

기능 우선순위가 낮을수록 간접 화행의 사용이 

높아진다. 이는 Point/Action Tooltip 사례 및 Action 
Dialog 의 사용자가 확인해야 하는 기능 정보의 

단계가 낮은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기능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직접 화행의 사용이 
높아진다. 이는 Action Dialog의 정보의 단계가 높은 

사례 및 Alert Dialog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사용자의 행동 이후 결과 예측 여부 및 데이터
복구 난이도에 따라 직간접 화행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용자의 행동 이후 결과 예측이 어렵거나 데이터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직접 화행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례는 Alert Dialog 의 사례에서 
주로 발견한 삭제, 실패, 오류 등의 상황이다. 

사용자의 행동 이후 데이터가 사라져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사용자의 의도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혹은 사용자의 예측을 벗어난 경우에는 직접 

화행으로 현재 상황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함을 확인하였다.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제어권에 따라 직간접

화행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용자의 제어권이 높은 경우 간접 화행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례는 간접 화행을 주로 사용한 
Point/Action Tooltip 및 Action Dialog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사례들은 사용자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어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거나 수행하지 

않아도 다른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제어권이 낮은 경우 직접 화행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례는 직접 화행을 주로 사용한 
Alert Dialog 의 기존에 있던 화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Modal 속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oast Dialog, Guide Tooltip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일시적으로 노출하여 사용자의 행동에 
자율성이 없으므로 제어권 측면에서 Alert Dialog 
사례와 유사해지며 그렇기에 직접 화행을 주로 

사용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메시지의 길이에 따라 직간접 화행의 차이가

발생한다.

간략한 메시지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직접 화행을 

주로 사용한다. Toast Dialog, Guide Tooltip 사례는 
기능 중요도가 낮음에도 간접 화행이 아닌 직접 

화행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기능 중요도가 낮아 
오히려 간략한 메시지로만 표현되어도 사용자의 정보 

인식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점과 시스템이 
메시지를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여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확인하려면 간략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하는 

측면이 함께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간략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화행을 사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훌륭한 인터페이스에는 사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 자체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UX가 있어야 

한다[7-2]. 기능에 따라 적합한 화행을 사용할수록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연결을 매끄럽게 하고, 
사용자가 빠르게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개발의 
생산성을 위해 다양한 기업이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발맞춰, 기능 우선도에 

따라 적합한 UI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점과 해당하는 
상황에 적합한 화행으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해당 사례별 분류가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의 사례가 다양하지 않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 

어플리케이션의 사례와 영어로 표현되는 직간접 
화행에 대한 사례도 함께 찾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이후 전문가 인터뷰 및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그 

유효성을 입증하며, 다이얼로그와 툴팁 사례 외에 더 
많은 디자인 시스템 내 컴포넌트 사례를 접목하여 
기존 디자인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UX 라이팅 전략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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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술과 경제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는 유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한다. 소셜 로봇은 사람과 교감하는 
감성 중심의 로봇으로 유아동의 정서 발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 발달을 
위한 소셜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문헌 연구를 통해 유아동과 소셜 로봇 및 유아동의 정서 
발달에 대해 살펴보고, 역할놀이 기반 ‘속마음 대화’, 
동화 기반 ‘공감 대화’, 일상 문제 기반 '문제해결 대화’의 
세 가지 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소아정신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나리오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만 
5~7 세 유아동 8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유아동은 모든 시나리오의 목적에 적합하게 대화를 
진행하였다. 특히 ‘공감 대화’와 ‘문제해결 대화’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속마음 
대화’에서는 낯선 환경과 라포 형성의 미흡으로 
속마음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대화의 
선호도 역시 '공감 대화', '문제해결 대화', '속마음 대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셜 로봇이 유아동의 
정서 발달 목적에 부합하는 대화를 유도하여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유아동과 소셜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유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소셜 로봇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소셜 로봇(Social Robot), 대화 시나리오(Conversation 
Scenario), 유아동(Young Children), 정서 발달 
(Emotional Development) 

1. 서 론

최근 유아동은 디지털 미디어에 많은 시간이 노출된 
반면, 또래와의 접촉 시간과 놀이 문화가 감소하였다. 
또한 가족 형태의 변화로 어른과의 접촉 빈도와 지도의 
기회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소수의 자녀에게 

소비를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외 스마트 
콘텐츠 시장에서 유아동 전용 콘텐츠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1] 이는 유아동의 
사회활동 단절과 정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 발달을 위한 소셜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2]. 이에 만 5~7 세 
유아동과 소셜 로봇의 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시나리오의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소셜 로봇이 유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본 후, 유아동의 발달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역할놀이를 기반으로 한 ‘속마음 대화’, 동화를 기반으로 
한 ‘공감 대화’, 일상 문제를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나리오를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실험을 위해 
서큘러스(Circulus)의 소셜 로봇 파이보(Pibo)에 
시나리오를 적용 개발하고, 만 5~7 세 유아동 8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각 시나리오의 
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선호도를 파악하여 
시나리오의 활용 가능성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유아동과 소셜 로봇 

소셜 로봇(Social Robot)은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기존 로봇과 달리 사람과 사회적 행동을 통해 
교감하는 감성 중심의 로봇을 의미한다[3]. 로봇은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대상에서 점차 인간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다[4]. 소셜 로봇은 교육, 
엔터테인먼트, 케어, 안내,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중 동반자 로봇은 개인 비서, 친구, 집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엔터테인먼트, 교육, 케어 등 복수의 기능을 
제공한다[4]. 소셜 로봇 중에는 유아동에 특화된 로봇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소셜 로봇은 유아동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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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원 외 연구자(2020)는 로봇 놀이 활동인 ‘ROBO-
RANG’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 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만 5 세 유아를 대상으로 17 명의 
실험집단과 17 명의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ROBO-
RANG’과 일반 누리과정이 사회적 능력과 정서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험은 6 주 동안 
총 18 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대화하는 지능형 강아지 
로봇 제로미를 활용하였다. 두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로봇 놀이 활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친사회적, 외적 행동, 내적행동)과 정서 
능력(자기정서 인식, 타인 정서 인식, 정서 허위, 
감정이입, 정서표현, 정서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로봇 놀이 
활동이 교수 학습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5]. 

앞선 연구와 유사하게 이정순 외 연구자(2012)는 
유아교육기관의 지능형 로봇 활용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 및 정서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 세 유아 50 명을 대상으로 
지능형 로봇 제니보(Genibo)를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자유놀이 방식으로 8 주간 
진행되었으며, 실험 전후 사회정서발달 검사를 3 회 
실시하였다.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유아의 경우, 
사회정서발달의 하위 요인 중 내적 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성취동기, 호기심에서 긍정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신 상태 용어 사용의 빈도에 있어서 
정서적, 인지적, 바람의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소셜 로봇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6]. 

현은자 외 연구자(2008)는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만 4 세 유아 17 명을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집단에는 
지능형 로봇 아이로비 Q(irobiQ)가 그림책을 읽어 
주도록 하였고 통제집단에는 노트북을 활용한 
멀티미디어가 그림책을 읽어 주도록 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능형 로봇을 경험한 집단은 
멀티미디어를 경험한 집단보다 이야기 구성력, 이야기 
이해력, 단어 재인(Word Recognition)이 향상되었고, 
어휘력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상승하였다. 해당 연구는 
지능형 로봇이 유아의 언어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7]. 

표 1. 선행 연구 소셜 로봇 사례 

소셜 로봇 

제로미 제니보 아이로비 Q 

선행연구는 소셜 로봇이 유아동의 사회성, 정서,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소셜 로봇은 현시대 유아동이 직면하는 사회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 친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동을 위한 소셜 로봇은 유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와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2 유아동의 정서 발달 

유아기는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며,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8].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정서를 이해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9]. 이 시기 유아동은 자기 표현력, 
공감 능력, 자기 효능감이 발달한다.  

자기 표현력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11].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고 자기 표현력이 
향상된다[10]. 유아동의 자기 표현력을 발달시키는 
방법에는 연극놀이와 역할놀이가 있다. 연극놀이는 
다양하고 새로운 자극을 통해 판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킨다[12]. 역할놀이는 
자신의 사고를 표출하고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자아개념을 향상시킨다[13].   

3~5 세의 유아동은 단순한 상황에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 반응을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언어발달, 
신체 표현, 상징적 단어의 의미 파악을 통해 광범위한 
정서에 공감할 수 있고 대상이 없어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14]. 공감 능력은 부모와 교사가 
공감 교육 기회를 자주 제공할수록 발달하게 된다[15]. 
특히 그림책을 활용한 공감 교육은 유아의 공감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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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자기 효능감은 사회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학업 
성취를 높이고 성취 가능성에 만족감을 준다[17].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본 생활습관 동화는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대리경험을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자신만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18].  

소셜 로봇은 자기 표현력을 높이는 역할 놀이, 공감 
능력을 높이는 동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일상 
문제해결 대화를 통해 유아동의 정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대화 시나리오 개발 

본 연구는 만 5~7 세 유아동을 대상으로 ‘속마음 대화’, 
‘공감 대화’, ‘문제 해결 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들 
대화의 수행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속마음 
대화’는 유아동이 상상 속 존재, 좋아하는 동물, 주변 
인물 등이 되는 역할 놀이를 통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대화이다. ‘공감 대화’는 동화를 
들려준 후, 동화 속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대화이다. ‘문제 해결 대화’는 소셜 로봇이 
자신의 고민 상담을 들려주면 유아동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대화이다. 대화는 
소셜 로봇이 먼저 질문을 하고 유아동이 답변을 하면, 
답변 내용에 따라 소셜 로봇이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화 시나리오의 종류와 목적은 [표 2]과 같다. 

표 2. 시나리오 종류 

시나리오 목적 

속마음 대화 
특정 존재가 되어보는 역할놀이를 

통해 유아동의 속마음을 확인 

공감 대화 
동화 속 등장인물의 마음에 공감하며 

타인의 감정을 학습 

문제해결 대화 
스스로 일상 속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훈련 

3.2 대화 시나리오 검증 

대화 시나리오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5 월 23~26 일 온라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에게 작성된 대화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요청한 후, 자문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프로파일과 인터뷰 질문 항목은 
[표 3], [표 4]과 같다. 

표 3. 전문가 프로파일 

전문가 나이 성별 직업 경력 

D1 30 대 남자 소아 정신과 전문의 12 년 

D2 40 대 남자 소아 정신과 전문의 20 년 

표 4. 전문가 자문 인터뷰 질문 항목 

시나리오 내용 

속마음 

대화 

- 역할 놀이를 통해 속마음 대화를 하는

방법이 적절한가요? 

공감 대화 

- 유아동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동화 주제가 적절한가요? 

- 동화를 통해 공감 능력을 길러주려면

어떠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요? 

문제 해결 

대화 

- 유아동이 로봇을 인격체로 인지할까요?

- 로봇의 문제를 유아동이 해결하는 대화

방식이 적절한가요? 

전문가 검증을 통해 시나리오의 개선 사항을 파악하였다.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전문가 자문 결과 

시나리오 내용 

속마음 

대화 

- 로봇의 효과음을 통해 유아동의 집중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역할놀이의 대화방식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공감 대화 

- 공감을 유도하는데 동화의 주제는

무관하나 동화의 내용이 단순해야 한다. 

- 공감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동화 속

주인공의 마음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좋다. 

문제 해결 

대화 

- 유아동은 소셜 로봇이 인격적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 유아동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화의 문제 리스트는 양육자에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3.3 대화 시나리오 실험 설계 

대화 시나리오는 서큘러스(Circulus)의 휴머노이드 
소셜 로봇 파이보(Pibo)에 구현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파이보는 머리, 손, 발의 움직임이 가능하며, 얼굴에 
색상이 변화하는 LED 눈과 몸통에 작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다. 실험은 양육자의 동의와 관찰 하에 8 월 
13 일~16 일에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유아동은 독립된 
테이블에서 연구자 보조 하에 소셜 로봇과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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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으며, 양육자는 별도의 테이블에서 이를 
관찰하였다. 테스트에 참여한 유아동의 프로파일은 [표 
6], 테스트 환경은 [그림 1]과 같다. 

표 6. 유아동 프로파일 

유아동 C1 C2 C3 C4 C5 C6 C7 C8 

만 나이(세) 7 7 7 6 6 6 7 5 

성별 여 남 여 여 남 남 여 여 

그림 1 테스트 환경 

3.4 실험 평가 항목 

시나리오에 대한 유아동 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질적 대화 
분석을 위해 각 시나리오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질문을 선정하고 유아동의 답변을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선호도는 대화 종료 후 
수행한 대화의 선호도에 대해 5 점 리커트 척도(1 점: 
매우 재미없음, 5 점: 매우 재미있음)로 평가하였다. 각 
시나리오 별 핵심 질문은 [표 7]과 같다. 이와 별도로 
실험 종료 후 유아동과 양육자에게 대화 전반에 관한 
간단한 인터뷰를 [표 8]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7. 시나리오 핵심 질문 

시나리오 내용 

속마음 

대화 

- OO 이는 마법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니? 
- OO 이는 마법사가 되면 변신해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니? 

- 마법사는 시간 마법을 써서 가장 기뻤던

시간으로 갈 수 있어. OO 이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니? 

공감 대화 

- 추운 겨울 먹을 것이 없던 베짱이의
기분은 어땠을까?

- 노래를 부르는 베짱이를 보면서 일하는

개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문제 해결 
대화 

-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 친구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표 8. 테스트 인터뷰 질문 항목 

대상 내용 

유아동 

- 로봇이랑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나요?

- 로봇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로봇에게 비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양육자 

- 자녀가 로봇과 속마음 대화를 잘 하는 것

같나요? 

- 전체 대화에 대한 인상이 어떤 가요?

- 로봇을 구매할 의향이 있나요?

4. 연구 결과

4.1 질적 대화 분석 

‘속마음 대화’에서 속마음을 말한 유아동과 그렇지 않은 
유아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소셜 로봇이 “마법사는 
시간 마법을 써서 가장 기뻤던 시간으로 갈 수 있어.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니?”라고 질문했을 때 “없어”, 
“재미있었던 추억으로 가고 싶어.”라고 간략하게 말한 
유아동이 있는 반면, “나는 코로나 없을 때로 가고 싶어. 
왜냐하면, 코로나 있을 때는 마스크도 써야 하고, 격리도 
해야 하고, 예전에는 더우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지금은 써야 하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로 가고 싶어. 
그러면 언니가 예전처럼 잘 돌봐 줄 테니까.”라고 말한 
유아동도 있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싶다’, ‘하다’, 
‘되다’, ‘나’, ‘보다’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림 2 속마음 대화 워드 클라우드 

공감 대화는 대부분의 유아동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노래를 부르는 베짱이를 보면서 일하는 
개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베짱이가 
겨울에 추울까 봐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는데 베짱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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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아서 걱정했을 것 같아”, “개미는 슬펐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등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였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같다’, ‘베짱이’, ‘놀다’, ‘먹다’, ‘배고프다’의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그림 3 공감 대화 워드 클라우드 

문제해결 대화는 대부분의 유아동이 소셜 로봇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친구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친구들이 물어보면 잘 이해해 주고, 반대로 
네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친구들이 얘기해 달라고 
할 때만 말해주면 될 거야.", "대화를 하면서 같이 짝도 
되어보고 같이 놀이도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등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친구’, ‘되다’, ‘하다’, ‘같이’, ‘같다’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그림 4 문제해결 대화 워드 클라우드 

4.2 선호도 

대화에 대한 유아동의 선호도 결과는 [표 7]과 같다. 
선호도 점수는 ‘공감 대화’가 4.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제해결 대화’가 4.25, ‘속마음 대화’가 4.0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시나리오 선호도 점수 

속마음 공감 문제해결 

평균 4.00 4.50 4.25 

유아동 인터뷰 결과, 로봇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유아동이 로봇과 친구가 되어 비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양육자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양육자가 유아동이 낯선 실험 환경 
때문에 평소와 같이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으며 
가정에서 진행할 경우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가 로봇과 비밀 
이야기를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되며 로봇이 자녀와 
양육자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아쉬운 점은 로봇이 공감보다는 대답 
위주의 대화를 해서 다소 딱딱하게 느껴진다고 하였으며, 
대화 시 질문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거나 꼬리 질문을 
하는 등 대응하는 기능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양육자는 소셜 로봇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만 5~7 세 유아동과 소셜 로봇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속마음 대화’, ‘공감 대화’, ‘문제해결 
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해당 대화 시나리오의 
특성과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속마음 
대화’에서는 속마음을 나타내는 ‘싶다’, ‘하다’, ‘되다’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선호도 점수가 
비교적 낮았고, 유아동에 따라 속마음을 말하는 
유아동과 그렇지 않은 유아동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실험 환경이 낯설고 소셜 로봇과의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양육자는 유아동이 
가정에서 소셜 로봇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속마음 대화’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보다 장기적인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공감 대화’에서는 ‘같다’, ‘베짱이’, 
‘놀다’ 등의 단어 사용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속상하다’, 
‘배고프다’, ‘기쁘다’ 등 등장인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감 
대화’는 유아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선호도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화 콘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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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소셜 로봇이 활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콘텐츠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대화’에서는 ‘친구’, 
‘되다’, ‘하다’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또한 ‘같이’, 
‘친하다’, ‘놀다’ 등 친구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단어도 
높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유아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6. 결론

본 연구는 유아동이 소셜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소셜 로봇이 각 시나리오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해당 연구는 소셜 
로봇과의 대화가 유아동의 정서 발달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유아동에게 낯선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유아동과 소셜 로봇의 
라포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는 유아동의 실제 생활 
공간에서 유아동과 소셜 로봇이 장기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소셜 로봇이 유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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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ly, Clustering is Not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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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일반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상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이트의 UX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의 행동 유형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는 페이지 단위로 기록된 로그 

데이터 간의 관계 및 맥락을 고려하며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후 행동 유형을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E-commerce 사이트에서 수집된 페이지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Uxer 의 관점에서 

새롭게 고안한 두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1) 

페이지 그루핑을 통한 로그 데이터 정제: 

사이트의 구조와 페이지 내의 UI 패턴을 

바탕으로 유사한 페이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정의한다. 2) 양적-질적 방법을 통한 복합적 

행동 유형 해석: Centroid 기반의 대표 세션을 

추출하는 양적 방법론으로 행동을 분석한 후 

질적 방법론인 ‘Elicitation interview’를 통해 

행동 유형별 심층적 의미를 해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UXer 가 로그 데이터 속 수많은 

페이지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의 행동 유형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이트의 UX 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Log Data, Page data, Clustering, User Experience, 

Behavior analysis, E-commerce  

 

1. 서론 

사용자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에 수집된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는 제약이 많다. 로그 데이터에는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나갈 때까지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기에[12] 분석 목적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재가공 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하기 어렵다. 
실제 대규모의 E-commerce 사이트에서 수집된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E-
commerce 사이트에서는 고객이 구매했거나 보았던 
상품을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16]. 로그 데이터가 페이지(URL)의 형식으로 
기록될 경우에 이를 데이터 정제의 과정 없이 
클러스터링 분석을 진행하면, 도출된 결과로는 

사용자 행동의 맥락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UX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commerce 사이트에서 

수집된 페이지 로그 데이터를 UX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분석 방법론 한계를 개선하며 

페이지 데이터를 가공하고 해석하는 단계에서 

UXer 가 고안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향후 Uxer 가 사이트의 UX 를 개선하기 위해서 
페이지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행동 
유형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유의미한 사이트 UX 

개선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했다.  

 

2. 선행 연구 

2.1 로그 데이터 

로그 데이터(Log Data)는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운영 체제 등에서 수집되는 사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이벤트의 모음’이다[3, 10]. 로그 

데이터는 UI 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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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되었지만, 온라인 시장에 e-Business 와 
eCRM의 개념이 도입되며 점차 사용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10]. HCI 
커뮤니티에서도 로그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행동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Starbird and 

Palen(2010)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과 확산되는 방식을 로그 데이터 기반으로 
살펴보았다[19]. Adar, Teevan, and Dumais(2008) 

는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재방문 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1]. HCI 외의 
분야에서도 로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는데, Park and Kim(2015)은 국내 포탈 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들의 검색 활동 분석을 

시도했다[16]. 
 

2.2.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Clustering)은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기술이다[13]. 

모든 불균일한 데이터는 데이터의 

이종성(Heterogeneity)으로 인해 근본적인 

구조가 기저에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밝혀내며 

데이터를 그루핑 하는 프로세스를 데이터 분류 

혹은 클러스터링이라고 한다[8].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 방식이기에 데이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18]. 이러한 클러스터링은 웹 로그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되어 왔는데,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가 유사한 웹 사이트의 페이지들을 

방문한다는 전제 하에 사용자가 방문한 웹 

사이트 내의 페이지를 k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도출된 페이지 그룹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활용할 수 있다[5, 10].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법 

중에서도 거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그루핑 하는 

K-means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했다. K-

means 클러스터링은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속하는 데이터 간의 거리 차이를 최소화하며, 

반대로 클러스터 간의 거리 차이는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그루핑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이다[13]. 본 연구에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해 사용자의 행동 유형을 

분류하고자 했으며, K-means 의 입력 parameter 

중 하나인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Elbow method 를 활용했다. 

2.3 로그 데이터 기반 E-commerce 사용자 분석  

기존 E-commerce 플랫폼의 정보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분석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Rho, J.J et al.(2011)은 E-
commerce 의 사용자의 웹 로그 데이터와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해 
6 가지 사용자 유형을 도출했다[17]. Olbrich and 

Holsing(2011)은 SSC(Social Shopping 

Community)에서 수집된 클릭스트림 기반의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매 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했다[15]. I-Chin 

Wu and Hsin-Kai Yu(2020)는 사용자의 E-

commerce 웹 사이트 탐색 행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실시해 사용자 탐색 행동을 

유형화하려 했다[6]. 

E-commerce 에서 사용자 행동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데이터의 양이 거대하기에 여전히 분석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12]. 더불어, 

페이지 단위로 수집되는 로그 데이터는 정제되지 

않았기에 그 자체로는 바로 분석하기에 어려우며,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의 의미나 

맥락을 해석해내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E-commerce 사이트의 다양한 

페이지 간의 의미론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행동 흐름을 파악해야 유의미한 UX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Xer 가 클러스터링 전-후 단계에서 사용자의 

행동 양상을 고려해 페이지 로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새로운 행동 유형 분석법을 

시도하고 제안한다.  

 

3. 연구 과정  

본 연구는 E-Commerce 사이트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 분석을 

진행해 행동 유형을 분류했고, 사이트 내에서의 

각 행동 유형별 흐름과 특징을 파악했다. 활용된 

로그 데이터는 국내 E-commerce 플랫폼을 

이용한 5,000 명의 사용자의 3 개월간 수집된 약 

6백만 개의 로그 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그림 1 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던 기존 행동 유형 분석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기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페이지 

그루핑’을 그리고 ‘결과 해석’ 과정에 ‘양적-질적 

결과 해석’ 방법을 추가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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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그 데이터 기반 행동 유형 분석 프로세스 

3.1. 페이지 그루핑 

 페이지 그루핑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사이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 페이지 간의 

위계를 파악했다. 그 후, 페이지가 가지는 UI 

패턴들을 분석했다. 종합적으로는 위계와 UI 

패턴을 바탕으로 하나의 페이지 그룹으로 묶는 

페이지 그루핑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표 1 과 

같이 로그 데이터 751 개의 페이지(URL)을 총 

26 개의 페이지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페이지 그룹 명칭 기존 페이지(URL) 개수 

1 메인 홈 37 

2 상품 목록 244 

3 상품 검색 결과 22 

4 상품 정보 49 

5 상품 상세 정보 32 

… 

23 결제 확인 2 

24 상품 문의 7 

25 결제/구매 내역 9 

26 배송 조회 4 

* 제외된 페이지 61 
  751 

표 1 페이지(URL)를 바탕으로 그루핑 결과 

 

3.2. 클러스터링 

행동 유형 도출은 세션을 분리하고, 이상치를 

제거한 후 K-means 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세션은 이전 로그 

데이터가 기록된 시간과 다음 로그 데이터 

시간의 차이가 60 분 이상일 경우 분리해, 

결과적으로 총 351,907 개가 산출되었다. 이상치 

제거의 경우, 최소 길이를 충족하지 못하거나(한 

세션 당 로그 데이터 수가 2 이하인 경우), 한 

세션에 로그 데이터의 페이지 URL 이 동일한 

경우 이상치로 판단해 제거했다. 그 후, Elbow 

method 를 통해 클러스터의 개수를 5 개로 

설정한 후, ‘세션 길이, 총 세션 체류 시간, 평균 
페이지 체류 시간, 구매 페이지 도달 시간, 페이지 
그룹 종류 수, 특정 페이지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머무른 횟수, 특정 페이지 그룹의 비율, 
장바구니/관심 상품/구매 여부, 검색 여부, 제품 
카테고리’ 등 12 개의 입력변수를 사용해 K-

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했다. 실제, 표 2 와 

같은 다섯 가지 행동 유형이 도출되었다.  
       

 총 세션 

개수 

평균 

세션 
길이 

세션당 

평균 
체류 

시간 

페이지당 

평균 체류 
시간 

… 평균 

나이 

행동유형 1 170,968 13.29 32.2 182.88 … 37.45 

행동유형 2 57,583 7.33 9.13 51.85 … 36.862 

행동유형 3 4,465 57.24 100.29 109.74 … 38.773 

행동유형 4 24,920 12.61 184.65 78.74 … 37.57 

행동유형 5 40,117 5.94 32.47 295.56 … 38.39 

표 2 행동 유형별 입력 변수 통계량 

 

3.3. 양적-질적 결과 해석 

마지막으로, 행동 유형 해석은 Centroid 

기반으로 각 클러스터별로 대표 세션을 추출해 

입력 변수별 통계량과 실제 행동 시퀀스를 

시각화해 해석했다. 더불어, 사용자의직 관적인 

경험과 무의식적 행동을 더 잘 포착하기 위한 

방법인 Elicitation interview 를 활용했다[7]. 

Elicitation interview 를 통해 사용자의 과거 

구매 기록을 바탕으로 직접 쇼핑 행위를 

재연하며 설명하게 함으로써, 앞선 양적 분석 

과정에서 결여된 행동 유형의 설명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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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4.1 페이지 그루핑을 통한 행동 중심적 

관점에서 ‘로그 데이터 정제’의 필요성   

 클러스터링 분석을 하기에 앞서 페이지 

데이터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페이지 간의 공통점을 찾아 행동 중심적 

관점에서 페이지를 그루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행동 중심적 ‘페이지 그루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이트 내의 페이지의 위계 구조와 

페이지가 지니는 UI 패턴을 바탕으로 페이지 

그루핑을 진행했다.  

실제 사이트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페이지 내에서 벌어지는 행동 

유형은 한정적이다. 특히나 E-commerce 의 

경우, 제품 구매를 위해 나타나는 행동은 크게 

다섯 가지로, 니즈 인지, 정보 탐색, 평가 및 

선택, 구매, 구매 후 행동이 있다[2, 11]. 따라서, 

유사한 행동이 벌어지는 페이지를 파악해 하나의 

동일한 페이지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이트 내의 페이지의 속성에 대한 

해석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페이지 데이터를 재구조화해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림 2 와 같이 

전체적인 페이지 간의 위계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보통 E-commerce 사이트 구조의 상단에 

위치한 페이지일수록 쇼핑의 시작 단계에서 

마주하고, 하단에 있을수록 쇼핑의 종료 

지점에서 마주할 확률이 높다. 그림 2 의 Main 1, 

Main 2, 그리고 Main 3 과 같이 혹은 Sub 1 과 

Sub 2 와 같이 동일한 referral 페이지(해당 

페이지를 방문하기 이전 페이지)를 가져서 

동일한 위계에 있는 페이지들 내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행동 유형은 유사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사이트의 구조 내에서 페이지 

간의 위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사이트 페이지 구조 예시 

그 후, 파악된 페이지 간의 위계 구조와 더불어 

페이지가 지니는 UI Pattern 을 페이지 간의 

유사성을 분석해 페이지 그루핑을 진행한다. UI 

Pattern 이란 페이지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혹은 해법 

양식을 말한다[9]. 페이지 간의 네비게이션 

방식이 Tab 이나 Breadcrumbs 패턴을 갖거나 

정보가 List, Carousel 이나 Card 패턴으로 

제시되는 등이 UI Pattern 이 활용되는 경우이다. 

만약 페이지에 동일한 UI Pattern 을 가질수록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분석한 

위계와 더불어 그림 3 과 같이 유사한 UI 

Pattern 으로 이루어져서 해당 페이지 그룹끼리 

동일한 행동 유형이 일어나는지를 고려해 페이지 

그룹을 분류한다.  

 

그림 3 페이지 UI Pattern 에 따른 그루핑 예시 

궁극적으로는 사이트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다양한 페이지가 존재한다 해도, 사용자의 행동 

중심적 관점에서 다수의 페이지를 소수의 페이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페이지 그루핑은 

페이지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하나의 

그룹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추후 클러스터링 

결과를 해석함에서도 용이하다.  

4.2 양적 분석 방법론(centroid 추출)과 더불어 

질적 분석 방법론(elicitation interview)을 통한 

복합적인 ‘행동 유형 해석’의 필요성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도출된 행동 유형을 

해석하기 위해서, centroid 기반의 대표 세션을 

추출해 행동 흐름을 분석함과 더불어 행동 

이면의 동기나 의미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Elicitation interview’ 과정도 필요하다. 

먼저, centroid 기반의 대표 세션을 추출하면, 

수천개의 데이터 중 클러스터 중심에 가장 

가까운 세션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 각 

클러스터의 모든 세션들을 시각화하며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다. 더불어, 클러스터 별로 

입력 변수의 통계량만을 계산해 해석하는 것은 

클러스터 전체의 경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 행동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클러스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며 

대표성을 띄는 세션을 centroid 기반으로 추출한 

후 행동의 흐름을 살펴보며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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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별로 centroid 에 가까운 대표 세션을 

추출한 후에는 해당 세션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 

필요하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페이지 데이터의 

특성상 행동의 흐름을 파악해야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의 클러스터 1 의 경우 

‘홈’에서 쇼핑을 시작해 ‘상품’을 탐색하며 

‘결제’로 끝나는 행동 시퀀스를 보이는 반면, 

클러스터 2 의 경우 ‘검색’을 통해 쇼핑을 시작해 

‘상품’ 에 대한 탐색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행동 시퀀스를 보인다. 따라서 실제 사이트 화면 

바탕으로 클러스터별 대표 세션을 시각화 하여, 

해당 클러스터에 속하는 행동의 주요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그림 4 클러스터의 Centroid 기반 대표 세션 추출 

더불어 Elicitation interview 를 통해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양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동을 한정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보완해준다. 먼저 인터뷰는 

참여자의 최근 구매 제품을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통해 도출된 행동 유형에 따른 

마킹을 하도록 부 Task 를 부여한다. 마킹 후, 

사용자로 하여금 마킹한 제품별로 구매 과정을 

Think-aloud 기법을 사용하며 스마트폰으로 

재연하게 하여서, 실제 행동의 흐름과 특징을 

자세하게 파악한다. 본 과정을 통해서, 실제 

페이지 데이터가 아닌 클릭스트림 데이터로만 

포착할 수 있는 측면의 행동까지도 파악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양적 분석 과정에서 

결여됐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행동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 Elicitation interview 에서 진행된 행동 유형 

마킹  

 

5. 결론 및 한계 

 사용자의 온라인상 활동이 늘면서 E-

commerce 와 더불어 많은 종류의 사이트에서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파악해 UX 개선으로 이어지기엔 어려움이 많다. 

특히 페이지 데이터의 경우 분석에 사용하는 

기술 자체의 성능에서의 부족함보다도, 사이트별 

특성을 반영해 페이지 데이터를 가공하고 

해석하는 시도가 부재했던 기존 방법론의 한계가 

컸다. 본 연구는 이런 기존 방법론 한계를 

개선하며, 페이지 데이터를 가공하고 해석하는 

단계에서 UXer 가 고안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UXer 는 페이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페이지 

그루핑’ 과정을 통해 행동 중심적 관점에서 기존 

페이지 로그 데이터를 정제해야 한다.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후에는, 

도출된 클러스터의 centroid 를 중심으로 대표 

세션을 추출하고 elicitation interview 로 행동의 

설명력을 높이며, 양적-질적 분석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행동 유형 해석을 정교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행동 유형 

분석법을 바탕으로, E-commerce 이외의 다양한 

영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된 페이지 기반의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 UX 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특정 E-commerce 사이트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E-commerce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행동 유형을 분석하며 본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교차 검증 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E-

commerce 사이트의 사용자 로그 데이터 이외에 

다양한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페이지 

기반의 행동 유형 분석 시 개선해야 할 점을 

더욱 심도 있게 고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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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개인 간의 뇌 활동 또는 뇌 간 동기화 (Inter brain 

synchrony; IBS)는 협력 과제 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많은 대면 협력 상황에서 IBS 가 

연구되어 왔다. 최근 실제적 필요에 의해 많은 원격 

협력이 수행되고 있지만, 원격 협력 그 중에서도 특히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상호작용 

기반의 협력 상황에서는 IBS 에 관현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AR 기술을 이용한 원격 

상황에서 사용자 간 IBS 가 일어나는지 예비 연구하기 

위해 원격 AR 협력 과제와 개인 AR 과제에서 IBS 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격 협력 

AR 과제에서의 IBS 수준이 높았으며, IBS 수준 

높을수록 과제 수행 능력이 높아짐을 예비 

연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확장되어야 하지만, AR 원격 상호작용의 IBS 패턴이 

대면 상호작용과 유사함을 시사한다. 

㎧㋇た 

증강현실, 협업, 뇌 동기화 

1. ⯇ ⌋

사회적 상호작용은 둘 이상의 구성원 사이의

인지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활동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 상태를 이해할 때, 몸짓, 시선, 표정, 

생체신호 등이 대인 간에서 동기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1]. 최근 기능적 뇌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뇌 신호의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 해졌으며, 두 사람간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뇌 간 동기화 (Inter-brain synchrony; IBS)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두 사람 또는 

다수의 사람과 협업 과제를 진행할 때 IBS 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각자 개인 과제를 

진행하는 것보다 같이 협업 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IBS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2, 3].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의하여 대면으로 협업하는 것 

보다 원격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화상회의는 회의 참여자들 대상의 

텔레프레전스 (Telepresence)를 제공하지만, 

공간상의 정보 교환이나 실시간 원격 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4].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원격 협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기술을 

사용하곤 하는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도 현실 공간 내에서 가상 객체와 

증강된 정보를 통해서 협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증강현실 원격 협업 중 

사용자 뇌 간 동기화가 대면 상황에서의 패턴과 다를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며 이러한 IBS 수준을 조사한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원격 

협업에서 IBS 가 일어나는지에 관해 예비 연구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협업 과제의 IBS 수준이 개인 과제의 

IBS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2) 협업 과제에서는 

IBS 와 과제 업무 수행과 연관이 있지만, 개인 

과제에서는 없을 것이다. 

2. ⶏ䂃 ⛔❀

2.1 㿧䂃㈻

본 실험은 피험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교내 광고를

통해 총 12 명 (Age: M = 24.8, SD = 2.74; Female 

= 50%)의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피험자들은 2 인 

1 조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남–남: 3 조, 여-여: 

3 조). 실험 전 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5] 통해서 정신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2.2 ㉐⣯ ⚺ ᛇ⛇ 䄃ᝨ 

본 실험의 프로그램은 3D 개발 플랫폼인 Unity 

2020.3.25f1 (Unity Technologies, USA) 사용하여 

개발을 하였다. 증강 현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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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 Nreal glasses (Hangzhou Tairuo Technology, 

China)를 사용하였으며 뇌 활성도 측정을 위해 

2 대의 NIRSIT LITE (OBELAD, Korea)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기능적 근적외 분광법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fNIRS)을 

통해 뇌 혈중 산소 포화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기기 안쪽의 센서들은 전두엽 피질에 780nm, 850nm 

근적외선을 방출하는 5 개의 센서와 돌아오는 

근적외선을 수신하는 7 개의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2.3 ㅻ Tangram 㸧㐻 ឧ㋇ 

본 연구에서 Nreal glasses 를 통한 Tangram 

퍼즐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퍼즐은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원격으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으며, 상대방은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아바타로 보이도록 개발을 하였다 (그림 1). 

아바타의 움직임은 Nreal glasses 에 내장된 

IMU 센서와 Hand Tracking 을 통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과제는 

피험자 둘이 같이 퍼즐을 해결하는 협업 과제와 

각자의 퍼즐을 진행하는 개인 과제가 있다. 협업 

과제는 서로의 아바타를 마주보며 하나의 퍼즐을 

같이 해결을 한다. 개인 과제는 서로 마주 볼 수 

없도록 중간에 벽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퍼즐 진행 

사항을 볼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퍼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다 (그림 1). 

2.4 ⶏ䂃 ⳇ⯇ 

모든 피험자들은 실험 전에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서와 개인정보를 작성하였다. Nreal 

glasses 는 피험자들에게 친숙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 이 후 피험자가 서로 볼 수 

없는 분리된 공간으로 안내하였으며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과제 – 휴식 – 과제 – 

휴식 – 과제 – 휴식 – 과제. 과제에서는 개발한 

원격 Tangram 퍼즐 과제를 진행하며 Cooperation 

조건과 Individual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Cooperation 조건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퍼즐을 

해결하는 협업 과제를 진행하며, Individual 

조건에서는 각자의 퍼즐을 해결하는 개인 과제를 

진행한다. 각 조건은 120 초 동안 진행을 하며 순서는 

counterbalanced 하였다 (그림 1). 휴식에서는 80 초 

동안 눈 감고 편안한 자세로 있도록 안내를 하였다. 

2.5 fNIRSḛ㯛 ㊯㝃 

fNIRS raw data 는 먼저 MARA algorithm 을 

통해서 움직임 보정을 하였으며 이후 심박수, 호흡 

등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band-passed 필터를 

low- 그리고 high-pass parameter 를 0.5 그리고 

0.01 으로 적용하여 하였다. 필터링된 데이터를 

lambert law 를 통해 산화 헤모글로빈 (Oxygenated 

hemoglobin; HbO)와 탈산화 헤모글로빈 

(Deoxygenated hemoglobin; HbR)으로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소 뇌혈류에 민감한 HbO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3. PILOT TEST ឧ 

본 실험의 종속 변인은 IBS 수준과 과제 수행 

능력이다. 피험자들의 IBS 수준은 웨이블릿 변환 

일관성 (Wavelet Transform coherence; WTC)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WTC 는 시간과 주파수에 대한 

두 시계열 신호의 교차 상관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6]. 

길이가 N 인 시계열 xn 의 연속 웨이블릿 변환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림 1   Cooperation 과제와 Individual 과제 (위), 실험 진행 순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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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s, δt, ψ0 은 각각 time index, wavelet 

scale, time step, wavelet function 이다. Wavelet 

function 은 아래의 Morlet wavelet 으로 적용하였다. 

η과ω0 은 dimensionless time 과 dimensionless 

frequency 를 의미한다. 두 시계열 xn 과 yn 의 교차 

웨이블릿 변환은 아래와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별표 (*)는 켤레 복소수를 의미한다. 두 시계열 

xn과 yn 사이의 WTC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n 과 s 는 time index 와 wavelet scale 를 의미 한다. 

개인의 생체신호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휴식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baseline 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의 IBS 수준은 과제 중 측정된 과제 관련 IBS 

수준에서 휴식에서 측정된 baseline 관련 IBS 으로 뺀 

값이다. 각 채널에 대하여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뒤 

전체 채널의 평균을 최종 IBS 수준 값으로 정의하였다. 

과제 수행능력은 완성된 퍼즐 개수로 설정하였다. 

개인 조건의 과제 수행 능력은 두 사람이 완성한 퍼즐 

개수를 합한 뒤 반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4 명의 데이터 (2 개조)는 과제 중 AR 기기와 

fNIRS 측정 장비의 충돌로 인한 fNIRS 데이터 

손실로 제외되어 총 8 명 (Age: M = 25.1, SD = 

2.59; Female = 50%), 4 조 (남 - 남: 2 조, 여 – 여: 

2 조)의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표 1 은 본 Pilot test 의 

IBS 수준과 과제 수행능력 결과이다. 

IBS 수준은 Cooperation 조건과 Individual 조건 

모두 Cooperation 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추가로 

Cooperation 조건에서 IBS 값이 높은 조일수록 과제 

수행 능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Individual 조건에서는 IBS 값에 따라서 과제 수행 

능력이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4. ᰧ㈃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 원격 협업 환경에서 두

사람간의 IBS 에 관해 예비 조사 하였다. 기존 대면 

Tangram 협업 과제와 유사하게 협업 IBS 수준과 

개인 과제의 IBS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협업 조건에서 

IBS 수준이 더 높은 것을 보여줬다. 또한, 과제 수행 

능력이 협업 과제의 IBS 수준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줬으며 개인 과제의 IBS 수준과 관계가 없음을 

예비적으로 보여줬다. 이는 증강현실 상호작용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실제 상호작용과 큰 

차이점이 없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들은 IBS 수준을 활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는 자폐 스펙트럼 환자와 

정상군을 구분하려는 시도하고 있으며 [7], 학생들의 

수업 중 집중 수준을 평가를 하기 위해 선생과 학생들 

간의 IBS 수준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곤 한다 [8]. 본 

연구의 결과로 대면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AR 원격 

상호작용에서도 IBS 수준이 상호작용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증강현실은 추가적인 

3 차원 공간 정보와 학습 정보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과제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BS 수준과 증강현실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원격 상호작용을 통해 집중을 높이는 

훈련이나 원격 수업 중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 학습 

능률을 높이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예비 연구로써 모집된 피험자의 수가 

제한적이다. 추후, 대단위 피험자를 모집을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대면 과제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다. 이후 연구에서 대면 과제 조건들을 

추가하여 원격 AR 상호작용과 대면 상호작용을 

비교할 예정이다. 

Cooperation Individual 

IBS Task Performance IBS Task Performance 

1 0.34 7 0.31 5 

2 0.28 6 0.22 5 

3 0.24 5 0.20 6 

4 0.23 5 0.15 5 

표 1. Pilot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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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COVID-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 마스크 용

이 의무화되면서 각장 인의 의사소통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각장 인을 위해 인공지능 기 을 활용

한 의사소통 모바일 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의 사용자 경 에 대한 각장 인의 의

을 수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장 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자막 통역 

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 유의

미한 사용성 이 를 발 하였으며 인터 를 통해 보

조공학적 측면에서 각장 인의 재적 니 를 파악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각장 인을 돕는 의사

소통 과 실시간 자막 통역 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고자 로 활용될 수 있다. 

KEYWORD 

보조공학, 사용성, 사용자경  

1. INTRODUCTION 

COVID-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용

의 보편화는 구화( )를 사용하는 각장 인의 의

사소통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특히 교  환경에서 발

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는 각장 인에 대한 교  소

외로 이어  수 있기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의 인공와우와 같은 각보조기기는 감도 및 장치 내

부 음, 환경소음으로 인해 교  환경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1]. 이에 인공지능 

기 을 활용한 의사소통 모바일 이 그 대안으로 제

안되고 있으나 각장 인을 대상으로 의 사용자 

경 에 있어 의 을 수 한 실증적 연구는 드문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장 인을 대상으로 자막

통역 어플리 이 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성 평가 

및 인터 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니 를 수집하고자 

한다. 

2. METHODS 

본 연구는 각장 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에 대

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용성 평가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는 대표작업 평가를 수행하고 설문과 인터

에 응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의사소통 의 

사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인터  내용

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니 를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합연구(mixed methods research) 방식으로 수행되

었다. 

2.1. Participants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자막 통역 의 주 사용자로 예

상되는 만 19 세 이상 만 39 세 이하   각장

인을 모집하였다. 실  여 조건은 각보조기기와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활용하여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자이며, 평소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 이 있

는 각장 인이었다. 자막을 고 이해하기 어 운 

사람은 실  여 조건에서 배제되었다. 최종적으로 

사용성 평가에 응한 연구대상자는 남성 7 명, 여성 6

명으로 총 13 명(N=13)이다.  

2.2. Task 

사용성 평가는 대표작업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시행

되었다. 대표작업 평가  플리 이 을 접하는 사

용자가 경 할 수 있는 상 을 예상하고 이를 실제 사

용자가 수행해보도록 하여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발

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2][3].  

해당 방법은 전문가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을 사용

하는 과정에서 경 하는 어 움을 관 하고 사용자 

경 의 개선 의 을 직접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자에 의해 연구대상자에게 제시된 대표 작

업과 그에 따른 하위작업 요소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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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표작업 및 하위작업 요소 

대표작업 하위작업 요소 

통역 시작하

기 

1.  화면에서 통역 시작 버튼 찾기

2.  화면에서 통역 시작 버튼 르기

통역 체 하

기 

3. 모의 의 음성이 통역되는 과정을 3

분간 체 하기

통역 종  

및 저장하기 

4. 통역 진행 화면에서 통역 종  버튼

르기

5. 통역 제목 작성하고 저장하기

통역 확인하

기 

6.  화면에서 자신이 저장한 통역 파

일 찾기

2.3. Procedure 

본 사용성 평가는 2022  10  15 일부터 22 일 지 

서 특별시 성동구에서 의실 환경을 모사한 사무실

에서 시행되었다. 먼저, 사용성 평가에 여한 모든 

연구대상자는 리적 고  사항과 자발적 연구 여

에 따른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전체 연구 과정은 기관

생명 리위원회의 인 ( 인번 : 7001546-

20220804-HR(SB)-007-05) 하에서 진행되었다. 전

체 평가에 소요된 시간은 약 60 분에서 90 분이었으며, 

모든 과정을 마  연구 여자에게는 70,000 원의 

여보상비가 지 되었다. 

사용성 평가는 교  환경을 상정하여 연구자가 미리 

준비된 스크립트를 통해 모의 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졌다. 연구대상자는 모의 의를 수 하는 상 에

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작업을 완 한 이후에는 미리 준비된 

설문지가 제공되었으며 연구대상자는 이에 응답하였

다. 설문 응답 이후에는 반구조화된 면 을 토대로 

각장 인을 위한 의사소통 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효율성과 효과성, 장  요인, 개선 방안에 대해 인터

하였다. 

2.4. Apparatus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인 시 S21+(6.7 인치)에 평

가 대상 어플리 이 을 미리 설치하여 연구대상자에

게 제공하였다. (주)소리를보는통로에서 개발한 모바

일 소프트 어는 자연어처리에 기반한 STT(speech-

to-text) 기능을 재하여 음성 자막 생성, 음성 자막

저장, 저장된 자막 다시 보기 등을 지원하며 자막 통

역 화면, 저장된 자막 확인 화면, 계정 관리 화면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성 평가에서 모의 의를 위해 준비된 스크립트는 

고등교 을 받은 자가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을 상정하여 준비되었으며 실 자가 해당 스크립트를 

는 형태로 모의 의가 진행되었다. 실 자가 모의

의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한 스크립트는 서  소재 

A 대학에서 1 학  교양 의에 활용되는 교재를 기반

으로 구성되었다. 

 2.5. Dependent Measure 

연구자는 문  조사를 바탕으로 측정 변인에 대한 조

작적 정의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설문 항목을 구성하

였다<표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은 신 , 

지각된 유용성, 지속적 사용의도, 만 , 전반적 사용

성이었다. 측정 도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설문문

항 중 의사소통 의 사용성 평가에 적합한 문항을 측

정 변인 별로 선별 및 수정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2. 측정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정 변   정의 

신  실시간 음성 통역 자막의 결과

을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태도 

지각된 유용성 실시간 음성 통역 자막이 자신의 

능 을 향상시  수 있다고 주관

적으로 는 정도 

지속적 사용의도 사용자가 실시간 음성 통역 자막

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긍정적 의도

만  사용자가 실시간 음성 통역 자막

과의 상 작용에서 얻는 유 한 

정서에 따른 의적 반응 

전반적 사용성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원하

는 작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경  

본 연구에서 신 는 Jian[4]이 제시한 설문항목 중 의

사소통 의 사용성 평가에 적합한 문항  개를 선별

하여 측정하였다. 지각된 유용성과 지속적 사용의도

의 경우에는 Bhattacherjee[5]가 제안한 설문문항을 

번안하고 수정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제시하였다. 만

은 Wixom[6]가 제시한 설문 문항을 차용하였으며, 

전반적 사용성을 측정하는 도로 SUS(System 

Usability Scale)를 사용하였다[7]. <표 3>은 측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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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별로 설문 문항 구성을 위해 차용한 연구 목록을 

나타낸다.  

 표 3. 측정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정 변   연구 

신  Jian[4] 

지각된 유용성 Bhattacherjee[5] 

지속적 사용의도 Bhattacherjee[5] 

만  Wixom[6] 

전반적 사용성 Brooke[7] 

3. RESULTS

3.1. Quantitative Results

설문 결과 피 자 13 명의 만 에 대한 응답점수는 7

점 만점에 4.38 점(SD = 1.58)이었으며 신 에 대한 

평균 응답점수도 평균 4.38 점(SD = 1.62)이었다. 지

각된 유용성은 평균 4.35 점(SD = 1.57)의 응답점수

를 나타 으며 지속적 사용의도는 평균 4.12 점(SD = 

1.81)을 기록했다. 만 과 신 에 대한 평균 응답 점

수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각된 유용성이 높은 점수

를 기록했다. 지속적 사용의도는 가장 낮은 평균 응답

점수를 보였다.  

SUS 점수는 평균 66.2 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7.42

점이었다. Sauro[9]의 선행 연구를 준거로 하여 평가 

대상 어플리 이 의 사용성은 상위 50%에 약간 미

치지 못하는 평범한 수준으로 나타 으며, Brooke[10]

에 따르면 ‘받아들일 수 있음(okay)’과 ‘ 음(good)’

의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이다.  

3.2. Qualitative Results 

적 자 의 분석 과정에서는 인터 에서 나타  피

자의 응답에서 반복되는 패 을 찾아 명시적이거나 

재적인 의미를 식별하고 공통된 주제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포함되었다. 해당 과정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은 Braun[11]이 제시한 적 자 의 

분석 방법에 의거하여 연구자 간 합의에 의해 주제 별

로 범주화되었다. 적 자 의 분석 결과 피 자의 응

답은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주제

는 ‘다양한 사용 의 고 ’, ‘신 를 위한 정확성 요

구’, ‘유용성과 기대’, ‘통합적 시스템 필요’로 나타

다.  

3.2.1 다양한 사용 의 고  

시 거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는 환경, 방언이

나 전문용어의 사용 등 보편적인 환경을 벗어나는 상

 에서도 효과적인 음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

미로 요약될 수 있다. 각장 인이 일상생활에서 의

사소통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존재하는 환

경에서도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높아야 하며 표준어

이외에 외래어나 방언, 전문용어에 관한 치를 의

사소통 이 학습해야 한다는 개선사항이 해당 주제

로부터 도출되었다.

3.2.2 신 를 위한 정확성 요구 

피 자들로부터 의사소통 의 음성 통역 자막 기능

에 대한 정확도 개선 요구를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

었으며, 각장 인은 음성이 자막으로 제대로 번역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소리 정보를 

포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시스템에 대한 신 를 

중요하게 여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2.3 유용성과 기대 

피 자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사소통 이 이전

의 다른 보다 기능적으로 았다고 구 했으며, 음

성을 르게 문장으로 번역해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

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각장 인 피 자들은 학습 

환경에서 유용한 의사소통 보조 시스템에 대한 니

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피 자는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을 통해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3.2.4 통합적 시스템의 필요 

피 자들은 교  환경에서 의사소통 을 활용하는 

일에 있어 추가적 편의 기능을 제공받기를 바라는 니

를 공통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이 자신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피 자들의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단순한 의사소

통 보조 시스템이 아닌 각장 인을 위한 통합적 학

습 지원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재적 니 를 파악

할 수 있었다.

4. DISCUSSION

4.1. Overall Evaluation 

본 연구는 각장 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의 사

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신 , 지각된 유용성, 지속

적 사용의도, 만 에 대한 정량적 결과와 정성적 결과

를 조합했을 때 피 자들은 자신의 학습환경을 보조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해 의

적인 반응을 보였다. 향후 정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의

사소통 에 각장 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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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어 이 각장 인의 학습을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기능한다면 향후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날 수 있음이 예상된다. 

전반적 사용성을 평가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음

(not acceptable) 으로 평가되는 경계인 50 점을  

상회하는 수준[10]으로 나타 다. 다만 점수의 해석

에 있어 다른 제 이나 서비스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

용성 이 들이라도 본 연구 결과에서는 더 치명적이

고 격하게 보고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 생활에서 중증의 장 를 경 하는 사람을 대상

으로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에 대한 평가가 이 졌

기에 보편적 사용자와 비교해서는 일부 사용성 이

에 대한 평가가 더 치명적으로 편향(bias)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 를 는 사

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용성 평가 도 및 기

준의 필요성을 시하기도 한다. 

4.2. The Difference Between Deaf and Hard of 
Hearing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인(N = 5)보다 

인(N = 8)에게서 신 , 지속적 사용의도, 만 , 전

반적 사용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특히 낮았는데, 이는 

인터 에서도 인보다 인에게서 보수적인 응답

이 많았던 결과를 조할 수 있다. 정량적 결과와 인

터  내용을 포 하여 해석하였을 때 인의 경우 소

리를 거의 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의 통역 결과

와 실제 음성을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전적으로 에서

표출되는 자막에 의해서 음성을 인식할 수 에 없기

에 의 오류에 더  감할 수 에 없다는 점이 부정

적 응답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4.3. Integrated Perspectives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구대상자들은 의사소통 

이 장 를 단순 보조하기보다 학습 환경이나 일상

생활에서 장 인이 경 하는 어 움을 통합적으로 관

리하고 지원하기를 바 다는 의 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점은 학습 지원 기능에 대한 사용자의 단순 요구

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맞 화

(customizing)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및 서비스를 

원하는 재적 니 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를 조했을 때 이 같은 결과는 보조공학이 

교수-학습영역과 일상생활의 단순한 기능적 지원을 

어서서 장  학생의 개별적인 니 를 바탕으로 사

회적 여를 조율하고 관리하는 맞 형 도구이자 방

법론으로 의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다[12]. 따

라서 본 연구는 향후 보조공학기기 및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장 인 당사자가 자신이 원할 때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과 사회 여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매개체로써의 통합적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는 제언점을 가진다.  

5.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자막 통역 어플리 이 에 대

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개선점

과 각장 인의 니 를 직접 하였다. 교 환경

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보조공학에 대한 관

심과 활용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디자

인 및 설계 전반에 장 인을 여시 는 형태의 연구

가 어나리라 예상된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는 각

장 인 및 인 당사자가 사회적 매개체로써 보조

공학기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

나 라포(rapport)와 같이 인간- 터 상 작용의

관점에서 보조공학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피 자가 경

하는 어 움을 구체적으로 히는 데에는 소 하였

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향후 연구를 통해서는 평가 과

정에서 사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측정변인을 추가

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집중하여 그 개선 요소를

면 히 검토한다면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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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가상공간에서 아바타의 미래 위치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예측하고 이를 기존에 

제안된 예측형 방향전환보행 (Redirected Walking: 

RDW) 기술인 MPCRed 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는 HMD 사용자의 보행 데이터와 

시선 데이터로 구성된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LSTM 기반의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다. 우리의 

방법은 미래정보를 단순한 확률로 예측하는 기존의 

RDW 방법에 우리 모델의 예측값을 적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방향전환 성능을 향상시킨다. 

기존의 MPCRed 알고리즘에 우리의 방법을 적용한 

결과 reset 발생 횟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가상현실, 기계학습, 방향전환보행 

1. 서 론

가상현실을 높은 몰입감으로 경험하기 위해, 가상 

공간을 탐험하는 기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중 

현실 공간에서 실제로 걸으면서 가상공간을 

보행으로 탐험하게 해주는 RDW 는 다른 이동 

기법들에 비해 현존감과 몰입감이 가장 높다 [1]. 

하지만 크기의 한계가 없는 가상 공간보다 현실 

공간은 작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걷다 보면 벽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RDW 의 미세조정 기법 [1] 

은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미세하게 이동을 

조작하여 장애물 없는 공간으로 사용자를 유도한다. 

하지만 미세조정 기법은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는 

인지 한계(detection threshold) 안에서만 

적용하므로 언젠가는 벽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사용자가 벽과 실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명시적 전환 기법 [1] 은 사용자를 멈춰 

세우고 제자리 회전 등의 행동 (예: reset 기법)을 

UI 로 지시한다. 이런 명시적 전환 기법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잦은 사용은 

몰입감과 현존감을 낮추게 된다 [6]. 

방향전환 컨트롤러는 미세조정 및 명시적 전환 

기법의 조합이며, 정해진 방향전환 전략 따라 

사용자의 보행방향을 조작하는 알고리즘이다. 

Reset 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향전환 컨트롤러 

들이 제안되었으며, 크게 스크립트(scripted), 

반응형(reactive), 예측형(predictive) 컨트롤러 세 

가지로 구분된다 [2].  

예측형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가상공간 위 보행 

방향을 예측하여 현재의 방향전환 방향을 선택한다. 

따라서 예측형 컨트롤러는 스크립트 또는 반응형 

컨트롤러에 비하여 reset 이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Zmuda 등 [3]이 제안한 Fully 

Optimized Redirected walking for Constrained 

Environments (FORCE)는 가상공간 위 갈림길에서 

미래 보행 방향 후보들에 대해 각각 현실공간에서 

미래 위치를 계산한다. 이후, 미래 현실 위치들 

중에서 전방 방향으로 공간이 넓은 것을 선택하고, 

이와 짝지어진 가상 보행 방향으로 사용자를 

유도한다. Nescher 등 [4] 이 제안한 Model 

Predictive Control Redirection technique 

(MPCRed)는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미래 가상 보행 

방향을 예측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점에서 

도착지점을 향해 각 구간별로 비용을 계산하고 다음 

시점에서 갱신하는 전략을 가진다. 미세조정 기법을 

적용해야 하면 1 점, 적용하지 않아도 되면 0 점, 

명시적 전환 기법을 사용해야 하면 500 점의 규칙을 

가지고 깊이 우선 탐색을 통해 비용을 이산적으로 

계산한다. MPCRed 는 비용과 보행 확률을 곱하여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가상 보행 방향을 미래 

방향으로 선택한다. 

한편, 예측형 컨트롤러는 예측 정확도가 낮아질수록 

성능도 낮아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사용자의 미래 보행 방향에 대한 

경우의 수는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것은 많은 연산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제안되어 온 예측형 컨트롤러는 가상 공간을 미로 

형태로 제한하고 보행 방향의 수를 줄인다 [3,4]. 이 

때 가상 공간을 그리드 형태의 그래프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이 그래프 상에서 사용자의 미래 보행 

방향을 예측한다. 더불어, 갈림길에서는 모든 보행 

방향의 경우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확률을 미리 정의하므로, 부정확한 확률로 미래 

보행 방향을 예측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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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 미래 보행 방향 예측 모델 구조 

표 1. LSTM Hyperparameter 

Learning Rate 0.0005 

Epoch 100 

BatchSize 64 

Sequence Length 50 

Hidden Unit 64 

 

한편, G. Bremer 등 [5] 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미래 가상 위치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입력 데이터는 사용자의 보행 데이터와 

시선 데이터로 구성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며 

신경망은 LSTM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다. LSTM 은 

2.5 초 뒤 가까운 사용자의 미래 위치를 예측하며 

보행, 시선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평균 오차 

65.73cm 내외에서 예측하였다. 

 

2. 제안 방법 

기존 방법들은 사용자의 보행이 모든 방향으로 

향할 확률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확률을 

계산하므로 다소 부정확한 확률을 이용한다. 우리의 

방법은 신경망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미래 보행 

방향을 예측하고 방향전환 전략을 계산한다. 본 

장에서는 사용자의 미래 위치 예측에 사용된 

신경망과 예측에 기반하여 방향전환 전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기존 예측형 컨트롤러는 미래 보행 방향에 대한 

확률이 필요하다. 우리는 G Bremer 등 [5]의 

 

그림 2 (왼쪽) 기존 MPCRed 는 미래의 보행 방향을 

동등한 확률로 예측. (오른쪽) 기존 MPCRed 방법에 따라 

결정된 방향전환 방향. 

 

 

그림 3 우리의 P-MPCRed 는 신경망을 이용해 미래의 

보행 방향 확률을 개선함. (오른쪽) 확률이 높은 쪽으로 

방향전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의 P-MPCRed 방식. 

 

연구의 모델에서 보행 방향을 예측하도록 학습한다. 

LSTM 예측 모델 신경망의 구조는 기존 연구와 

같으며 (그림 1), hyper parameter 는 표 1 과 같다. 

신경망의 학습 데이터는 사용자가 보행하는 동안의 

목과 몸의 방향, 속도, 눈 움직임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한다. 우리는 10 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전체 12 만개의 시계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용자의 미래 위치 좌표를 학습하기 위해 기존 

연구 모델은 2.5 초 뒤 위치 좌표를 타겟으로 

학습하였지만, 우리의 모델에서는 먼저 현재 

위치에서의 방향벡터와 미래 위치 벡터 사이의 

각도를 계산한다. 각도가 한계치 보다 크고 미래 

위치가 방향벡터의 왼쪽에 존재한다면 타겟은 

왼쪽으로, 방향벡터의 오른쪽에 있다면 타겟은 

오른쪽으로, 한계치 보다 작다면 직진으로 라벨링 

한다. 최적화 함수는 Adam 을 이용하며 softmax 

함수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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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뮬레이션 실험 가상 공간 

 

2.1 P-MPCRed 

우리의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한 확률 대신 

신경망의 예측을 통한 확률을 이용한다. 그림 2 의 

왼쪽 그림에서 기존 MPCRed 는 시간 단위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에서 가능한 사용자의 

보행을 확률로 예측한다. 이후 그림 2 의 오른쪽 

그림처럼 모든 보행 경우에 대하여 방향전환 전략 

을 적용하고 방향전환 전략 에 대한 비용과 보행 

확률을 곱하여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방향전환 전략 

선택한다. 우리의 방법은 그림 3 의 왼쪽 그림처럼 

LSTM 신경망을 이용하여 보행 확률을 계산한다. 

보행 확률은 신경망이 예측한 보행 방향이면 1 로 

다른 보행 방향이면  0 으로 계산한다. 그림 3 의 

오른쪽 그림처럼 보행 확률과 방향전환 전략에 대한 

비용을 곱한 값을 계산하고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방향전환 전략을 선택한다. 보행 확률은 보행 및 눈 

움직임 데이터에 기반하므로 기존 방법보다 

정확하게 사용자의 미래 보행 방향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예측 정확도가 올라가며 사용자의 미래 

위치에서 현실 공간의 경계들까지 전방 거리가 

증가하여 reset 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림 

3). 

3. 결과 

 타겟을 one-hot encoding 하여 학습한 결과 

LSTM 모델은 80%의 정답률로 사용자의 미래 보행 

방향을 예측하였다.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미래 

위치 값을 예측할 때에는 70cm 정도의 평균 오차를 

보여주었다. 

 

 

그림 5 기존 방법과 제안방법의 reset 횟수 그래프 

 

신경망의 확률을 이용한 결과 우리의 방법이 

reset 수가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우리는 그림 4 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였다. 가상 아바타는 5~8m 간격으로 

랜덤하게 생성된 좌표 지점을 따라 보행하게 되며 

20 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LSTM 모델은 

80%의 정답률을 보인 만큼 시뮬레이션에서도 80% 

확률로 정답을 맞추고 확률을 계산한다. 실험 결과 

reset 발생 횟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Shapiro-wilk 검증을 통해 P-MPCRed 의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는 p 값이 0.0004 로 

정규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Wilcoxon 

검증을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p 값은 

0.04 로 P-MPCRed 의 reset 이 기존 MPCRed 에 

비해 더 적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의 미래 위치 예측 데이터를 

학습된 신경망 모델로 예측하고 이를 기존에 제안된 

예측형 방향전환보행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의 미래 보행 방향을 예측하는 

모델은 80%의 정답률을 보여주었다. 

신경망의 미래 보행 방향 확률을 적용한 결과 기존 

방법보다 reset 이 적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방법은 확률을 이용하는 모든 예측형 

컨트롤러에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방법에 

신경망으로 학습된 미래 위치 예측 데이터를 추가로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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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bodiment enhances immersion in a virtual 

experience. While various factors affect self-

embodiment, we focus on an upper-body 

representation of the self-avatar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representation 

details on the embodiment. We use three 

different levels of the upper-body avatar 

model from the abstract, iconic, and realistic 

models. These three models imitate the 

corresponding user’s pose during VR 

experiences. We conduct a user study and 

evaluate the effects of the representation of 

an avatar on the embodiment 

Keyword 

Virtual representation, Sense of embodiment, 

Inverse kinematics, Upper-body, Avatar, 

Virtual reality 

1. Introduction

VR(Virtual Reality) embodiment is the major 

factor that helps the user's VR experience. In 

VR, many things affect VR embodiment, which 

leads to many studies related to VR 

embodiment. In Lougiakis et al.'s work, we 

inspect that a realistic virtual hand shape 

increased in the embodiment [1]. Then, do 

modeling virtual avatars yield the same 

results? Existing papers focus on the shape of 

the virtual hand and controller [2] or the 

working environment containing the virtual 

hand [3]. We are expanding these studies to 

the upper-body since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body and VR 

embodiment is insufficient. It is interesting to 

find out whether the representation of the 

avatar's upper-body affects the embodiment.  

In this paper, we use three representation 

models for the upper-body of the avatar in VR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different 

models on the VR user's self-embodiment. 

The abstract model is a rectangular figure 

with human joints, the iconic model is a 

cartoon-like human, and the realistic model is 

a real-like human. Unlike abstract and iconic 

models, it looks very close to an actual human. 

Three models have the same joints to focus 

only on appearance. Also, all three model's 

movements are the same.  

We design VR experiments to test three 

models and conduct a user study. Our 

experiments use Korean national gymnastics 

to make participants move their bodies in as 

many ways as possible. Then we conduct a 

user study that asks six questions after 

experiencing VR gymnastics of three different 

models. Our questions are from F. 

Argelaguet's survey [1] about self-location, 

agency, and ownership. 

2. Related work

In this section, we explain related works about 

IK(inverse kinematics) and the sense of 

embodiment described by other papers. 

2.1 IK(inverse kinematics) 

Inverse kinematics is often used when 

rendering our body movements [5]. M. Parger 

shows a great example of IK used in upper– 

body experiments [4]. Our model only renders 

upper-body since our experiment only uses 

the head-mounted device(HMD) and controller. 

2.2 Sense of embodiment 

Kilteni et al. [7] define the sense of 

embodiment as the sense that emerges when 

one’s properties are processed as if they were 

the properties of one’s own body. The sense 

of embodiment has three factors. The sense of 

self-location, the sense of agency, and the 

sense of body ownership.  

Self-location is described as the space in 

which we perceive the self to be located. Our 

physical body determines the space in which 

body sensations are registere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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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is described as the sense that the 

body part obeys one’s will and moves. [6]. In 

other words, the agency is closely related to 

action awareness and action planning [8]  

Ownership is described as the sense that 

one’s own one’s properties accepted as it is 

the source of sensations [9].  

The sense of embodiment is measured by 

investigating the three factors above 

according to M. Botvinick’s rubber hand 

illusion experiment [10]. 

 

3. Methods 

In this section, we explain models in detail and 

how we animate the upper-body avatar in VR. 

Then we explain how to proceed with the 

experiment. Model images are listed in Figure 

1. 

3.1 Models 

There are three models used in this 

experiment. The abstract model has low 

realism, least similar to a human. The iconic 

model has middle realism, not too similar but 

more similar than the abstract model. The 

realistic model has high realism, most similar 

to humans compared with the other two 

models. All models present upper-body of the 

avatar.  

The abstract model is a model consisting of 

ten light green cubes. Two cubes for the head, 

and neck, two cubes for the body, and six 

cubes for each arm and hand. Because it has 

the least necessary parts to imitate human 

movements, this model does not have a face 

or fingers. So it is expected to lead to the 

least sense of embodiment from the player. 

The purpose of this model is to check if the 

appearance of the model is not related to the 

sense of embodiment at all. 

An iconic model is a model that looks like a 

boy in a cartoon. It is more realistic than the 

abstract model, but not realistic as a realistic 

model. Unlike the abstract model, it has a face 

and fingers expected to lead to an increase in 

the sense of embodiment. Because it’s not 

clear that the realistic model affects more on 

the sense of embodiment more than the 

cartoon-like model. The purpose of this model 

is to check if the model's similarity with 

humans increases the sense of embodiment. 

A realistic model is a model that looks very 

similar to a male human, most realistic 

compared to the other two models, and it’s 

expected to be greatest in the leading sense 

of embodiment from a player. The purpose of 

this model is to make the player feel that the 

model is the same as the player himself. We 

list the result expectations below, but this 

model is expected to affect the sense of 

ownership from the player most. 

 

Figure 1  Image of the abstract, iconic, and realistic 

model. 

3.2 Inverse Kinematics 

The upper body posture of the avatar is 

obtained by applying the IK method according 

to the HMD and controller input. Then we use 

animation rigging, a unity asset that enables 

the rigging of the models to design how to 

move using the IK method. We render the 

bone according to the basic rigging structure 

of each model and configure how to construct 

inverse kinematics with these bones. Firstly, 

we target the player's controller. Using the 

model joint of the arm as the midpoint. After 

that, the HMD stores the coordinates of the 

head. Then, the unity engine moves the 

coordinates to the rig, interlocks the ends of 

both arms with the controller, and interlocks 

the head with the HMD. In addition, we 

receive coordinates of the HMD to change the 

model's position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HMD so that the model moves when the 

participant moves. The model coordinates are 

the same as the coordinates received, 

affecting the self-location. The movement 

must be the same for all three models. 

Therefore, all three models are rigg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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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way, so there are no differences in 

motion. 

 

4. Experiments 

4.1 Hypothesis 

We expected these results from the test 

-  Abstract model affects least self-location, 

sense of agency, and sense of ownership 

compared to the other two models 

- Realistic model affects more sense of 

ownership compared to the iconic model. The 

sense of agency and self-location may be the 

same. 

4.2 Experiment design 

The design of the experiment is simple. 

Participants wear VR equipment and 

experiment in a virtual white room. In front of 

the room, a mirror shows the participant's 

current avatar and a video that shows the 

movement of Korean national gymnastics. 

Participants have to follow the movements 

from the video. The order is the abstract, 

iconic, and realistic model. After that, we do a 

simple survey to reach a conclusion. The room 

design is shown in Figure 2. The reason for 

choosing national gymnastics as an 

experimental method is becaus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movements in Korean national 

gymnastics. So it is very useful to measure the 

sense of embodiment in a short time. 

 

Figure 2 Experiment program designed in unity. 

The questions in the survey asked participants 

about their experiences. Questions are 

structured to measure self-location, sense of 

agency, and sense of ownership. Figure 3 is 

the questions of our user study. Questions 1 

and 2 for measuring self-location, questions 3 

and 4 to measure the sense of agency, and 

questions 5 and 6 to measure the sense of 

ownership. Participants have to answer the 

question from 1(disagree) to 5(agree) 

depending on their personal experiences. 

 

Figure 3 Survey used in the experiment. 

4.3 Experiment process 

A total of 10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All participants are aged between 

20 and 30, and 8 out of 10 had VR experience. 

The participants are asked to stand in the 

middle of the area of 130 cm by 140 cm in the 

set-up room. We first showed the video about 

the Korean national gymnastics movement to 

the participants. Then the participant wears 

HMD and holds two HTC vive controllers in 

each hand. Participants have 10 second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surroundings. 

Then participants have to follow the video for 

60 seconds for all three models and 

experience each model. Since this paper 

focuses on the model's different appearances, 

the participants have to focus on the model’s 

appearance. After participants answer the 

questions for the survey, there are a total of 

six questions for measuring the sense of 

embodiment. There was no time limit when 

answering the questions from the survey. 

 

5. Evaluation 

For the evaluation, there is only one factor 

that affects the result. So we used one-way 

ANOVA three times for each factor: self-

location, sense of agency, and sense of 

embodiment. For each factor, we added all the 

grades from the question evaluated by the 

participants for each model. The result is 

decided by p-value. (p > .05 = nonsignificant, 

p < .05 = significant, p < .01 = great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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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Self-location 

Self-location is measured in questions 1 and 2. 

The average score for the abstract, iconic, 

and realistic models is 3.25(abstract), 

3.7(iconic), and 3.9(realistic) (see Figure 4). 

When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bstract and iconic 

model is insignificant (p > .05), also the case 

for the iconic and realistic model (p > .05).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bstract 

and realistic model is significant (p < .05) 

5.2 Sense of agency 

Sense of agency is measured in questions 3 

and 4. The average score for the abstract, 

iconic, and realistic models is 2.9(abstract), 

3.6(iconic), and 3.8(realistic) (see Figure 4). 

When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difference between abstract and iconic models 

is significant (p < .05). The difference 

between abstract and realistic models is 

greatly significant (p < .01). While the 

difference between iconic and realistic models 

is insignificant (p > .05) 

5.3 Sense of ownership 

Sense of ownership is measured in questions 5 

and 6. The average score for the abstract, 

iconic, and realistic models was 3(abstract), 

3.85(iconic), and 4.1(realistic) (see Figure 4). 

When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abstract and iconic 

model was greatly significant (p < .01), and 

the abstract and realistic model was greatly 

significant (p < .01). The difference between 

the iconic and realistic model is insignificant 

(p > .05) 

 

Figure 4 Graph showing the average score of each 

factor, and red, yellow, and green bars are abstract, 

iconic, and realistic models respectively. 

 

6. Limitations 

Since our experiment uses one task, there 

may be a biased result in the sense of 

embodiment. Upper-body was presented in 

models, so there may be a different result 

when full-body models. The order of the 

models used in the experiment may affect the 

survey result. Also,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s may not be enough to 

justify the results. 

 

7. Conclusion 

The presented experiment explored the 

effects of virtual representation on self-

location, the sense of agency, and the sense of 

ownership. On the one hand, we observe that 

the realistic model surpasses the abstract 

model in self-location and sense of ownership. 

Also, the Iconic model surpasses the sense of 

ownership compared to the abstract model. 

This suggests that if the design of the player’s 

model is close to a humanoid form, the 

model's effects on the sense of agency and 

sense of ownership increase. On the other 

hand, we did not find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location, and sense of ownership when 

comparing the realistic model to the iconic 

model. This suggests that the precision of the 

detail of the humanoid model does not affect 

the sense of embodiment at all. In the case of 

self-location, the only difference observed is 

when comparing the realistic model with the 

abstract model. We concluded that the result 

is insufficient to discuss the difference 

between the humanoid model and the non-

humanoid model. Overall the effects of the 

virtual representation on the sense of agency 

and sense of ownership are greater when the 

virtual representation has a humanoid form, 

regardless of the precision of th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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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HUD 는 운전 중 발생하는 변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구조적으로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전방 유리에 투영시켜 보여주는 투명 

디스플레이이며, 이러한 특성을 극대화하여 현재는 

센서 기술과 홀로그램 기술이 결합된 증강현실 

컨텐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HUD 의 가장 주된 콘텐츠는 네비게이션이다. 

조향/속도제어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가 미리 인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증강현실에서는 실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 매칭되는 위치에 

그래픽 오브젝트를 배치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바로 

이 공간정보를 배열형 데이터로 구성한 

GuidePath 를 API 로 제공하는 것이 이번 논문의 

주제이다. GuidePath 를 활용한 예시 UX 도 함께 

제시하여 어떠한 형태의 증강현실 컨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GuidePath 는 증강현실 HUD 콘텐츠를 

발굴/구현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자동차 센서 

정보의 낮은 접근성을 극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자동차 센서에 대한 

메타정보 및 전문성이 없더라도 주행중인 도로의 

공간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컨텐츠 

영역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이 API 가 기여하길 기대한다.  

주제어 

증강현실, HUD(Head-Up Display), 네비게이션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HUD 의 컨텐츠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유도형: 해당 지점 근처에 도달해야만 

육안으로 알 수 있는 도로 형태정보를 

운전자에게 잔여거리와 함께 미리 

제공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속도제어/

조향제어 유도. 예) 네비게이션 

2. 경고형: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 표시. 예) 후측방 차량 근접시 경고 

아이콘 

3. 환경정보 표시형: 주행중인 환경에 대한 

정보 표시. 예) 전방, 측방 차량의 위치 표시 

4. 차량상태 표시형: 운전중인 차량의 상태 

정보 표시. 예) 속도계, 배터리 충전상태, 

공기압 상태 등 

이중 유도형 컨텐츠에 해당하는 네비게이션은 

운전자가 주행 중 가장 자주 맞이하는 변수, 즉 

통과해야 하는 도로의 형태 변화와 경로 정보를 

담당하기에 전체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서 매우 

큰 중요도를 갖는다[1].  

 이러한 네비게이션 컨텐츠의 중요성은 증강현실 

HUD 에서도 이어진다. 기존 정적으로만 표현되던 

네비게이션 정보를 현실 세계의 공간에 가상 

오브젝트를 입체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운전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용자 경험 발굴과 

컨텐츠 개발이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가  될 것이다[2,3]. 

 기존 네비게이션 컨텐츠에서 한단계 발전된 

증강현실 컨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네비게이션 이벤트가 발생하는 지점의 실시간 

공간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간정보는 

이벤트 지점의 도로의 곡률 정보와 자차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이다.  

이러한 공간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장착된 여러 센서로부터 시그널을 수신하여 

데이터를 가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차량의 복잡한 raw 센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차량 제조사의 보안상 

이유로 원천적으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 자체가 

대부분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강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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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컨텐츠 UX 발굴을 위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해당 논문에서는 차량 센서 시그널과 어플리

케이션 개발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간극을 

좁히는 가교 역할로 GuidePath API 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GuidePath API 

 

그림 1. API Overview 

이번 논문에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개발 

레이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실인식 차선 형태에 

대한 정보와 네비게이션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한 

하나의 궤적 데이터이며, 이를 GuidePath 라 

칭하겠다. 이 GuidePath 는 input 이 되는 복잡한 

구조의 raw 센서 시그널을 Vector3 좌표의 배열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위 변환과정은 아래와 같이 두 단계를 거친다. 

Step 1. 네비게이션 제어기가 제공하는 도로의 

각도 (예: “00 시 방향 좌/우회전 하세요” )를 실제 

자동차가 이동해야하는 곡선 궤적으로 변환 

Step 2.  Step 1 에서 나온 궤적의 World 좌표와 

회전각도를 잔여거리 기준으로 업데이트 

이 변환과정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은 이어지는 본문 

2.1 에서 추가로 설명하겠다.  

1.3 개발 및 테스트 환경 

테스트 환경은 아이오닉 5 실차와 Unity 앱이 

실행되는 노트북 사이를 CAN 통신 버스로 연결시켜 

구성되었다. GuidePath API 는 Unity 실행 앱 

프로세스 안에서 CAN 시그널을 double 형 좌표값 

배열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고 그래픽 오브젝트에 

반영한다. 차량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 반영되어 

업데이트된 실행화면은 장착된 HUD 에 HDMI 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Unity 화면이 전방 유리에 

투영되어 운전자 시야에 보이게 된다.   

GuidePath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궤적이 실제 

도로 곡률의 경향성과 일정 수준 일치하는 것을 

아이오닉 5 로 실제 도로주행하며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를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샘플 

UX 컨텐츠를 구현한 후 직접 전방유리에 최종 

투영된 상태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발/테스트를 진행한  

GuidePath API 와 예시 UX 컨텐츠에 대한 성능 

평가는 본문에서 이어서 상세 설명하겠다.  

2. 본문 

 

그림 2. 네비게이션 진행 방향 안내 

네비게이션에서 안내해주는 진행방향(예: 11 시 

방향)은 위 그림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진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다[4]. 전체적으로 0~360 도까지의 

도로 각도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0~180 도까지는 

우측 회전, 180~360 도까지는 좌측 회전으로 볼 수 

있다.   

2.1 GuidePath Step 1 – 곡선 궤적의 생성 

도로 형태에 대한 정보는 각도로 들어오나, 실제 

조향에 의해 자동차가 그리는 이동 궤적은 

곡선형태이다. 데이터 처리 없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도를 표현하면 각이 진 형태가 나오고 

이는 실제 자동차가 이동해야하는 경로의 곡률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도 정보를 곡선으로 변환하여 

표현하기 위해 곡선을 그리는 알고리즘이 필요했고, 

4 개의 Control point 를 갖는 Cubic Bezier 

Curve 를 적용했다. 이 곡선을 선택한 이유는 

자동차 이동 경로의 대표적인 궤적 형태를 

표현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기본 좌/우회전과 

차선 변경시의 곡선 형태를 4 개의 컨트롤 포인트 

조작만으로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Cubic Bezier Curve 을 활용하여 도로형태에 맞게 

실제 차가 이동해야 하는 곡선 궤적을 그렸다.  

 Control Point 4 개를 자차 기준의 다음과 같은 

로컬 포지션에 위치시켰다.  

⚫ Control Point 1: (0,0)  - 자차 위치와 동일 

⚫ Control Point 2: (0,15) – 자차로부터 전방 

15m  

⚫ Control Point 3: 

- (7.5, 15). 우회전일 경우 Control Point 

2 로부터 우측 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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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15).  좌회전일 경우 Control Point

2 로부터 좌측 7.5m 

⚫ Control Point 4: Control Point 3 으로부터

도로각도만큼 회전한 방향으로 15m

그림 3. 좌회전 진행 예시 Bezier Curve 

그림 4. 우회전 진행 예시 Bezier Curve 

2.2 GuidePath Step 2 – 궤적의 World 

Transform 

실차 센서 데이터를 가공하여 차량으로부터 전방 

100m 까지의 좌우 차선의 좌표값을 1m 단위로 

샘플링하여 구한다. Step 1 에서 얻은 궤적의 root 

position 을 위 좌우 차선의 중앙에 해당하는 위치에 

anchor 시키고,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네비게이션 

잔여거리에 따라 위치를 최종적으로 조절한다. 

  잔여거리가 x 미터라고 하면, 전방 x 미터 떨어진 

좌우 차선의 중앙값과 전방 x-1 미터 떨어진 좌우 

차선의 중앙값을 구한다. 그리고 둘 사이의 

방향벡터를 구하여 Step 1 에서 얻은 궤적의 root 

orientation 으로 설정한다.  

2.3 GuidePath 성능 평가 

배열의 각 요소의 좌표들을 순서대로 이어 3D 씬 

상에서 line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Unity 제공 line 

renderer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GuidePath 

데이터를 검은 배경에 흰색 line 으로 시각화하고, 

이를 top view 카메라로 렌더링하였다. 실차 

주행하며 로깅한 CAN 시그널을 반영한 결과화면과 

카카오 맵 화면을 겹쳐본 결과 일정 수준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네비게이션 진행 방향 안내를 360 도 각도로 

변환하여 GuidePath 의 input 으로 제공했다.  

그림 5. 도로 각도 22.5 º 

그림 6. 도로 각도 45 º 

그림 7. 도로 각도 90 º 

그림 8. 도로 각도 112.5 º 

그림 9. 도로 각도 247.5 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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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도로 각도 270.5 º 

 

그림 11. 도로 각도 315 º 

 

2.4 샘플 UX – 도로면 위의 카펫 

아래 자료 화면은 전부 실제 주행하며 전방 

유리에 투영된 HUD 영상을 캡쳐한 것이다. 

(1) 아래 컷에서 표현되는 노란색, 하늘색 선은 

실인식 된 차선을 표시해주는 오브젝트이다. 

GuidePath 를 시각화 하는 오브젝트는 하얀색 

카펫이다.  

 

그림 12. 카펫 UX 우회전 

(2) 아래 컷은 270º 좌회전 도로를 흰색 카펫으로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림 13. 카펫 UX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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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샘플 UX – 화살표 오브젝트 

아래 자료 화면은 전부 실제 주행하며 전방 

유리에 투영된 HUD 영상을 캡쳐한 것이다. 

(1) 아래 컷은 도로면에 여러 개의 화살표 

오브젝트를 붙여서 도로 형태/곡률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14. Fishbone Arrow UX 일반 도로 

 

(2) 아래 컷은 90º 도 우회전 지점에 화살표 

오브젝트를 수직으로 세워 유도하는 컨텐츠이다. 

해당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장면을 순서대로 

캡쳐한 화면이다.  

 

 

그림 15. Fishbone Arrow UX 우회전 

 

3. 결론 

3.1 상용 네비게이션 컨텐츠 제품과의 차별점 

 (1) 2D 네비게이션 컨텐츠 

도로 형태 표현: 2D 이미지로 모든 도로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면 이미지 리소스 용량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각도와 도로형태를 반영하는 

아이콘 일부를 추려서 사용한다. 이러한 컨텐츠를  

GuidePath UX 로 대체하면 모든 각도의 도로 

형태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2D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 2D 이미지 리소스 

용량 관리는 큰 이슈이다. GuidePath 는 결과적으로 

네비게이션 이미지 리소스의 전체 메모리 차지 

비중을 줄임으로써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잔여거리 표현: Text 로 네비게이션 안내 지점이 

몇미터 남았는지 표현한다. 이는 운전자에게 자신의 

시야에 보이는 도로 환경에 잔여거리에 해당하는 

지점을 실시간으로 매핑하는 공간지각적 작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역할을 넘기는 것이다[5]. 이는 

고차원적 사고과정을 요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유발한다. GuidePath UX 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에 직접 어느 지점이 네비게이션 

지점인지 가상 오브젝트를 매핑하여 표현하기에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2) 증강현실 네비게이션 컨텐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와 기아자동차의 EV6 

모델의 증강현실 HUD 에서는 Turn 지점을 얼마 

앞둔 시점에 fishbone 형태의 증강현실 컨텐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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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고정된 TBT 잔여거리를 통해 사용자에게 

Turn 을 유도하고 있다[6,7]. Audi Q4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fishbone 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해 

유도 컨텐츠를 구현하였다[8]. 그러나 위 3 개 

모델의 HUD 의 경우 네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TBT 신호를 토대로 HUD 2D 화면에 정해진 위치에 

컨텐츠를 증강하는 방식이라, 차량이 가야하는 

방향을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증강현실 HUD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출시된 차량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의 증강현실 

HUD 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은 벤츠 EQS 와 S580 

모델이다[9]. 이 HUD 에서는 fishbone 형태의 AR 

컨텐츠가 Turn 지점에 spatial anchor[10] 되며, 

차량 움직임의 보상을 통해 증강된 콘텐츠가 3D 

공간상에서 계속 같은 위치에 배치되게 하였다. 

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TBT 표현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전방을 기준으로 좌우 

45 도, 90 도의 회전 표현만 가능하기 때문에 135 도 

회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45 도 회전 표현 후 90 도 

회전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직관적이지 않으며, 운전자에게 혼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GuidePath UX 는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0~360 도 방향을 전부 반영하고, 직선과 직선을 

이은 각진 형태가 아닌 실제 차량의 곡선형 궤적을 

기반으로 오브젝트를 배치시키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3.2 산업 양상과 GuidePath API 의 공헌점 

차량용 증강현실 HUD 어플리케이션과 이미 

광범위한 생태계와 성공적인 다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비교하자면, 우선 차량의 센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은 모바일 기기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위한 모바일 기기의 센서 정보 접근, 

네트워크 통신 레이어가 다양한 오픈소스 API 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Unity 와 같은 

대표적인 게임 엔진을 활용하면 그저 SDK 

다운로드와 환경 옵션 세팅만으로도 각종 모바일 

운영체제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다. 반면 차량용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센서 

정보의 복잡도부터 모바일에 비해 매우 크며,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 보안 이유에 따라 구체적인 

사양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차량에 장착된 센서가 아무리 정밀하고 뛰어난 

성능을 지니더라도 컨텐츠 개발의 진입 장벽이 

높으면 증강현실 HUD 의 생태계 확장은 더딜 수 

밖에 없다. 차량 센서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논문은 미래의 증강현실 HUD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차량 센서의 기술적 

배경지식이나 직접적인 메타 정보 없이도 손쉽게 

컨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API 를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논문의 결과물이 미래 컨텐츠 

개발자들이 차량용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쉽게 진입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채롭게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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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중앙화 된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 신원의 주권을 사용자가 갖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탈중앙화 신원 

(Decentralized Identity, DID)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 내에서 탈중앙화 

신원에 대한 논의는 현재 시작 단계이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 차원의 세계이므로, 메타버스에서 ‘나’의 

주권은 사용자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분산원장 기술 중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탈중앙화 신원 

아바타 (DID Avatar)를 제안하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사용자는 DID Avatar 를 통해 

신원이 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느끼고, 서비스와 

사용자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 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사용자 간 보증된 신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메타버스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신원 관리 

방법에 대한 본 연구로 확장될 것이다. 

주제어 

메타버스, 자기 주권 신원, 아바타, 탈중앙화, 블록체인 

1. 서 론 

메타버스 (Metaverse)는 다차원의 가상환경을 넘어 

현실과 가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초연결적인 

세상이다 [1].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이 실제 

자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메타버스 내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실제 현실까지 확장 

되기도 한다 [2].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경계 

짓는 벽은 점점 허물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실제 

‘나’와 메타버스에서의 ‘나’에 대한 경계도 허물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나’처럼 메타버스에서 ‘나’의 

주체도 사용자 자신이어야 한다.  

1.1 사용자 신원과 관리 방법 

‘나’라는 개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는 다양한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개인을 규정짓는 신원은 실제 특성과 관련된 인증 

문서의 소유로 증명된다 [4]. 인증 문서는 외형 등의 

신체적 특성 (신체적 정체성)과 이름, 식별번호 등의 

사회적 특성 (사회적 정체성)을 포함한다 [4].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정보를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개별 신원 모델이 있다 

[2]. 혹은 개별 신원 모델이 가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과 분산 인증 프로토콜을 활용한 통합 인증 

(Single Sign On, SSO)방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6].  

그러나 상기 방식들은 신원의 주권이 사용자에게 

없다는 문제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갖는다. 

또한 메타버스가 지향하는 다차원 간의 유동적인 

연결을 어렵게 한다는 한계도 갖는다 [5].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분산원장 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을 활용한 자기 주권 신원 (Self-

Sovereign Identity) 개념이 제시되었다. 

1.2 탈중앙화 된 신원과 구성요소 

탈중앙화 된 신원 (Decentralized Identity, DID)은 

사용자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자기 주권 

신원으로, DLT 중 블록체인 (Blockchain)을 기반으로 

한다 [7]. DID 는 제 3 자 없이 식별 수단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탈중앙화 (Decentralization),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지속성 

(Persistent), 암호로 소유권 증명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하는 암호로 검증 가능 (Cryptographically 

Verifiable), 식별자와 관련한 메타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해석 가능 (Resolvable)이라는 

4 가지 특성이 요구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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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는 DID 식별자 (DID Identifiers, DIDs)를 키 

(Key)로, DID 문서 (DID Document)를 값 (Value)로 

활용하는 구조이다 [7]. DIDs 는 DID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블록체인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이며, DIDs 는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DID 체계 

(DID Scheme), DID 문서가 위치한 저장소를 나타내는 

DID 메소드 (DID Method), 마지막으로 DID 문서가 

저장된 세부 위치를 의미하는 DID 메소드 별 식별자 

(DID Method-Specific Identifier)로 구성된다. DID 

문서는 DID 소유자를 검증 하기 위한 공개키, 인증 

프로토콜, 인증 방식 및 서비스 종단점 등을 포함한다.  

DID 에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키와 값이 들어있지만, 사용자 정보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실제 자격증명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상 공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 (Verifiable Credential, VC)과 검증 

가능한 표현 (Verifiable Presentation, VP)을 활용한다. 

VC 에는 물리 공간의 자격증명인 개인정보가 이전되며, 

디지털 자격증명인 VC 는 디지털 서명기술과 결합되어 

사용될 뿐 아니라, 실제 내용은 개인의 고유 단말기 

등에 보관되므로 안전하다. VC 는 클레임 (Claim), 

증명 (Proof), 자격증명 메타데이터 (Credential 

Metadata)로 구성된다. 클레임에는 대상의 속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증명에는 진위여부 검증에 대해 

필요한 값이 담겨 있다. VP 는 사용자가 제공을 원하는 

VC 의 일부를 추출하여 자신의 서명을 추가한 

자격증명을 의미하며, 표현 메타데이터 (Presentation 

Metadata), VC, 증명 (Proof)으로 구성된다.  

VC 발급 및 활용은 사용자 (Holder), 발급자 (Issuer), 

검증인 (Verifier)이 DID 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자신의 DID 를 이용하여 신원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 발급자에게 VC 발급을 

요청한다. 발급자는 사용자의 DID 문서를 획득하여 

검증 후 VC 를 발급하고, 사용자는 해당 VC 를 본인의 

단말기나 암호화폐 지갑 등 안전한 장소에 저장한다. 

이후 제 3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증인은 사용자에게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VP 를 

생성한다. 검증인은 VP 에 포함된 VC 의 증명 항목을 

통해 VP 를 검증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연구 목표 

본 연구는 탈중앙화 신분 증명 방법을 메타버스에 

적용하여 사용자 신원의 주권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탈중앙화 신원 아바타 (DID Avatar)를 제안하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DID Avatar 를 평가하고자 한다. 

2. 탈중앙화 신분 아바타 제작 방법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ID Avatar 는 사용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직접 관리하는 아바타로서, 신체적 정체성은 

아바타에 반영되고, 사회적 정체성은 배지 (Badge)로 

반영된다. 사용자는 고유한 식별자를 우선 제작하고, 

자신의 외형 정보와 사회적 정보를 전송한다. 이어서 

사용자 식별자를 토대로 DID Avatar 를 발급함으로써 

제작이 완료된다. 사용자는 DID Avatar 의 정보 중 

취사선택하여 고유한 VP 를 만들어 메타버스 서비스에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VC 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물리적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자의 외모를 반영한 3 차원 모델링 과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2.1 고유 식별자 제작 

고유 식별자 제작을 위해 사용자는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한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공개 키 정보가 

담긴 DID 식별자와 DID 문서를 생성한다. 본 연구는 

이더리움 (Ethereum)을 지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클레이튼 (Klaytn) 블록체인 [8]을 사용하였다. 스마트 

계약은 클레이튼 통합 개발 환경에서 작성되었다. 통합 

데이터에 대한 콘텐츠 주소 하이퍼링크는 클레이튼 

기반 암호화폐 지갑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클레이튼 

네트워크 및 클레이튼 탐색기에서 DID Avatar 에 

관련된 트랜잭션을 찾을 수 있다.  

2.2 DID Avatar 제작을 위한 사용자 정보 전송 

사용자의 DID 검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자신의 DID 

Avatar 제작에 필요한 신체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는 언제든 사용자가 원할 때 

수정할 수 있다. 사용자 신원이 담긴 모델을 직접 전달 

하는 것은 보안상 위협이 존재하며, 용량이 큰 모델 

파일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상기 

두가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 

(Interplanetary File System, IPFS)을 활용했다. 모델을 

IPFS 에 저장 후 획득한 하이퍼링크와 신체 치수 정보, 

사회적 정체성을 병합하여 json 파일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병합된 파일을 블록체인에 저장 후 파일의 

정보를 발급자에게 전달한다. 본 단계는 그림 1 의 9 번, 

10 번에 해당된다. 

외형 정보는 사용자의 두상 촬영 영상과 신체 치수를 

의미한다. 사용자는 초당 60 프레임으로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로 1 분 30 초 동안 사용자의 얼굴 

상, 하, 좌, 우를 촬영 후 영상 파일을 자신의 키, 어깨 

너비, 허리 너비, 골반 너비와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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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체적 정체성과 달리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수행 지역 소재 

대학생 31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후 사회적 

정보를 결정하였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9]에서 

제시한 정보 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자들은 타인을 

신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의 개수와 타인을 

신뢰하기 위한 필수 항목에 대한 질문에 응답했다. 

참가자들은 최소 6 개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름, 성별, 생년월일, 범죄경력, 국적, 학력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활용했다.  

2.3 DID Avatar 제작 및 발급 

사용자가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 및 블록체인에 저장한 

정보를 토대로 사용자 아바타를 제작되고, 개인정보를 

포함해 VC 가 생성된다. 사용자는 VC 일부를 선택하여 

VP 로 활용하게 된다. 

사용자 영상 중 초당 5 프레임으로 총 450 장의 사진을 

추출했다. 이어서, 사진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거했다. 이어서 두상 모델에 대한 텍스처를 생성했다. 

또한 휴머노이드 (Humanoid) 아바타 템플릿을 이용해 

아바타 신체를 제작했으며,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반영했다. 이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가상 

아바타의 신체 관절을 조절하였다. 최종적으로 두상 

모델과 신체모델을 결합함으로써 사용자의 고유 

아바타 모델 제작이 완료 된다.  

3. 사용자 평가 

DID Avatar 를 평가하기 위해 피험자가 가상 환경에서 

주변 인물과 상호작용하며 느낀 평가를 활용 했다. 비교 

조건으로 사용자 신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미리 

제작된 만화체의 아바타 (Generic Avatar)를 활용했다.  

3.1 피험자 

본 실험은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실험과정을 피험자에게 상세히 고지 후 진행했다. 총 

10 명의 피험자 (4 명 여성)를 모집했으며, 평균 나이는 

24.60 세 (표준편차 = 2.98)이다. 모든 피험자는 참여에 

대해 시간당 10,000 원을 보상받았다. 

3.2 사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본 연구를 위해 초당 90 프레임의 주사율과 대각선으로 

110 도의 시야를 제공하고, 양 눈에 1440×1600 의 

해상도를 가지는 머리 부착형 시각 자극 제시 장치 

(Head-mounted display, HMD) 중 Vive Pro Eye 

(HTC, Taiwan)와 Vive Controller 를 활용하였다. 

가상환경은 Unity 2019.3.14 (Unity Technology, 

USA)로 구현되었으며, Windows 10 Home 64-bit 

(Microsoft, USA) 운영체제, Core i5-9600KF (Intel 

Corporation, USA) 3.70 GHz, 32GB RAM (Samsung, 

Korea), 그리고 GeForce GTX 1660 Ti graphic card 

(Nvidia, USA)를 사용하는 데스크탑에서 구동되었다.  

그림 1 탈중앙화 신원 아바타 (DID Avatar) 제작 프로세스. 사용자 (Holder)와 사용자의 실제 신원에 해당하는 내용인 증명 

가능한 신원 (Verifiable Credential, VC)을 발급하는 발급자 (Issuer)가 개별로 DID 를 제작 후 제작된 DID 를 활용하여 상호 

인증 과정 등을 거쳐 VC 를 발급받는다. 사용자는 발급된 VC 중 일부를 검증 가능한 표현 (Verifiable Presentation, VP)로 

제작하여 서비스 제공자인 검증자 (Verifier)에게 전송한다. 검증자는 VP 를 검증 후 사용자의 신원을 최종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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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제가 진행되는 가상 도시 환경 및 과제 수행 예시. 

3.3 메타버스 대화 과제 

참가자들은 6 명의 가상 파트너들과 경험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타버스 과제를 수행했다 (그림 2). 

참가자가 가상 파트너에게 근접하면 가상 파트너가 

미리 정의된 목소리와 제스처를 사용하여 약 5 초 동안 

피험자에게 인사했으며, 피험자도 음성으로 인사했다. 

이어서, 가상 파트너는 약 30 초 동안 경험 및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언이 끝나면 피험자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상대방의 발언에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 대화를 

요약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피험자에게 인사를 

하고 상호작용은 종료된다. 인사가 끝나면 사용자는 

다음 파트너에게 이동한다. 모든 파트너와 상호작용을 

마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대화 순서는 상쇄균형화 

(Counterbalancing) 되었다. 

3.4 측정 요소 

DID Avatar 가 사용자의 메타버스 체험에 주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체험 후 약 10 분 동안 DID 

Avatar 의 탈중앙화 특성, 신원 공개에 대한 감정 및 

인식 등에 대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3.5 실험 절차 

실험은 브리핑, 사전 설문, 연습시행, 대화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실험 목적 및 실험 전반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어서 사전 설문을 진행했다. 

이어서 실험 환경에 친숙해지기 위해 5 분 동안 가상 

환경 내 조작 등에 대한 연습시행을 진행했다. 피험자는 

자신과 타인 모두 DID Avatar 인 조건과 모두 Generic 

Avatar 인 조건에서 대화 과제를 10 분씩 진행했으며 

두 조건은 상쇄균형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조건에서 

체험한 아바타에 대한 느낌과 아바타가 가상 경험에 

미친 영향에 대해 10 분간 사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4. 결과

피험자들은 DID Avatar 를 활용하면, 신원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및 안정감이 

형성되었으며, 실제로 가상 세계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또한, 타인도 자신처럼 검증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했다고 응답했다. 

10 번 피험자는 “내가 내 정보를 통해서 아바타를 

제작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가상 환경에 있는 

것 같이 느꼈다”고 응답했다. 6 번 피험자는 “일반적인 

아바타와는 달리 내 얼굴과 신체가 반영됐기 때문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9 번 피험자는 “내가 

직접 아바타를 제작했기 때문에 더 관여했다고 느꼈고,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응답했다. 

1 번 피험자는 “가상 체험은 일반적으로 나와 별개인 

아바타를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나의 

외형과 정보를 반영하여 신원 증명 수단을 만든다는 것 

때문에 안정감과 신기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4 번 

피험자는 “아바타를 제작하는 과정이 시스템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고 응답했다.  

5 번 피험자는 “아바타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익명성이 제거된 것 같다고 느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7 번 피험자는 “모두가 동일한 과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원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체험에 

영향을 줬던 것 같다”고 응답했다. 2 번 피험자는 “내가 

내 DID Avatar 를 만들었기 때문에 타인의 DID 

Avatar 도 신뢰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3 번 

피험자도 이와 유사하게 “모두 동일한 과정으로 자신의 

신원을 제작했다는 생각이 체험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8 번 피험자는 “DID Avatar 를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타인도 똑같이 내가 겪은 과정을 

체험했을 것이기 때문에 타인들을 실제 사람이라고 

느끼고 더 상냥하게 대하게 된 것 같았다”고 응답했다.  

5. 논의

본 연구는 메타버스 내에서 자기 주권 신원을 실현하기 

위해 DID Avatar 제작 방법론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ID Avatar 는 메타버스를 위한 

신원 관리 수단의 구현일 뿐 아니라, 기존의 DID 에 

개인화 아바타 (Personalized Avatar)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DID 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확장된 DID 

방법론이다. 또한 사용자 평가를 통해 DID Avatar 는 

시스템과 다른 사용자에 대한 신뢰감, 안정감,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DID Avatar 는 DID 의 특성 [7]상 신뢰할 수 있는 

제 3 자 없이 직접 생성한 고유한 신원 증명 수단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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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중앙화 

기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2]. 

피험자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DID Avatar 를 

제작함으로써 중앙화 된 신원 관리 방법과의 차이를 

체험했고, 이로 인해 본인의 신분에 대해 신뢰와 

안정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신원 증명 

수단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시스템과 경험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유도했다는 인터뷰가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원도 DLT 기반으로 관리된다는 

사실 또한 시스템과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는 시스템이 신원을 검증하고, 

정보 제공자가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시스템 내의 타인 모두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자발적으로 신원을 공개했으므로, 

피험자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동일한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이 

거짓이 아니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보고는 이런 

해석을 뒷받침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DID Avatar 가 주는 영향을 정성적으로만 평가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설문 등의 객관적인 지표로 본 

연구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DID 및 VC 를 제작을 위해 실험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실제 서비스 대상으로 

적용 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6. 결론 

본 연구는 메타버스 내 신원의 탈중앙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DID Avatar 를 제안했다. 또한 사용자 

평가를 통해 피험자들은 DID Avatar 를 활용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예비 연구는 본 연구로 

확장되어 새로운 DID Avatar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메타버스 및 신원 증명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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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방향전환보행 (Redirected Walking: RDW) 기술의 

리셋 (reset)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보행 방향을 

명시적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기술이다. 리셋은 

물리공간의 경계 혹은 다른 사용자와의 충돌을 막고 

가상공간을 계속 보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너무 잦은 리셋은 사용자의 몰입감과 현존감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자 리셋에 

의해 전환된 보행 방향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르거나, 주어진 환경에 최적화된 방향이 선택될 

수 있다. 리셋 컨트롤러에 대한 기존의 최적화 

연구는 오직 단일 사용자에 대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최적의 리셋 

방향을 결정하는 다중 사용자 리셋 컨트롤러 

(Multi-user Reset Controller: MRC) 를 제안한다. 

MRC 는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자 수 및 장애물 수가 

변동되더라도 개별 에이전트 (agent) 가 최적의 

리셋 방향을 선택하도록 다중 에이전트 강화학습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 MARL) 

으로 학습된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우리의 

방법은 기존 리셋 컨트롤러와 비교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가상현실, 강화학습, 시뮬레이션 

 

1. 서 론 

HMD (Head Mounted Display) 기기의 발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가상환경을 이용한다. 특히 HMD 를 

착용하고 보행 이동하며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은  

높은 현존감을 제공한다 [1]. RDW 는 사용자가 

무한한 가상공간을 걸으면서 유한한 물리공간 

내에서도 걷는 동작을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2]. 

RDW 의 미세조정을 통한 동기화에도 불구하고 체험 

중인 공간의 경계면, 장애물 또는 물리공간을 

공유하며 가상현실을 체험중인 다른 사용자와의 

충돌 위험은 존재한다. 이때 HMD 화면에 이동을 

중지하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도록 지시하는데 

이를 리셋이라고 한다. 빈번한 리셋은 현존감을 

저하시키기에 리셋 횟수를 감소시키고자 미세 조정 

기법 (subtle technique) 과 최적의 리셋 방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제안되었다. 

하지만 제안된 리셋 기법들은 단일 사용자가 RDW 

체험을 하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RL 을 통하여 RDW 체험중인 각 

사용자가 현재 상태를 관측하고 물리공간의 모양에 

따라 리셋 방향을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였고 이를 MRC (Multi-user Reset 

Controller) 라 부른다. 시뮬레이션 결과 MRC 는 

여러 사용자가 복잡한 환경에서 RDW 체험을 

하더라도 기존의 리셋 컨트롤러에 비해 리셋 횟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2. 선행 연구 

2.1 방향전환보행 

RDW 는 미세조정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현실공간의 

장애물이나 경계면과 충돌하지 않도록 HMD 화면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2]. Gain 들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물리공간의 특정 위치 (예:  Steer-to-

Center (S2C)) 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미세 조정 

기법이 제안되었다. APF (Artificial Potential 

Field) 는 경계면에서 사용자에게 밀어내는 힘 

발생한다 가정하여 물리 공간의 경계면과 사용자가 

멀어지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강화학습 활용하여 

gain [3] 을 조정하거나 Steer-Point 를 선택하는 

기법 [4] 들이 제안되었다. 

2.2 리셋 컨트롤러 

미세조정기법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물리적 

경계 또는 다른 사용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전 이득 (rotation gain) 을 활용하는 리셋 기법이 

제안되었다. 리셋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를 36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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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RC 모델의 action 

산출값을 이용한 리셋 과정 모습: 물리 경계면에서의 리셋 

(왼쪽). 사용자 간의 리셋 (오른쪽). 

강제 회전시키는 동시에 물리공간에서는 특정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R2C (Reset To Center) 는 

사용자를 현실 공간의 중앙으로 R2G (Reset To 

Gradient) 는 APF 에서 계산된 밀어내는 힘의 

방향으로 사용자를 회전시킨다 [5]. 다양한 현실 

공간에서 국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리셋 방향을 

최적화하는 연구도 제안되었다 [6]. 하지만 이 리셋 

기법들은 단일 사용자가 RDW 체험을 하는 상황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2.3 강화학습 

강화학습은 매시간마다 주변 상태를 관측하고 

최적의 행동을 선택해 누적 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학습한다 [7]. 본 연구는 여러 사용자가 주변 상황을 

관측하고 취할 행동을 결정하여, RDW 체험 중 

발생하는 리셋 횟수를 감소시키는 목표로 한다. 각 

agent 가 개별적으로 행동을 결정해야 하기에 2 명 

이상의 에이전트를 학습하는데 사용되는 MARL 을 

사용한다 [8].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MA-POCA 

(Multi-Agent POsthumous Credit Assignment) 

알고리즘 [9] 은 MARL 중 중앙 학습 및 탈 중앙화 

행동 (Centralized Learning and Decentralized 

Execution: CLDE) [10] 으로 설계되었다. 

 

3. 방법 

본 연구는 보행중인 사용자가 경계면이나 다른 

사용자와 충돌 시 최적의 리셋을 수행하여 체험 중 

발생하는 총 리셋 횟수를 감소시키도록 강화학습 

모델을 설계한다. MA-POCA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하여 상태 (state), 행동 (action), 보상 함수 

(reward function)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림 2 의 현실공간에서 2 명의 사용자가 S2C 와 

APF 를 적용하여 각각 학습된다.  

3.1 상태 (State) 

최적의 리셋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에이전트는 

리셋이 발생하는 시점의 정보를 관측한다. State 는 

현실공간에서 사용자들의 위치 (ui,t) 와 진행 방향 

(θi,t) 로 이루어진다. 

 

그림 2 현실 공간의 모양 (왼쪽부터 E1, E2) 

 

3.2 행동 (Action) 

현실 공간의 경계면이나 다른 사용자와 닿았을 때 

Agent 가 결정한 값으로 사용자는 리셋을 수행하고 

적용된 미세 조정 기술에 따라 보행한다. 

물리공간의 경계면과 닿아 리셋 발생 시엔 경계면의 

법선 벡터각 (θNB) 에 [-90°, 90°] 사이의 값을 

더하여 리셋 방향 (θat) 을 결정한다. 다른 사용자와 

닿아 리셋 발생 시엔 사용자의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 (θNUi) 에 [-90°, 90°] 사이의 값을 더하여 

리셋 방향 (θaUi) 을 결정한다. 여러 에피소드를 

경험하며 다른 사용자의 위치나 물리 공간에 적합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학습된다 (그림 1).  

3.3 보상함수 (Reward Function) 

한 에피소드에서 2 명의 사용자는 무작위로 생성된 

경로를 탐험하고, 이때 누적 보상 (cumulative 

reward) 이 최대화되도록 학습된다. 에피소드 중 

리셋이 발생하면 패널티 (Rr) 를 부여하며 리셋 

횟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리셋 간의 

이동거리인 (Rd) 는 클 수록 좋으며, 이 값이 긍정적 

보상 값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리셋 이후 이동거리를 최대화한다. 리셋 

직후 전방 45 도에 대한 가시영역 (Ra) 을 긍정적 

보상값으로 부여하며, 넓은 공간으로 리셋을 

수행하도록 학습된다. 각 리워드들의 가중치는 

실험을 통해 계산되었다.  

 

 

4. 실험 및 결과 

4.1 시뮬레이션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MRC 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OpenRDW [11]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실험 환경을 구현했다. 40m  40m 의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에 두가지 환경 

(E1, E2) 을 구성하였다 (그림 2). E1 은 2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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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각 환경의 리셋 컨트롤러별 성능 그래프 

사용자가 중앙에 지름이 1.25m 인 원형 장애물이 

존재하는 5m  5m 의 현실공간을 체험한다. E2 는 

4 명의 사용자가 여러 종류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20m  20m 의 현실공간을 체험한다. 두 가지 미세 

조정 기법 (S2C, APF) 에 기존 리셋 방법 (R2C, 

R2G) 를 조합한 컨트롤러와 우리의 MRC 를 비교 

실험하여 무작위로 설정된 20 개의 경로에서 발생된 

평균 리셋 횟수를 측정하였다. 

4.2 실험 결과 

실험을 통하여 수집된 결과들은 Shapiro-Wilk 

test 에서 모두 정규성을 만족하였기에 모수 검정인 

t-test 를 통해 MRC 적용 여부에 따른 리셋 횟수를 

비교하였다. E1, E2 모두 MRC 를 적용한 경우 리셋 

횟수가 유의미하게 줄었음을 보였다 (p   0.001). 

특히 E1 에서 S2C 의 경우 평균 리셋 횟수가 61.3% 

감소하였다 (그림 3). 

 

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RDW 를 체험중인 현실공간의 

복잡도나 체험중인 사용자의 수에 따라 최적의 리셋 

방향을 결정하는 MARL 기반의 MRC 리셋 

컨트롤러를 제안하였다. E1 환경에는 중앙에 

장애물이 존재하기에 사용자를 물리공간의 

중앙으로 유도하는 R2C 보다 최적의 방향을 학습한 

MRC 가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물리공간에 복잡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E2 환경에서도 MRC 는 기존 리셋 기법들에 비해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 MRC 는 많은 사용자 수나 

복잡한 현실 공간에서 최적의 방향으로 리셋을 

수행하며 체험 중 발생하는 리셋 횟수를 감소하며 

좋은 성능을 보였다.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한 MRC 의 효과를 입증하는 절차와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테스트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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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는 화용 언어에 문제가 있어 

대인관계나 사회성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는 개인의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소셜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진행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유아동과 소셜 로봇, 유아동의 

사회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살펴본 후,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과 일반 유아동 8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소셜 로봇과의 대화는 

화용 언어 사용 평가 기준인 장문 구사 능력, 대화 

수행도, 주제 이탈 단어 사용 빈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은 장문 구사 능력과 주제 이탈 

단어 사용 빈도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대화 

수행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보다는 개인 간 차이가 

나타났다. 소셜 로봇과 유아동의 대화 내용을 화용 

언어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하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조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초기 

판단으로, 문제가 인지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과 

진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의 조기 판별에 있어 소셜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유아동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는 소셜 로봇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1. 주제어 

소셜 로봇(Social Robot),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Social Communication Disorder), 유아동(Infant 

Children), 화용 언어(Pragmatic Language)  

2. 서 론 

유아동은 또래 문화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중요한 사회 기술을 학습한다. 사회 기술 

학습은 자아 중심적인 유아동이 타인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 사회적 

의사소통장애(SCD, Social Communication 

Disorder)는 사회 언어라 불리는 화용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으로 2013 년 개정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의 경우 타인과의 

대화에서 맥락 파악이 힘들고 요구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서투르기 때문에 사소한 갈등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의도 전달이 어려워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는 한 개인의 사회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발견이 늦거나 느린 발달로 치부되어 유아동기에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성향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그에 맞는 적절한 중재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2] 본 연구는 소셜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진행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유아동과 소셜 로봇, 유아동의 

사회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과 일반 

유아동 8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소셜 

로봇과의 대화 특성을 화용 언어 사용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판별의 가능성과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본문 

3.1 유아동과 소셜 로봇 

소셜 로봇 (Social Robot)은 인지 능력과 사회적 

교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을 

의미한다.[3] 소셜 로봇은 사용자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위를 판단하고 학습하며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통해[4]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53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53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5] 소셜 로봇은 유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을 돕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돌봄과 

교육 분야에 사용되며[6] 이와 관련하여 유아동과 

로봇 간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아동은 소셜 로봇을 생명체, 즉 자신과 

동등한 친구로 인식하며[7]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자신을 인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8]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동은 일반 유아동보다 소셜 로봇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어 

더욱 적극적이다.[9] 유아동은 소셜 로봇과 

상호작용을 하기 이전에는 소셜 로봇을 ‘기계’, 

‘장난감’, ‘자신과는 상관없는 대상’으로 인식하나, 

상호작용을 한 이후에는 자신의 ‘대화 상대’이자 

재미를 주고 놀아주는 상대, 즉 ‘생명체’로 

인식한다.[10] 유아동은 소셜 로봇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있어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3.2 유아동의 사회화 

사회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범이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11] 유아동의 사회화는 정체성과 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사회화가 잘 이루어질 경우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이 원만하다. [12] 

유아동은 관찰, 모방, 역할놀이, 동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화를 학습한다. 동화는 다양한 

주제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13] 또한 재미를 기반으로 긍정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14] 

역할놀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역할이나 행동을 

대신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한다.[15] 또래와 함께하는 역할놀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배우고 기존의 인물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낸다.[16] 역할놀이는 

자유롭게 참여하는 몰입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3.3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화용 언어에 문제가 

있어 대인관계나 사회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17]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는 2013 년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메뉴얼에 새롭게 

포함되었다.[18]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의 경우 맥락이나 청자에 따라 

의사소통을 바꾸는 능력과 대화 중 관습적 규칙을 

따르고 맥락에 따라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19] 이는 화용 언어 발달의 손상으로 

상황에 맞는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화용 언어란 언어를 익히고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내포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인다. 첫째,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간단한 표현이나 짧은 문장만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둘째, 대화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상호적으로 대화를 제시하고 응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를 회피한다. 셋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대화에서 

맞지 않는 말을 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20] 사회적 참여와 학업 전반에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의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4. 연구 설계 

4.1 대화 시나리오 개발 

소셜 로봇과의 대화에 있어서 일반 유아동과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소셜 로봇과의 대화는 유아동의 

사회화에 효과적인 동화 기반 대화 시나리오와 

역할놀이 기반 대화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동화 

기반 대화 시나리오는 동화 속 등장인물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함으로써 유아동이 일상 생활 속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기와 사자’ 동화를 선정하였다. 동화 기반 대화 

시나리오의 경우 소셜 로봇이 동화를 먼저 들려준 

뒤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역할놀이 

기반 대화 시나리오는 상상 속 존재, 좋아하는 동물, 

주변 인물이 되어 보는 역할놀이를 통해 유아동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각의 

대화 시나리오 구성은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동화 기반 대화 시나리오 구성  

구분 질문  

동화 내용 동화를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 

동화 관련 

경험 

동화와 연관된 유아동의 경험에 

관한 질문 

등장인물 

공감 

등장인물의 마음을 공감하는지 

확인하는 질문 

대화 마무리 동화의 교훈을 요약 후 대화 마무리 

표 2. 역할놀이 기반 대화 시나리오 구성  

구분 질문  

대상 선정 
유아동이 하고자 하는 역할을 스스로 

선정하도록 유도  

속마음대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역할을 상상하며 

유아동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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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마무리 역할의 의미를 요약 후 대화 마무리 

 

소셜 로봇이 유아동에게 먼저 질문을 건네면 질문에 

대한 유아동의 응답에 따라 소셜 로봇이 후속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 유아동의 

대답은 긍정(응, 그래, 좋아), 중립(몰라, 모르겠어), 

부정(아니), 주관식 답변으로 분류된다. 대화는 

순서에 따른 오류를 없애기 위해 동화 기반 대화 

시나리오와 역할놀이 기반 대화 시나리오를 번갈아 

진행하였다.  

4.2 평가항목 

소셜 로봇과의 대화는 화용 언어 능력 평가 항목인 

장문 구사 능력[21], 대화 수행도[22], 주제 이탈 

단어 사용[23]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표 3]과 같다. 

표 3. 화용 언어 능력 평가 항목 

평가 영역 측정 기준 참고문헌 

장문구사능력 
최장 문장의  

낱말 수 

신석호 

(2017) 

대화 수행도 
자리 이탈 

빈도 수 

Prutting 

(1987) 

주제 이탈 단어 

사용 

대화 주제 무관  

발화 빈도 수 

진연선 외 

(2013) 

4.3 전문가 검증 

대화 시나리오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과 교수 2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증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프로파일은 [표 4]와 

같다. 

표 4. 전문가 프로파일 

 나이 직업 경력 

 30 대 소아 정신과 전문의 12 년 

 40 대 소아 정신과 전문의 20 년 

 

전문가 대상 설문은 작성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한 후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대화 시나리오의 적절성, 동화와 역할놀이 

선정의 고려사항,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조기 발견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5]와 같다. 

표 5. 전문가 검증 설문 문항 

설문 문항 

1.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 시나리오의 

내용이 적절한가요?  

2. 유아동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화 주제가 적절한가요?  

3. 역할놀이를 통해 속마음 대화를 하는 방법이 

적절한가요? 

4. 소셜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진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문가 검증에 기반하여 대화 시나리오 일부를 

수정하였다. 전문가는 등장 인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유아동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묻는 질문이 더 좋으며, ‘왜’라는 질문보다는 

육하원칙에 기반한 사실 중심의 구체적인 질문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전문가는 동화 

선택에 있어서 주제와 상관없이 단순한 내용의 

동화가 유아동의 이해와 공감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역할놀이 기반 대화 시나리오는 

유아동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속마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진단의 경우 소셜 로봇이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는 있으나 양육자가 

유아동과 로봇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 대화 시나리오를 [표 6], [표 7]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다. 

표 6. 동화 기반 대화 시나리오  

구분 질문 

동화 

내용 

-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어! 

- OO 이는 어떤 장면이 재미 있었니? 

동화 

관련 

경험 

- OO 이는 모기에 물린 적이 있니? 

- OO 이는 모기에 물리면 어떻게 해? 

- OO 이는 최근에 놀이에서 이겨서 

기뻤던 적이 있니? 이야기해 줄래? 

등장 

인물 

공감 

- 모기한테 마구 물린 사자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 만약에 사자가 거미줄에 걸린 모기를 

본다면 구해줄까? 

- 거미줄에 걸린 모기는 움직일 수   

없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 모기가 큰 사자와 싸워서 이겼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대화 

마무리 

- 모기를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니? 

표 7. 역할놀이 기반 대화 시나리오  

구분 질문 

대상 

선정 

- 역할놀이를 해볼까? 오늘은 어떤 

역할을 해볼까? 

- (마법효과음) 이제 우리는 하늘에 사는 

마법사야~ 내가 먼저 날씨 주문을 

걸어 볼게. 천둥아 쳐라 얍! 

(마법+천둥소리) 

- OO 이도 날씨 주문을 걸어봐! 먼저 비, 

바람, 천둥 등 날씨를 말하고 얍! 을 

외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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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마음 

대화 

- OO 이는 마법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니? 

- OO 이는 마법사가 되면 변신해보고 

싶은 모습이 있니? 

- 마법사는 시간 마법을 써서 가장 

기뻤던 시간으로 갈 수 있어. OO 이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니? 

대화 

마무리 

- OO 이가 마법사로 변신해서 말한 

소원이 모두 이루어질 것 같아! 다음에 

또 역할놀이 하자~ 

4.4 유아동 대상 실험 

실험에 참가하는 유아동의 양육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실험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 

4 명(실험집단)과 일반 유아동 4 명(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유아동의 프로파일은 

[표 8]과 같다.  

표 8. 실험 참가 유아동 프로파일 

구분 유아동 나이 성별 

실험 

집단 

(4 명) 

A 만 6 세 남 

B 만 5 세 여 

C 만 4 세 여 

D 만 4 세 남 

통제 

집단 

(4 명) 

E 만 7 세 남 

F 만 5 세 남 

G 만 5 세 여 

H 만 7 세 여 

 

 

그림 1. 유아동 대상 실험 현장 사진 

소셜 로봇과의 대화 진행은 30 여분 정도 

소요되었고 결과 분석을 위해 실험 상황은 

녹화하였다. 실험 현장은 [그림 1]과 같이 소셜 

로봇과 유아동이 마주보며 대화하였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은 책상에 앉아 소셜 로봇과 

대화하는 것이 수업을 하는 것 같다고 느껴 놀이 

상황과 유사하게 소셜 로봇을 바닥에 배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장문 구사능력 비교 

장문 구사 능력은 유아동의 문장 중 최장 문장의 

낱말 수를 측정하였다. 동화 기반 대화 시나리오 

평균은 실험집단 3.0, 통제집단 9.0 으로 나타났다. 

최장 낱말 수를 사용한 유아동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유아동 D(4 개)는 “모기, 모기 
장면이 재밌었어.” 라고 응답하였고, 통제집단의 

유아동 G(11 개)는 “나는 모기를 직접 죽인적은 
없고, 식당에서 다른 벌레를 손으로 살짝 죽인적이 
있어.” 라고 응답하였다. 역할놀이 기반 대화 

시나리오의 평균은 실험집단3.3, 통제집단 9.3으로 

나타났다. 최장 낱말 수를 사용한 유아동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유아동 B (4 개)는 

“비야 안 내려라 얍.” 이라고 응답하였고, 통제집단 

유아동 H (18 개)는 “왜냐하면, 꿀벌과 나비와 
친구를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게 꿈이야. 꽃향기도 자세히 맡을 수 있어.” 라고 

응답하였다. 두 시나리오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최장 문장의 낱말 수는 3 배 정도 차이가 

났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의 경우 다양한 

낱말의 조합으로 장문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소셜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장문 구사능력 비교표 

구분 동화 기반  역할놀이 기반 

실험 

집단 

A 3 - 

B 2 4 

C 3 3 

D 4 3 

평균 3.0 3.3 

통제 

집단 

E 6 5 

F 8 7 

G 11 7 

H 11 18 

평균 9.0 9.3 

5.2 대화 수행도 비교 

대화 수행도는 대화 중 자리 이탈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자리 이탈 빈도수는 대화 장소를 

이탈한 빈도수를 의미한다. 동화 기반 대화 

시나리오의 평균은 실험집단 2.5, 통제집단 

0.3 으로 나타났다. 역할놀이 기반 대화 시나리오의 

평균은 실험집단 0.3, 통제집단 0 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평균은 차이를 보이나, 이는 특정 유아동에 

의해 비롯된 결과이다. 해당 유아동은 잦은 자리 

이탈로 소셜 로봇과 대화 수행이 어려웠다. 소셜 

로봇의 다양한 효과음이 유아동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고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10. 대화 수행도 비교표(자리 이탈 빈도수) 

구분 동화 기반  역할놀이 기반  

실험 

집단 

A 8 - 

B 2 0 

C 0 0 

D 0 0 

평균 2.5 0.3 

통제 E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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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F 0 0 

G 0 0 

H 0 0 

평균 0.3 0 

5.3 주제 이탈 단어 사용 비교 

주제 이탈 단어 사용은 대화 주제와 무관한 발화의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유아동이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이탈과 동시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경우와 대화 주제에 벗어난 발화의 경우가 

해당된다.  

동화 기반 대화 시나리오의 평균은 실험집단 3.8, 

통제집단 0 으로 나타났다. 역할놀이 기반 대화 

시나리오의 평균은 실험집단 1.3, 통제집단 0 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경우 한 명의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주제에서 벗어난 대화를 한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대화 주제에서 벗어난 발화를 한 유아동은 한 

명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화 주제에 벗어난 발화 내용으로는 자신이 

관심있는 캐릭터인 “포켓몬” 이라는 단어를 자주 

얘기(8 회)하거나, 로봇의 질문을 따라하고 대화 

주제와 무관하게 본인의 신체를 가리키며 

연구자에게 말을 거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로봇 니 가 대답해라.”, 
“포켓몬 포즈 따라해봐.”, “얘 진짜 너무 많이 
무겁다.”, “다른 로봇보다 이게 더 무거운데?”, 
“(자신의 신체를 가리킴)저, 여기 모기 물렸어요.” 
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  

표 11. 주제 이탈 단어 사용 비교표 

구분 동화 기반 역할놀이 기반 

실험 

집단 

A 12 - 

B 2 0 

C 1 3 

D 0 0 

평균 3.8 1.3 

통제 

집단 

E 0 0 

F 0 0 

G 0 0 

H 0 0 

평균 0 0 

6. 논의 

본 연구는 소셜 로봇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과 일반 유아동의 대화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조사와 사례 연구를 통해 소셜 로봇에 

대한 유아동의 인식과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의 특성 

및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유아동의 사회화 학습 방법을 토대로 동화 

기반과 역할놀이 기반 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전문가 검증 후 최종 시나리오를 완료하였다. 

실험을 위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 4 명과 

일반 유아동 4 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대화를 화용 

언어 능력 평가 항목인 장문구사능력, 대화 수행도, 

주제 이탈 단어 사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장문 구사 능력에서 일반 

유아동은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에 비해 3 배 

이상의 낱말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의 경우 다양한 낱말의 조합으로 장문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화 수행도의 경우 두 집단의 평균은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특정 유아동의 자리 이탈에서 

비롯된 결과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유아동이 소셜 로봇의 

다양한 효과음에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으며 대화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소셜 로봇이 유아동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사용할 경우, 

유아동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의 경우 상호적인 대화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대화 회피 특성을 보이는데, 흥미를 유발하는 소셜 

로봇과의 대화가 이러한 대화 회피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주제 이탈 단어 사용을 살펴보면, 일반 

유아동은 소셜 로봇의 질문에 모두 다 적절하게 

응답하였으나,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은 대화 

내용과 순서와 상관없이 자신의 관심사(캐릭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말하는 특성을 보였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아동은 대화를 지속할 수는 있으나, 

주제와 무관한 대화를 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소셜 로봇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소셜 로봇을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있어서 주제 

이탈 단어 사용과 장문 구사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대화 수행도는 상대적으로 증상의 

판별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소셜 로봇과 유아동의 대화를 

기반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화용 언어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유아동과 소셜 로봇과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면, 

유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초기에 평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 분석은 절대적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문제가 인지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과 

진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한된 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제 가정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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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유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화를 

분석하여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유아동을 파악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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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효과의 파형 변조에 대한 사용자의 감성적/감정적 반응 조사 
Investigation of Users' Affective/Emotional Responses to Modulated 

Waveforms of Motion Effects 

요약문 

모션 효과는 사용자의 몰입감 증강을 목표로 시청각 

영상에 가미하는 감각 효과들 중 하나이다. 

아직까지는 저작 시 모션의 파형이나 

물리량으로부터 사용자가 받게 될 경험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저작자의 경험에 의존해 

저작되고 있다. 본 논문은 모션 효과에 대한 세 파형 

변조 방법을 제안하고 변조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감성적 및 감정적 느낌을 형용사 평가 실험으로 

조사한다. 각 감성/감정적 느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조 방법들을 확인하였으며 모션 파형의 

주파수 성분 조절에 따른 형용사 평가 점수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형용사마다 변조 정도에 따른 

형용사 점수 변화 예측 회귀 모델을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모션 효과 저작 시 보다 의미 있게 사용자 

경험을 유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주제어 

다중 감각 미디어 (Multisensorial Media), 형용사 

평가 (Adjective Rating) 

1. 서 론

최근 미디어는 시청각 외의 감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전달하여 사용자에게 실재감이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4DX 영화나 

테마파크의 4D Ride 등 저작 의도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며 크게 다중 감각 

미디어 (Multisensorial Media)로 통칭된다 [1]. 

여기서의 추가적인 감각 정보는 주로 모션 효과 

(Motion Effect)로 주어지며 [2], 모션 시뮬레이터 

등 추가 장비를 이용하여 사용자 몸에 있는 여러 

감각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자극한다.  

모션 효과는 시청각 자료 속 시각 모션 또는 

문맥적인 요소 등이 고려되면서 저작된다. 처음부터 

수작업으로 저작할 시 생산 비용이 많이 들기에 

그럴듯한 초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자동 저작 

알고리즘들이 연구되고 있다 [2-4]. 다만 

아직까지는 그 결과로 나오는 모션 파형 및 

물리량으로부터 사용자의 감성적인 또는 감정적인 

느낌을 유추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저작자 

입장에서는 모션의 사용자 경험적인 부분을 

스스로의 경험을 기반해 추측해야 하는 상황으로, 

잦은 세부 사항 수정 등 저작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저작자의 의도와 다른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모션 파형을 

변조하여 특정 느낌이 유발되도록 시도된 적 있으나 

[5-6], 실 컨텐츠에서 받을 수 있는 느낌이 다양한 

만큼 변조 방법들이 여러 느낌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  

모션 효과의 파형은 영상 속 주된 움직임을 

나타내는 저주파수 성분과 그 움직임을 상황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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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예시 모션 파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션 

변조 방법. 영상 속 주된 움직임을 나타내는 저주파수 

성분과 보다 세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고주파수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LF: 저주파수 대역 진폭 변조; 

HF: 고주파수 대역 진폭 변조; RR: 재생 비율 변조. 

그림 1. 모션 6 자유도 중 모션 효과로 주로 이용되는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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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짓는 역할의 고주파수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6]. 모션 주파수 범위는 0.05 Hz-5 Hz 이며 

일반적으로 1 Hz 이하의 모션은 대개 저주파수로 

여겨진다. 보다 고주파수 성분의 파형이 중첩될수록 

거친 느낌을 야기한다 [5-6]. 주된 큰 움직임에 

해당하는 저주파수 모션을 조절할 경우 또는 

저주파수 모션을 고주파수 모션과 같이 조절할 경우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감성적인 느낌 및 감정적인 

느낌을 유발하는 변조 방법을 제안한다: (1) 

저주파수 대역 진폭 변조, (2) 고주파수 대역 진폭 

변조, (3) 재생 비율 변조. 이미지 Sharpening이나 

Blurring 에서와 같이 모션 파형 속 중요 정보를 

강조하거나 약화시킨다면 감성적인 느낌 및 

감정적인 느낌이 달라질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확인하고자 한다. 세 방법을 조합하여 생성된 모션 

효과들에 대해 형용사 평가 실험을 진행하고 각 

형용사 별 유의한 변조 방법을 파악한다. 이어 

형용사마다 실 평가 점수를 종속 변수, 변조 

방법들을 독립 변수로 하는 꼴의 회귀 모델을 

구축하고 이로부터 모션 변조 방법의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평가 점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션 변조 방법

2.1 저주파수 대역 진폭 변조

그림 2 의 LF (Low-Frequency motion 

filtering)는 저주파수 대역 진폭 변조를 나타낸다. 

큰 움직임에 해당하는 모션만을 변조하기 위해서 

우선 저주파 패스 필터를 씌워 모션의 저주파수 

성분만을 추출한다. LF 화살표 좌측 파형에 

해당한다. 이후 우측 주황색 파형을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낮은 컷오프 주파수를 가지는 저주파 

패스 필터로 더욱 뭉그러진 파형을 얻는다. 파란색 

파형은 이전 파형인 검정색 파형과 주황색 파형의 

차를 더하여 생성한다. 이 차는 두 저주파 패스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들 사이 대역에 해당하는 

모션으로 원본 파형에 밴드 패스 필터를 바로 

적용하여서도 얻을 수 있다. 변조의 정도는 두번째 

패스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로 조절될 수 있다.  

2.2 고주파수 대역 진폭 변조 

그림 2 의 HF (High-Frequency motion 

filtering)은 고주파수 대역 진폭 변조를 보인다. 

디테일에 해당하는 모션은 2.1에서 첫번째 저주파 

패스 필터로 얻은 파형과 원본 모션과의 차로 

얻는다. 마찬가지로 동일 컷오프 주파수를 가진 

고주파 패스 필터를 바로 적용하여서도 얻을 수 

그림 3. RR = 20% 일 때 LF, HF 변조된 모션 효과. 변조 전 파형은 그림 3의 가운데 검정색 파형이다. 

그림 4. RR = 100% 일 때 LF, HF 변조된 모션 효과. 변조 전 파형은 가운데 검정색 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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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LF 화살표 우측 파란색 파형은 이를 배로 한 

파형, 주황색 파형은 이를 아예 없앤 것이다. 변조 

정도는 고주파수 성분의 상수배로 조절 가능하다. 

다만 저주파수 모션에 따라 사람에게 인지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5]. 

2.3 재생 비율 변조 

그림 2 의 RR (Reproduction Rate)은 모션 재생 

비율 변조를 보인다. 파형의 피크 부분을 중요한 

정보로 여기고 상위 피크만 남기고 보간하는 

방법이다. 바꿔 말하면 변위가 가장 큰 상위 몇 

지점을 남기고 나머지 모션들을 없앤다. 변조 

정도는 전체 피크 중 남기는 피크 정도로 조절될 수 

있다. 이전 두 방법들은 각 관심있는 주파수 대역의 

변위 즉 공간적인 정보를 변화시켰다면 이 방법은 

시간 축을 기준으로 자극 량을 변화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3. 형용사 평가 실험

3.1 참여자

실험에는 남성 9명 여성 7명 총 16명이 참여하였다. 

나이는 18세-31세 평균 22.4세이며, 모두 알려진 

모션 인지 관련 감각 장애 병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는 모든 실험 관련 내용에 사전 

동의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비로는 시간당 

2만원이 지급되었다. 

3.2 모션 자극 

모션 자극으로 4D Ride 모션 효과 4개 클립 (표 

1)에 대해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의 방법으로 변조시킨 파형을 이용하였다. 클립

선정 시 클립 종류를 단순 반복으로 두고자 했기에

공통된 특성을 가지게 선정하였다. 모션은 그림 1에

표시된 세 자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클립마다

세 파형이 존재한다. 모두 1인칭 시점으로 주인공이

탈 것을 타고 트랙을 달리는 내용이다. 클립된

영상마다 충돌이나 낙하 같이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며 모션 효과로 그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Heave 모션의 1 Hz 이상의

대역에 고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변조에 사용된 Simuline 사 4D Ride 모션 효과 

# 컨텐츠 시간 

C1 Fairy Balloon Ride 0:02:11-0:02:31 

C2 Fairy Balloon Ride 0:02:51-0:03:11 

C3 Grand Prix 0:03:09-0:03:29 

C4 Wild West Mine Ride 0:00:52-0:01:12 

각 클립의 해당하는 모션 효과가 위치와 속도, 

가속도가 모두 0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하기 위해 

시작과 끝에 아래 식의 [0,1] 구간을 곱하였다. 𝑐는 

4로 설정하였다.  

𝑦 = 𝑒𝑐𝑡 

그림 3과 그림 4는 변조된 모션 효과를 보인다. 

LF와 HF의 수준은 세 가지로 하였고, 원본 파형, 

각 해당 주파수 성분이 강화된 파형, 약화된 

파형이다. 저주파 패스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는 표 

1 파형의 파워 스펙트럼을 고려하여 1.5 Hz 로 

설정하였다. LF 에서 사용하는 두번째 필터는 

Convolution 연산으로 구현된 이동 평균 필터를 

이용하였고 윈도우 크기는 80 으로 사용했다. 이 

값은 샘플링 속도 100 Hz의 모션 데이터에서 0.8 

초에 해당하는 값이다. RR 은 100%와 20% 두 

레벨로 설정하였다. LF, HF, RR 의 수준은 

시뮬레이터의 하드웨어 제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변조 전후가 인지적으로 차이 나도록 간단한 파일럿 

실험을 통해 정하였다. 세 변조 방법의 조합으로 

클립마다 모션 자극이 18개 생성되었다.  

모션은 Innosimulation 사 모션 시뮬레이터 IMP6-

M150으로 재생하였다. 

3.3 형용사 

표 2는 한국어 사전과 이전 연구 [7]를 참고하여 

컨텐츠 속 모션 효과를 서술하기에 적합하다고 

선정된 형용사 목록이다. A1-A9 는 감성, A10-

A12 는 감정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A1-A9 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쌍의 형용사 1과 2는 

서로 상반된 뜻을 가지며 Bipolar Scale 의 양 

극단에 위치한다. A10-A12는 Unipolar Scale로 

한쪽 극단에만 형용사가 위치하며 다른 극단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다. 참여자에게 

한글 표현과 영문 표현이 같이 제시되었다. 

표 2. 실험에 사용된 형용사 목록 

# 형용사 1 형용사 2 

A1 뭉뚝하다 (Blunt) 뾰족하다 (Pointed) 

A2 규칙적이다 (Regular) 
불규칙적이다 

(Irregular) 

A3 큼직하다 (Gross) 미세하다 (Fine) 

A4 매끄럽다 (Smooth) 거칠다 (Rough) 

A5 묵직하다 (Heavy) 경쾌하다 (Light) 

A6 한결같다 (Constant) 
변덕스럽다 

(Fluctuating) 

A7 깊다 (Deep) 얕다 (Shallow) 

A8 안전하다 (Safe) 위험하다 (Dangerous) 

A9 한가롭다 (Leisurely) 긴박하다 (Urgent) 

A10 걱정되다 (Worried) - 

A11 혼란스럽다 (Distracted) - 

A12 무섭다 (Scared) - 

각 형용사 쌍 또는 형용사는 실험 프로그램 화면에 

슬라이더 형태로 표현되었다. A1-A12 모두 [0, 

100] 스케일로 주어졌으며 10 값마다 눈금이

표시되었다. 0에 해당하는 값이 아무 형용사 느낌에

해당하지 않음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형용사

쌍들은 [-50, 50] 스케일로 표시하였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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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더 핸들을 눈금 사이 값에도 위치할 수 

있도록 하여 Ratio 스케일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3.4 실험 절차 

실험은 참여자마다 실험 시간을 적절히 하기 위해 

클립 종류를 Between 요인, 모션 자극을 Within 

요인으로 하는 Mixed 설계로 진행되었다. 모든 

참여자는 클립 하나에 대한 모션 자극 18 개를 

받았다. 모든 클립에 대해 데이터를 한번씩 

얻으려면 4 명의 참여자가 필요하다. 총 16 명 

참여자로부터 4번의 반복 측정 데이터를 얻었다.  

실험은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 안내 및 

쉬는 시간 포함 총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세 세션 중 하나는 연습 세션으로 참여자가 

형용사마다 적절한 평가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본 세션에 사용되지 않은 

클립의 모션을 이용하여 최대한 각 변조 방법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제작된 5개의 연습 자극들을 

체험하고 형용사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후 각 

형용사마다의 평가 기준이 세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나머지 두 

세션은 본 세션으로 변조된 모션 자극이 각각 9개 

제시되었다. 참여자의 피로를 고려해 두 세션 사이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이때 연습 자극 

제시 순서, 본 세션 자극 제시 순서는 모두 무작위로 

주어졌다. 

참여자는 매 시도마다 모션 자극을 받고 해당 

자극에 대한 느낌을 모든 형용사 A1-A12에 대해서 

응답하였다. 모든 자극이 시작되기 전 20 초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참여자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 상태를 중립으로 만들고 다음 자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은 형용사 종류에 따라 -50-

50 또는 0-100 슬라이더로 받았다. 참여자는 원할 

경우 이전 시도의 데이터를 확인 및 수정하거나 

모션 자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만약 20 초 

길이의 하나의 모션 자극 동안 서로 상반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경우 체감 시간과 체감 세기를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3.5 결과 분석 방법 

분석은 Minitab 19 와 MATLAB R2021b 로 

수행되었다. 클립은 반복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기에 

각 모션 조건에 대한 형용사 평가 점수는 4 개의 

클립에 대한 형용사 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전처리되었다. 이후 모션 변조 방법의 유의성 

파악을 위해 형용사마다 삼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이 수행되었다. 

유의한 경우에 대해 Tukey's HSD 사후 분석이 

진행되었다. 또한 형용사 점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변조 방법을 독립 변수로 하는 Stepwise 회귀를 

수행해 회귀 모델이 구축되었다.  

4. 결과 및 토의

표 3 은 형용사 별 ANOVA 메인 효과 결과이다. 

모든 형용사들에 대해 세 모션 변조 방법들 중 최소 

하나 이상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A1, A4, A8-

A11는 세 모션 변조 방법들 모두에 대해, A3, A7 

은 HF, LF에 대해서, A2, A6, A12는 LF, RR에 

대해서, A5는 HF에 대해서만 유의했다. 규칙감과 

관련된 형용사인 A2 와 A6 는 고주파수 보다는 

저주파수에 해당하는 큰 움직임이 영향을 주었고, 

다른 감정 형용사에 비해 무서움(A12)은 고주파수 

조절이 유의하지 않았다. A3, A7 은 각각 크기와 

깊이에 대한 형용사로 서로 형용사 뜻이 연관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형용사들과는 달리 고주파수 모션 

조절과 저주파수 모션 조절에 대해서 상반된 

경향성을 보였다. 무게감(A5)에 대해서는 

[6]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고주파수 모션을

약화시킬수록 유의하게 모션이 가볍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6]의 결과에서 사인파 중첩

모션을 서술하는 주요 형용사 축인 거칠기(A4)는

본 결과에서도 모든 변조 방법에 대해 유의하게

평가 점수가 영향받았다.

참여자들은 일부 형용사들을 서로 연관 지어 

유사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A1 과 A4, 

A2와 A6, A8와 A9, A10-A12에 대해 서로 유사한 

평가 점수 양상을 보였다. 이는 텍스처에서도 

관찰되듯이 [8] 해당 자극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주 형용사 축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연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평가 양상이 겹치는 형용사들은 서로 

독립적인 축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표 3. 형용사 별 모션 변조 방법 메인 효과. +: HF/LF 

해당 성분 모션이 강조될수록, RR 재생 비율이 20%에서 

100%로 될 경우 형용사 점수가 형용사 2에 가까워짐; -: 

그 반대로 될 경우 형용사 2에 가까워짐.  

# 형용사 HF ↑ LF ↑ RR ↑ 
A1 뭉뚝하다-뾰족하다 + + + 

A2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 + 

A3 큼직하다-미세하다 + -

A4 매끄럽다-거칠다  + + + 

A5 묵직하다-경쾌하다 + 

A6 
한결같다-

변덕스럽다 
+ + + 

A7 깊다-얕다 + -

A8 안전하다-위험하다 + + + 

A9 한가롭다-긴박하다 + + + 

A1

0 
걱정되다 + + + 

A1

1 
혼란스럽다 + + + 

A1

2 
무섭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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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형용사 별 모션 변조 방법 회귀식의 R제곱 및 회귀계수 (*: 𝑝 < 0.05). RR2 항은 나오지 않아 제거하였다. 

형용사 R2 (%) 상수 HF LF RR HF×LF HF×RR LF×RR HF2 LF2 

A1 75.21 -39.50 26.06* 21.89* -2.76* -10.60* 12.48 

A2 66.01 -25.57 7.33* 21.20* -3.84* -7.27 18.26* 

A3 61.44 0.33 29.79 -10.91* 8.66 18.54* -9.47*

A4 78.47 -52.53 34.71* 37.93* 12.88* -13.42* -7.03

A5 64.45 -20.62 35.06* 7.02 5.18* 10.40* -6.32*

A6 71.90 -50.95 5.40* 75.0* 9.32* -21.96*

A7 45.49 -1.20 17.66* -6.41 11.85 15.51 -4.96

A8 89.60 -59.41 20.29* 59.9* -3.32 -9.45* -5.28* 22.80* -13.32*

A9 81.11 -59.40 24.47* 69.9* -9.51 12.12* 20.19* -19.14*

A10 53.93 -5.06 3.61* 18.48* -9.7 20.17* 

A11 67.65 -7.17 6.01* 18.20* -10.52  24.50* 

A12 66.46 -5.03 2.52 13.91* -10.98 22.99* 

상호 작용의 경우 A1, A4 는 HF ×LF, A3 은 

HF×RR 와 LF×RR, A5 HF×LF 와 HF×RR, A6, 

A10-A12 는 LF × RR, A8-A9 는 HF × LF 와 

LF×RR가 유의하였다. 특히 LF×RR는 전반적으로 

저주파수 모션이 약화되면 RR을 조절하여도 평가 

점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 유의하게 나왔다. 

A1, A4 에서의 HF×LF 효과는 고주파수 모션을 

약화시킬 때보다 강조시킬 때 LF 에 의한 점수 

차이가 줄었다. A5 에서는 특이하게도 고주파수 

모션이 있을 때와 약화되어 없는 조건에서 LF 

효과가 상반되었다. 고주파수 모션이 있는 경우 

저주파수 모션이 약화될수록 참여자는 가벼움에 

가깝게, 없는 경우에서는 약화될수록 무거움에 

가깝게 평가하였다. 또한 HF×RR 효과가 A3 과 

A5에서 관찰되었다. A5 무게감의 경우 고주파수 

모션이 강조되거나 기본으로 있는 조건에서는 

RR에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없는 조건에서는 RR에 

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A3 크기의 경우는 그 

반대로 RR에 의한 차이가 있다가 없어졌다.  

표 4는 형용사 별 모션 변조 방법에 대한 회귀 식을 

나타낸다. 이 값들은 HF와 LF를 각 변조 방법의 

파라미터 값을 고려하여 수치 값으로 변환 후 

진행하였다. 피팅 적합도가 70%-90% 사이를 

보이는 형용사는 A1, A4, A6, A8-A9이었고 40%-

50% 대로 낮은 적합도를 보인 형용사는 A7 과 

A10이었다. 현재 All possible 회귀로 모든 가능한 

회귀 모델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기에 향후 적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모델의 적합도를 R 

제곱 척도로만 확인했기에 Cp나 PRESS와 같은 

척도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형용사 별로 가장 좋은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감성적인 느낌 및 감정적인 

느낌을 유발하는 모션 변조 방법을 제안하고 형용사 

평가 실험을 진행하여 제안한 모션 변조 방법들의 

효과성을 형용사 별로 확인하였다. 변조 방법은 

모션 파형을 1.5 Hz 기준으로 두 대역으로 나눠 

각각 진폭 변조를 하는 HF, LF,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모션을 재생하도록 비율을 조절하는 

RR이 있다. 모든 형용사들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션 

변조 방법이 유의한 메인 효과를 보였으며 회귀 

모델 구축을 통해 파라미터 변화에 따른 평가 점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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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design of a photo album with sound interac-

tion for Alzheimer's patients

Abstract 

Currently, about 50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Alzheimer's disease, and by 2050, this 

number will exceed 150 million. In the face of 

this enormous challenge, practical rehabilitation 

medical products that are highly integrated with 

technology are valuable. In this paper, we aim to 

"Help Alzheimer's Patients Regain Their Memory" 

by using the "Double Diamond Model", "Inter-

view", "Questionnaire" and other research meth-

ods. "This paper will design a program to inves-

tigate the mood pleasure, memory recall, and 

happiness of Alzheimer's disease patients after 

using a smart photo album program with sound 

inter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tients 

ha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mood pleasure 

and memory arousal and a small increase in 

happiness index after using this program, which 

had an intervention effect. It was finally demon-

strated that the smart photo album program 

with sound interaction function is accessible, 

practical, and effective, and provides a new and 

feasible channel for the rehabilitation of Alzhei-

mer's patients. 

Keyword 

Design, Photo album with sound interaction, 

Alzheimer's patients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and Object 

The United Nations recently announced that the 

global population will reach 8 billion by Novem-

ber 15, 2022, with approximately 50 million peo-

ple living with Alzheimer's disease, and the 

number will continue to grow. At the same time, 

the traditional and single source of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the heavy cost of medical care 

will become one of the problems for patients 

and a new challenge for the world's medical and 

healthcare industry. 

In the past decade, Hu HJ, Wu PF, Tsai W C. 

(2017) [1] proposed "memory", "emotion" and 

"lack" as design concepts to develop smart al-

bums with image memory sharing and emotion 

detection, and named them Fond Memories. Al-

Muhanna, H., Al-Wabil, R., Al-Mazrua, H., Al-

Fadhel, N., Al-Wabil, A. (2011) [2] developed an 

interactive multimedia system for monitoring the 

progressive memory loss in Alzheimer's disease 

patients, and developed an interactive image 

and audio autobiographical memory library to 

facilitate measurement of memory recall and 

recognition. Jean F. Coppola Ph.D. Marc A. 

Kowtko Christina Yamagata Shannon Joyce 

(2013) [3]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of apply-

ing Alzheimer's disease treatment software to 

mainstream devices such as iPads and tab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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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application of Alzheimer's disease 

treatment software to assist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dementia and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of patients. 

Of cour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on smart photo albums also includes image res-

toration techniques that incorporate AI technol-

ogy based on the basic functions of photo al-

bums. Although the above research perspectives 

are distinctive and effective, there is still a lack of 

specialized research on sound interaction using 

music therapy technology, and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in a sense, fill the gap in the field 

of interactive smart albums with innovative sig-

nificance. 

The author has collected the current mainstream 

rehabilitation devices and software for Alzhei-

mer's disease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the 

Alzheimer's therapy device, which uses non-

invasive physical therapy, the Alzheimer's head 

massage therapy device, which uses acupressure, 

and the music therapy app "vera", which has an 

online music library. In general, both large in-

struments and head-massage devices have cer-

tain drawbacks, such as not easy to move and 

carry, not enough variety of power supply, and 

high cost. However, the most portable music 

therapy app "vera" only focuses on music thera-

py, which is unidimensional for patients' memory 

recovery, does not have a variety of treatment 

methods, and the design elements are not per-

fect. 

Today, with the global population exceeding 8 

billion, the number of Alzheimer's patients has 

reached 50 million. The traditional channels for 

Alzheimer's single rehabilitation treatment are 

slightly too limited, and the number of patients 

will gradually increase as time goes by. At that 

time, the heavy medical cost will bring trouble to 

countless families and will become a new chal-

lenge for the world's medical health care indus-

try. Through the accumulation of research in 

music therapy and sound interaction, the author 

has discovered the feasibility of integrating these 

two new technologies in traditional therapy. In 

particular, a new method of combining sound 

interaction with an intelligent photo album pro-

gram is proposed to confer accessibility and 

practicality and effectiveness to provide a new 

channel for the rehabilitation of Alzheimer's pa-

tients. 

Designing an intelligent photo album program 

with sound interaction function is an important 

way to elicit memories of Alzheimer's patients. 

Patients can instantly return to a specific envi-

ronment without leaving home when using the 

program, and in this special state, the sense of 

ambience created by the synchronization of 

sound and picture will allow users to regain their 

memories, which is very helpful for memory reg-

ulation of Alzheimer's patients and even healthy 

elderly people, and has research significance in 

terms of medical treatment practicality. 

1.2 Method 

In this study, a smart photo album program with 

audio interaction was developed to improve 

memory and the ability to feel well-being in pa-

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using the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 “observation”, “inter-

view”, and “AEIOU observation method”. 

Throughout the design, patients' needs and ide-

as about photos were first explored through ob-

servations and interviews (discovery step). Next, 

the key elements of the design were analyzed 

and defined (definition step). Finally, the content 

of the photo album is interwoven with audio 

interactions and new technologies are integrated 

(development step). Push to market with contin-

uous optimization through effective promotion 

and user trial feedback. (Deliver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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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eriment

2.1 The discover step 

Observational interviews were first conducted to 

understand the patients' needs and thoughts 

about photographs as well as sounds (music). In 

this study, 6 patients over 65 years of age with-

out communication disorders were interviewed. 

The participants were 3 men and 3 women with 

a mean age of 74.3 years. 

First, participants were asked to provide five of 

their favorite photos and, looking at the photos, 

to synchronously associate five related songs 

(sounds) and describe their memories, thoughts, 

and feelings about the content of each photo 

and the corresponding song (sound). Then, the 

subjects' emotions and expressions were ob-

served at the same time. The interview time was 

about one hour, and the contents we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activity (A), environment (E), 

interaction (I), object (O), and user (U) . 

Table 1. Profiles of participants 

2.2 The define step 

Critical factors for the design were analyzed and 

identified.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and 

summarized into standard data that conformed 

to the coding, forming affinity factors. Through 

coding, complex theories can be grouped and 

categorized. A mental model is a tool that uses 

an organized framework to create intangible 

patterns of thought and presents these patterns 

using visual lists or tables. Thus, affinities can 

effectively compile complex data and systemati-

cally present current important cues and areas of 

interest involving the sound and photographic 

memory of older adults. 

2.3 The develop step 

Convert the described parameters into design 

criteri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covery 

step and the definition step. 

Create a graphic id database and produce a 

graphic analysis conversion driver. 

Sound id and produce a sound analysis playback 

driver. 

Design nostalgia mode, therapy mode, enter-

tainment mode, and emotion mode based on 

functional partitioning. 

Develop an intelligent photo album program 

that incorporates sound interaction features. 

2.4 Data Analysis and Concept Design 

We recorded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six 

patients during the interview through the “AEIOU 

method”. 

Using affinity diagrams to code the qualitative 

data, we established three affinity factors associ-

ated with the psychological ideals of older 

adults: memories (K1), sharing (K2), emotion 

(K3)and Lack(K4). Then, a visualization method  

No Title Sex Age occupation 
Living 

conditions 
Characteristics 

A Mr. Li M 83 
University 

Faculty 

Living with 

family 

Often forget to 

take medication, 

B Mr. Chen M 77 Chef Living alone 

Do not like to 

socialize, do not 

like to move, 

talk less 

C Mr. Wu M 68 
Construction 

workers 

Nursing 

Home 

Often take too 

much medicine  

D Ms. Ma W 65 Housewife 
Living with 

family 

Frequent swell-

ing of the 

extremities  

E Ms. Zhou W 72 Bank employees 
Living with 

husband 

Mobility prob-

lems and 

grumpiness 

F Ms. Zhao W 81 Accounting 
Living with 

family 

Eager to learn 

new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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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Affinity diagramming of the elderly’ memories 

was used to compile the patients' mental models 

into lists and tables [4].  

The concept design includes four modes 

a) Nostalgia Mode

 Import all audio and image data associated with 

new users into the library through the cloud 

storage function. This includes old houses in 

your hometown, grandchildren's birthday photos, 

your own wedding photos, travel photos from 

far away; songs from the era, album songs of 

your favorite singers, pure music in nostalgic 

style, sounds of burning firewood, children's 

songs and even the first time your child calls you 

"dad" or "mom".  recording. After AI intelligent 

analysis, the music that matches the photo scene 

is automatically played. 

b) Therapy mode

The system comes with functional audio and 

photos. Such as Mozart's Concerto for Two Pi-

anos in D Major which improves intelligence and 

memory, lullabies, pastoral songs, and Spring 

River Flowers and Moonlight that have the effect 

of regulating heart rhythm and breathing and 

calming and lowering blood pressure. There is 

also functional audio such as cat purrs with fre-

quencies between 20 and 140 Hz for osteoporo-

sis and cardiovascular problems. The photos are 

analyzed intelligently to select the healing colors 

that match the music, and the therapeutic effect 

is achieved through synchronization of audio 

and visual. 

c) Entertainment mode

Puzzle mini-game - the way home, through the 

Pre-image acquisition, the patient's home near 2 

km away from the street scene compiled into a 

3D navigation map, in the form of a game for 

the elderly to choose between large and small 

intersection turns, and finally return home. Dur-

ing the process, a relaxing and iconic tone is 

added to help the elderly enhance their memory 

[5]. 

d) Emotional Mode

This feature was developed for patients to inter-

act with family members. The patient's loved 

ones periodically write a letter to the elderly per-

son with relevant pictures, which are read aloud 

with the program's recording function. The pro-

gram automatically generates an audio piece 

that matches the emotion, aided by a combina-

tion of background music and photos, to awak-

en the patient's deep memories and trigger 

deep inner emotions [6]. 

In addition, patients can als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y members on a daily basis and com-

municate their feelings through the message 

function. 

About this program, mobile device APP devel-

opment: Cloud storage, develop high-capacity 

cloud drives to save photos, sounds, messages 

and keep them in sync with mobile devices and 

smartphones. Easy to use, the whole family can 

manage cloud albums, set up and upload i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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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and audio materials through the mobile app. 

Game development, design a variety of educa-

tional mini-games for patients' behavioral char-

acteristics [7]. AI intelligent audio interaction, 

realize the automatic generation of audio works 

and interactive message listening function. Real-

ize software online upgrade function.  

Figure 2 Study Results (Design Methodology) 

3.Conclusion  

In this paper, we use a variety of research meth-

ods to design a smart album with sound interac-

tion. We hope that Alzheimer's patients can feel 

the warmth, happiness, love, and other emotion-

al information brought to them by precious 

memories in the interaction using this smart al-

bum, and subconsciously regain their memories 

to better regulate their disease [9]. However, in 

order to make the smart album more user-

friendly, we need to study more deeply the 

emotional responses that affect the users' use in 

face-to-face interactions and stimulated by inter-

action methods such as sound. In order to im-

prove the connectivity interactions, especially 

between users, we identified the main problem 

with the current version, which is that the func-

tionality is still single [8]. We plan to develop a 

more integrated multimedia smart album, draw- 

 

ing inspiration from multi-sensory design to de-

velop scent emitting systems, smart gloves, 

smart glasses, etc. through the integration of 

sight, sound, smell, and touch [10]. In addition, 

we are also discussing the social and commercial 

attributes of the smart al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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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선 경로 시각화는 사람의 눈이 시각적 자극을 

관찰하는 시각적 탐색 과정을 보여준다. 시선 추적 

분야에서는 관찰자 사이의 시선 경로의 비교를 통해 

시각적 탐색 과정의 유사성을 분석한다. 시각적 탐색 

과정이 보여주는 눈 움직임은 의미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의미적 그리고 시각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LCS, ED,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DTW, 

Fréchet distance 와 같은 유사도 지표를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시선 경로의 의미적 그리고 시각적 

차이에 따른 시선 경로 유사도 지표들을 비교한다. 

논문에서는 LCS 와 ED 를 의미적 유사도,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DTW, Fréchet distance 를 

시각적 유사도로 분류한다. 우리는 관찰자 사이의 시선 

행동 분석에서 의미적 그리고 시각적 유사도 지표의 

편향된 사용이 시각적 탐색의 해석 오류를 야기함을 

분석한다. 우리는 분석에서 시각적으로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른 시각적 탐색의 해석 그리고 의미적으로 

유사하지만 시각적으로 다른 형태를 보이는 시선 경로를 

다룬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 향후 시선 분석 분야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시선 추적, 시선 경로 시각화, 시각적 탐색, 시선 행동 

분석, 유사도 비교 지표 

1. 서 론 

시선 추적 분야에서는 눈 움직임 데이터를 시선 

경로(scanpath)로 시각화 함으로써 눈이 시각적 자극을 

관찰하기 위한 시선 행동인 시각적 탐색(visual search) 

과정을 분석한다. 시선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눈 

움직임 데이터를 눈 움직임 이벤트로 식별한다. 식별된 

눈 움직임 데이터는 원본 눈 움직임 데이터보다 

간단하다. 또한, 눈이 시각적 자극을 응시한 fixation 과 

fixation 사이를 점프하 듯 움직이는 saccade 를 

구분함으로써 시각적 탐색의 해석과 비교가 가능하다.  

눈 움직임 이벤트의 식별 정확도 평가에서는 F1, 

precision, recall 과 같은 정량적 지표들이 사용된다. 

기존 연구의 I-VT (Velocity-Threshold Identification) 

[1], 1D CNN with BLSTM [2], gazeNet [3], U’n’Eye 

[4]와 같은 기술들은 모두 이 지표들에 대해 높은 식별 

정확도를 보인다. 하지만,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들을 이용하여 생성한 시선 경로는 원본 데이터와 

유사한지 비교하는 평가는 수행되지 않는다.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원본 

데이터 포인트들을 fixation 으로 대표하여 시선 경로를 

그린다. Fixation 의 좌표는 여러 개점들의 centroid 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렇게 식별된 fixation 의 좌표는 여러 

데이터 포인트 들의 평균 값 또는 중앙 값이기 때문에 

원본 눈 움직임 데이터와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시각적 탐색의 해석에 오류를 야기한다. 그림 1 은 눈 

움직임 이벤트의 식별 위치에 따라 생기는 시각적 

탐색의 해석 차이를 보여준다. 두 시선 경로 𝑆 과 𝑆 는 

동일한 모양이지만 fixation 의 위치가 미세하게 다르다. 

하지만, 𝑆 과 𝑆 의 시각적 탐색의 해석 𝑉 과 𝑉 는 

그림 1 시선 고정(fixation)에 따른 시선 경로 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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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 와 BAC 로 서로 다르다. 그림 1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시선 경로는 fixation 의 미세한 위치 차이로도 

해석의 결과가 달라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눈 움직임 

이벤트의 식별 결과 생성된 시선 경로는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시선 경로가 보여주는 시각적 탐색은 사람이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자극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관찰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또한, 시선 경로의 

시각적인 형태도 관찰자가 시각적 자극을 탐색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시각적 탐색의 해석을 

이용한 시선 행동의 비교와 분석에서 시선 경로의 

의미적 그리고 시각적 형태는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시선 경로의 의미적 그리고 시각적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하게 유사도 지표를 

편향적으로 사용한 시각적 탐색의 비교와 분석은 해석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들을 

이용해 생성한 시선 경로와 원본 데이터의 경로를 

비교한다. 원본과 생성된 경로의 유사도 비교에는 LCS 

(Longest Common Subsequence), ED (Edit Distance),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DTW, Fréchet 

distance 을 사용한다[5, 6]. 우리는 시선 경로 유사도 

평가 지표를 의미적 유사성 그리고 시각적 유사성으로 

분류하여 비교한다. 또한, 눈 움직임 이벤트와 유사도 

비교 지표들의 한계점을 논의함으로써 시선 분석 

분야에서의 향후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데이터셋 

이 논문에서 우리는 시선 경로에 따른 유사도 지표들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Ehinger [7]데이터셋을 사용한다. 

또한, 시선 경로를 문자열 시퀀스로 변환하기 위해 

Ehinger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의 물체들을 

수작업으로 구분한 segmented object 데이터를 

생성했다. 이 장에서는 Ehinger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눈 움직임 데이터와 우리가 생성한 segmented object 

데이터를 설명한다. 

2.1 눈 움직임 데이터  

우리가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눈 움직임 데이터는 

Ehinger et al. [7]이 수집한 이미지에 따른 눈 움직임 

데이터이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사람을 

찾는 과제를 수행했다. 총 참가자는 13 명이고 각 

참가자는 912 개의 외부 경관 이미지를 관찰했다. 

이미지들은 모두 800x600px 사이즈이다. 또한, Ehinger 

데이터셋은 240 Hz 로 눈 움직임을 샘플링하는 ISCAN 

RK-464 시선 추적기를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 

논문에서는 Ehinger 데이터셋 총 912 개 레코드 중 

260 개를 사용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260 개의 레코드는 

13 명의 참가자들이 20 개의 이미지를 관찰한 

데이터이다. 

2.2 Segmented object 데이터 

이 연구에서 우리는 원본 눈 움직임 데이터와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들을 이용해 생성한 시선 경로를 

비교하기 위해 segmented object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생성한다. 우리가 생성한 segmented object 데이터는 

그림 2 에서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지에서 물체를 

구분하여 각 물체마다 알파벳으로 식별 label 을 

입력한다. Segmented object 데이터는 Ehinger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또한, 우리가 생성한 segmented object 데이터는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행렬로 저장된다. 

 

3. 시선 경로 유사도 비교 지표 

시각적 탐색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주어진 

과제에 따라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 시선 추적 분야의 

전문가들은 관찰자의 인지에 따른 시선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시각적 탐색 과정을 비교한다. 시선 분석에서 LCS 

(Longest Common Subsequence), ED (Edit Distance),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DTW (Dynamic Time 

Warping),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Fréchet 

distance 는 정량적인 시선 경로의 유사도 평가 지표로써 

활용된다[5, 6]. 

시선 경로는 선으로 그려지며 의미적 시퀀스와 시각적인 

형태를 가진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의미적 유사성을 

LCS 와 ED 그리고 시각적 형태 유사도,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DTW, Fréchet distance 가 

사용된다. 

그림 2 원본 이미지로부터 생성한 segmented object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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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각적 탐색의 의미적 유사성 

시선 경로의 의미적 유사성은 관찰자의 시각적 탐색 

과정을 비교한다. 따라서, 시각적 탐색의 의미적 

유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LCS 와 ED 를 사용한다. 

하지만, LCS 와 ED 는 문자열의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시선 경로의 문자열 변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관찰자가 응시한 이미지의 물체를 

구분하여 알파벳으로 인코딩한다. 이미지에서 물체를 

응시한 눈 움직임 좌표는 인코딩된 알파벳으로 변환되어 

문자열로 변환된다. 

LCS 는 문자열에서 공통적인 가장 긴 시퀀스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유사도는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L 𝑆 , 𝑆 =
𝐿𝑒𝑛𝑔𝑡ℎ(𝐿𝐶𝑆(𝑆 , 𝑆 ))

𝐿𝑒𝑛𝑔𝑡ℎ(𝑆 )
 

L(𝑆 , 𝑆 )는 LCS 를 이용한 유사도 점수이다. 𝑠 는 

ground truth 시선 경로, 𝑠 은 비교 대상 시선 

경로이다. Length() 는 문자열의 길이이다. 또한, 

LCS(A, B)는 A 와 B 두 문자열의 공통적인 가장 긴 

시퀀스이다. 두 시선 경로가 긴 공통 시퀀스를 가질수록 

유사하므로 LCS 를 이용한 유사도 점수는 높을수록 더 

유사하다.  

ED 는 두 문자열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편집의 

수이다. 유사도는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E 𝑆 , 𝑆 =
𝐸𝐷(𝑆 , 𝑆 )
𝐿𝑒𝑛𝑔𝑡ℎ(𝑆 )

 

E(𝑆 , 𝑆 ) 은 ED 를 이용한 유사도 점수이다. 

ED(A, B)는 두 문자열 A 와 B 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추가, 삭제, 수정의 수이다. ED 는 두 문자열이 

유사할수록 요구되는 편집의 수가 적다. 따라서 두 시선 

경로의 E(𝑆 , 𝑆 )는 낮을수록 더 유사하다. 

3.2 시선 경로의 시각적 유사성 

시선 경로의 시각적 유사성은 시각적 탐색 과정에서의 

움직임 형태, 경로의 위치, 곡선의 모양을 비교한다. 

사용되는 유사도 비교 지표는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DTW, Fréchet distance 이다.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는 두 경로의 교집합을 

찾는다. 유사도 J(𝑆 , 𝑆 ) 는 다음 수식과 같이 

계산된다. 

J 𝑆 , 𝑆 =
𝐶𝑜𝑢𝑛𝑡(𝑆 ∩ 𝑆 )
𝐶𝑜𝑢𝑛𝑡(𝑆 ∪ 𝑆 )

 

Count() 는 데이터 포인트 수이다. J 𝑆 , 𝑆 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의 수가 많을수록 

유사함을 의미하므로 값이 높을수록 유사하다.  

DTW 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시간적 순서가 있는 두 

경로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DTW 는 두 시계열 

간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 경로간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하기 위한 누적합 과정, 가장 가까운 거리간 매칭 

과정으로 계산된다. DTW 는 두 경로가 유사할수록 낮은 

값을 가진다. 

Fréchet distance 는 곡선의 유사도를 계산한다. 사람의 

눈은 시각적 자극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곡선이 

사용되기 때문에 Fréchet distance 가 사용된다. 유사도 

F 𝐶 ,𝐶 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된다. 

F 𝐶 ,𝐶 = inf
,

max
∈[ , ]

𝑑(𝐶 𝛼(𝑡) ,𝐶 (𝛽(𝑡)))  

𝐶 와 𝐶 는 각각 시선 경로 𝑆 와 𝑆 에 포함된 

곡선이다. 또한, d()는 거리 함수, t는 시간, 𝐶 𝛼(𝑡) 는 

시간 t 에서의 시선 경로 𝑆 의 곡선 데이터 포인트 위치, 

𝐶 (𝛽(𝑡))는 시간 t 에서의 시선 경로 𝑆 의 곡선 

데이터 포인트 위치이다. 

 

4. 시선 경로 유사도 비교 

이 장에서는 I-VT, 1D CNN with BLSTM, gazeNet, 

U’n’Eye 를 이용한 눈 움직임 식별에 따른 시선 경로를 

비교한다. 또한, 시선 경로 유사도 지표들을 이용하여 

생성된 시선 경로들과 원본 데이터의 경로를 비교한다.  

그림 3 은 눈 움직임 이벤트를 식별하여 생성한 시선 

경로들을 보여준다. 그림 3 (a)는 이 케이스에서 사용한 

segmented object data 의 레이블 구분을 보여준다. 

(b)는 원본 눈 움직임 데이터의 경로를 선으로 연결된 

점으로 보여준다. 흰 점은 Ehinger 데이터셋에 

fixation 으로 기록된 데이터이고 검은 점은 saccade 로 

기록된 데이터이다. (c), (d), (e), (f)는 순서대로 I-VT, 

1D CNN with BLSTM, gazeNet, U’n’Eye 를 이용하여 

생성한 시선 경로들을 보여준다. 

이 케이스에서 (c)의 I-VT 가 (b)의 원본 눈 움직임 

데이터 경로와 가장 유사한 시선 경로를 보여준다. 원본 

눈 움직임 데이터에는 (b-1)과 같은 움직임이 있다. I-

VT 또한 (c-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원본 눈 움직임 

데이터의 움직임을 잘 따르는 시선 경로를 생성했다. 

하지만, (d), (e), (f)에서는 (b-1)의 움직임이 손실된 

시선 경로를 생성한다. ID CNN with BLSTM 은 

Ehinger 데이터셋의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사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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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찾았지만 (d-1)과 같이 (b-1)의 움직임이 없다.  

또한, (e-1)의 gazeNet 은 눈 움직임이 손실되어 시선 

경로가 “사람”을 찾는 과정이 모두 사라졌다. 

U’n’Eye 에서는 목표인 “사람”에서 눈 움직임이 멈추는 

시선 경로를 보여주지만 (f-1)과 같이 (b-1)의 눈 

움직임이 사라졌다. 또한, 1D CNN with BLSTM, 

gazeNet, U’n’Eye 는 학습 기반 모델을 이용해 눈 움직임 

이벤트를 식별하는 최신 기술이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I-VT 보다 원본 데이터와 다른 시선 경로를 그린다. 

우리는 그림 3 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다른 

데이터에서도 발생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Ehinger 

데이터셋에 기록된 260 개의 레코드를 I-VT, 1D CNN 

with BLSTM, gazeNet, U’n’Eye 로 눈 움직임을 식별한 

시선 경로를 생성한다. 또한, 생성한 시선 경로와 눈 

움직임 데이터 원본을 비교하여 시선 경로의 유사도를 

표 1 과 같이 계산한다. 표 1 은 LCS 점수, ED 점수,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Fréchet distance 의 

평균(mean)과 표준편차(SD)를 보여준다. 또한, 1D 는 

1D CNN with BLSTM 모델의 약자이다. 표 1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눈 움직임 식별 기술들이 생성한 

260 개의 시선 경로들은 원본 데이터와의 유사도가 

전체적으로 낮다. 또한, DTW 와 Fréchet distance 는 

표준편차가 LCS 점수, ED 점수,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에 비해 크므로 유사도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림 3 과 표 1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기존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들은 원본 데이터의 원형을 무시한 

시선 경로를 생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기존의 눈 

움직임 식별 기술들이 생성하는 시선 경로를 분석에서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기존 시선 추적 분야에서는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은 F1, precision, recall 과 같은 평가 지표에 

의존하여 성능을 측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연구 

방향으로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이 원본 데이터의 

원형을 유지하는지 또한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들이 

연구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LCS ED Jaccard DTW Fréchet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I-VT 0.3366 0.1844 0.6851 0.1860 0.5120 0.1529 2047.3 920.0 137.60 48.270 

1D 0.2778 0.1733 0.7232 0.1699 0.4697 0.1698 2372.2 1763.3 142.39 54.810 

gazeNet 0.4289 0.2136 0.7615 0.3530 0.4728 0.2247 5099.9 7455.6 122.95 57.535 

U’n’Eye 0.3357 0.1681 0.6795 0.1467 0.4967 0.1671 2167.4 1185.4 139.41 51.741 

그림 3 눈 움직임 식별 기술들을 이용해 생성한 시선 경로와 원본 눈 움직임 데이터의 비교 

표 1 눈 움직임 식별 기술들을 이용해 생성한 시선 경로와 원본 눈 움직임 데이터의 유사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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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계점 의논

우리는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들이 생성한 시선 

경로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들을 4 장에서 비교 분석했다. 

이 장에서는 LCS, ED,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DTW, Fréchet distance 이 향후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을 위한 평가 지표로써 활용되기 위해 해결해야할

한계점을 논의한다.

기존의 시선 경로 유사도 비교 지표들은 의미적 그리고 

시각적 유사성의 해석 오류를 가진다. 그림 4 는 기존 

유사도 지표에서 발생 가능한 해석 오류의 한계점을 

설명한다. 그림 4 는 세 개의 시선 경로 𝑆 , 𝑆 ,  𝑆 을 

보여준다. 𝑆 , 𝑆 ,  𝑆 은 검정, 빨강, 초록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세 시선 경로는 ‘A’에서 ‘T’로 인코딩된 

영역을 지나며 시각적 탐색을 해석하기 위해 시선 

경로가 지나는 영역의 문자열을 대치하여 문자열 

시퀀스로 생성한다. 𝑆 , 𝑆 , 𝑆 의 시각적 탐색의 해석 𝑉 , 

𝑉 , 𝑉 는 각각 A-M-J-V, B-O-L-W, A-M-J-V 이다.  

𝑆 는 𝑆 을 평행 이동하여 만든 시선 경로이다. 또한, 

𝑆 는 𝑆 과 같은 시각적 탐색 해석을 가지는 시선 

경로이다. 시선 경로의 비교에서 사용된 유사도 지표는 

LCS, ED,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Fréchet 

distanced 이며 순서대로 L(𝑆 , 𝑆 ), E(𝑆 , 𝑆 ), J(𝑆 , 𝑆 ), 

D(𝑆 , 𝑆 ), F(𝑆 , 𝑆 )로 표기한다. 𝑆 와 𝑆 는 비교할 두 

경로를 의미한다.  LCS 는 경로의 길이 그리고 ED 는 

최대 edit 수로 나눔으로써 0~1 의 값을 가지도록 

계산한다. 두 경로는 LCS 와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가 높은 값을 가질수록 ED, DTW, Fréchet 

distance 이 낮은 값을 가질수록 더 유사하다.  

이 예시에서 𝑆 과 𝑆 는 동일한 시각적 형태를 가지지만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𝑉 과 𝑉 가 전혀 다른 시각적

탐색의 해석을 보인다. 따라서, L(𝑆 , 𝑆 )과 E(𝑆 , 𝑆 )의

유사도에 의하면 유사하지 않다. 반면, 𝑆 과 𝑆 는 시각적

탐색의 해석이 의미적으로 같지만 다른 시각적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L(𝑆 , 𝑆 )과 E(𝑆 , 𝑆 )은 동일한 시선

경로의 유사도를 보이지만 J(𝑆 , 𝑆 ), D(𝑆 , 𝑆 ), F(𝑆 ,

𝑆 )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𝑆 과 𝑆 는 시각적 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𝑆 과 𝑆 에 비해 더 낮은 유사도를 보인다.

눈 움직임 이벤트의 식별 기술에서 기존 시선 경로 

유사도 지표를 사용하기에 의미적 그리고 시각적 편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들의 원본 

데이터의 원형에 따라 의미적 그리고 시각적 형태가 

유사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림 4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한계점을 해결한 새로운 평가 지표들이 필요하다. 

6.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는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들이 가진 한계를 시선 경로 유사도

비교 지표들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은 I-VT, ID CNN with

BLSTM, gazeNet, U’n’Eye 이다. 또한, 식별된 눈

움직임 이벤트로 생성한 시선 경로와 원본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 유사도 평가 지표는 LCS 점수,

ED 점수, Jaccard similarity coefficient, DTW, Fréchet

distance 이다. 우리는 이 지표들을 의미적 유사도와

시각적 유사도로 구분하여 시선 경로를 비교함으로써

기존 눈 움직임 이벤트 식별 기술들이 생성하는 시선

경로는 원본 데이터와 왜곡이 있음을 발견했다. 하지만,

5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용하는 시선 경로 유사도

평가 지표들에 따라 의미적 해석과 시각적 형태 비교

분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눈

움직임 식별 기술은 식별된 이벤트로 생성된 시선

경로와 원본 데이터와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는 유사도 평가 지표

외에도 의미적 그리고 시각적 유사성을 모두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유사도 비교 평가 방법이 향후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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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존 유사도 평가 지표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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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보행은 인간의 물리적 이동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며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트레드밀은 
공기오염과 전염병,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외운동을 대신하여 실내에서 
보행기반의 운동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구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반복되는 동작의 지루함에 
의해 운동의 지속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형 트레드밀에 별도로 센서를 
부착하기 위한 개조가 필요 없는 어댑터 형태의 센서를 
이용하여 전동기의 소비전류를 측정하여 보행을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컨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실제 보행데이터의 측정과 분석을 통해 제안된 개념이 
실시간 상호작용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주제어 

보행, 물리적 상호작용, 이동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1. 서 론 

보행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이며 공간 이동 및 인지의 
기반으로[1][2] 물리적인 이동과 관련된 가장 직관적인 
행위로 컴퓨터 상의 가상환경에서 사용자가 몰입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보행을 통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모달리티(modality)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래픽 
UI (Graphic User Interface), 텍스트 (Text), 음성 
인터페이스 (Voice Interface) 등 다양한 모달리티가 
개발되어 왔다[3]. 그 가운데 사용자의 보행에 초점을 
둔 모달리티가 이동 인터페이스 (Locomotion 
Interface) 이다[4]. 

이동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보행 정보를 입력 받고 
처리하여, 그에 상응하는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상호작용 인터페이스(interactive 
interface)로 가상환경을 활용하여 실내와 같은 제한된 

장소에서 행한 보행활동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보행진단, 재활치료, 운동분석, 게임,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5][6].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행정보의 취득과 취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보행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야 인지부조화에 의한 사용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동 인터페이스의 종류는 페달 
디바이스, 발 플랫폼, 트레드밀, 슬라이딩 머신 등으로 
구분된다[7]. 페달 디바이스는 자전거 형태와 스텝퍼 
형태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로봇을 양 발에 위치시키는 
발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지면을 모사하여 실제에 
근접한 보행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활동 범위에 
제한이 많으며 트레드밀과 슬라이딩 머신은 벨트를 
활용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장치 가운데 트레드밀은 제한된 
공간에서 걷기와 뛰기 등의 이동을 실제 보행과 가장 
근접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며 실제 보행과 유사한 
운동부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기구 
가운데 하나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나 
혼합현실(Mixed Reality) 환경에서 실제와 같은 보행 
경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이동 인터페이스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트레드밀은 컨텐츠에서 도출된 보행을 위한 속도와 
방향을 유도하는 출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보행 정보는 
별도의 센서를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트레드밀 위에서의 보행으로 사용자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수, 보폭, 보행유형 
(걷기, 뛰기 등)과 같은 사용자의 보행상태의 취득이 
필요하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 카메라, 적외선 센서, 
압력 패널 등이 사용되어 왔다[8]. 그러나 이러한 
센서들은 설치와 운용의 복잡성, 트레드밀과 상이한 
센서 자체의 내구성과 별도의 전용기구가 필요하여 
다양한 시간대에서 사용자의 상황과 컨텐츠를 
연계하는 범용 인터페이스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기존에 사용중인 트레드밀의 구조적 변경이 없이 
간단한 센서를 이용하여 트레드밀 자체에서 보행 
정보를 취득하는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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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분석을 통해 해당 
인터페이스의 실현 가능함을 보였다. 

 

2. 본문 

2.1 시스템의 구성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토타입의 구성을 
보여준다. 먼저 트레드밀의 순시소비전류를 측정하는 
센서가 전원을 공급하는 플러그에 어댑터 형태로 
설치되어 보행 동작에 의해 트레드밀의 전동기의 
부하로 공급되는 소비전류를 측정하고 수집 
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수집 프로그램은 취득되는 
소비전류 정보를 시각화하여 걷기와 뛰기, 양 발의 
균형차이로 분석되는 절뚝거림과 타격 입력 등의 
보행패턴의 실시간 분석을 수행하며 보행이 완료된 
이후에 저장된 정보는 서버 프로그램으로 전송되어 
전체 보행 시간내에 수행된 보행 전체에 대한 통계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림 2 는 수집 프로그램에서 시속 
5km/h 에서 전원인가 – 뛰기 – 걷기 – 전원차단의 
순서로 연속 보행 패턴을 시각화한 결과를 보인다.  

 

AC/DC 
트레드밀

Desktop program
 

Server program

Adapter 
(센서)

FILE

AC 전류

Serial 
Over
USB

 그림 1 시스템 프로토타입의 구성도 

 

Stop

Idle (5Km/h)

Running 
(5Km/h)

Walking 
(5Km/h)

Slow down 
(5Km/h  stop)

Stop

그림 2 실시간 보행 변화에 따른 트레드밀 
실시간 소비전류 패턴 

 

2.2 실시간 보행데이터 분석  

수집된 곡선의 분석 순서로 첫 단계에서 수집된 
순시값의 포락선(Envelope)을 추출하고 추출된 
포락선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하여 왼발과 
오른발에 의해 만들어진 개별 step 의 곡선을 분리한다. 
그림 3 은 시속 6km/h 에서의 각각 걷기, 뛰기, 
절뚝거림에 대한 포락선을 보여준다. 그래프의 x 축은 
시간이며 y 축은 센서에 의해 계측된 소비전류의 
크기로 붉은색 수직 화살표는 매 step 에서의 가장 큰 
값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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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걷기 패턴의 포락선 (시속 6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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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뛰기 패턴의 포락선 (시속 6km/h)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61 64 67 70 73 76 79 82 85 88 91 94 97 10
0

10
3

10
6

10
9

11
2

11
5

11
8

12
1

12
4

12
7

13
0

13
3

13
6

13
9

14
2

14
5

14
8

15
1

5 km/H limping

20 12 21 13 20

11 5 10 7

12

187

136

185

128

181

130

(c) 절뚝거리기 패턴의 포락선 (시속 5km/h) 

그림 3 보행패턴별 소비전류의 포락선 시각화 (x 축: 시간, 
y 축: 소비전류의 크기) 

 

그림 3 의 (a)와 (b)의 경우 붉은색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의 숫자는 AC 전원의 주파수인 60Hz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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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1/60 초 단위의 개수를 의미한다. 즉, 좌에서 
첫번째 수인 5 의 경우는 5×(1/60)sec = 0.083 초, 
14 의 경우는 14×(1/60) = 0.233 초이다. 걷기의 경우 
좌우가 비대칭이며 뛰기의 경우는 좌우가 대칭으로 
동일 속도에서의 걷기와 뛰기가 간단한 기준으로 
식별될 수 있다. 절뚝거림의 경우 교대로 반복되는 
왼발과 오른발의 강도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9].  

그림 3(a)의 경우 왼발과 오른발이 거의 시간차이 없이 
동일한 분당 보행수(Cadence)로 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쪽 발을 걷는 주기는 9×(1/60)sec = 
0.317 초로 분당 cadence 로 환산할 경우 왼발과 
오른발은 각각 분당 94 보((60sec/0.317sec)/2) 정도로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속도에서 cadence 가 
높아질 경우 보폭이 짧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낮아질 
경우는 보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걷기와 
뛰기 외에 걸음과 뛰기의 cadence 를 이용한 또 하나의 
입력 정보를 조합할 수 있음을 뜻한다.  

 

걷기 뛰기
촘촘히 
뛰기

뛰기
한발
타격

 
(a) 걷기 – 뛰기 – 촘촘히 뛰기 – 뛰기 - 한발타격 패턴 

걷기 뛰기
촘촘히 
뛰기 걷다가 절뚝거리기

 
(b) 걷기 – 뛰기 – 촘촘히 뛰기 – 절뚝거리기 패턴 

그림 4 연속 보행패턴 변화에 따른 소비전류 측정값 변화 

 

그림 4(a)와 (b)는 각각 약 42 초동안 연속으로 이어진 
걷기 형태의 변화가 측정된 raw data 의 시각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측정 조건은 시속 4km/h 이며 촘촘히 
뛰기는 일반 뛰기에서 cadence 를 높여 뛴 것으로 

cadence 의 증가와 함께 트레드밀의 패드에 가해지는 
부하의 감소로 전동기 소비 전류인 y 축의 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a)는 
한발의 일시적인 타격을, 그림 4(b)에서는 두 발의 
지속적인 불균형으로의 절뚝거림을 보여준다. 그림 
4(b)의 절뚝거림은 입력의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에서 그림 4(a)의 한발 타격과 같은 짧은 불균형 
상태로 인한 비지속성 입력과 서로 구분되는 입력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2.3 실시간 상호작용의 확장  

일반 보행

 
(a) 일반보행 

보행 교정

 
(b) 슬관절 융합질환자 보행  

병원 치료후 경과관찰

 

(c) 태퇴부 골절자 재활중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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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질환 예측/발견

 

(d) 지속적 불균형 보행  

그림 6 보행결과 통계분석 결과 (heatmap) 

 

보행을 이용한 디지털 컨텐츠는 걷기/뛰기/ 
절뚝거리기(의도적 불균형보행)/한발타격/보행수 변경 

등을 이용한 실시간 상호작용 기반의 물리게임이나 
가상 관광 등의 컨텐츠와 함께 비교적 장시간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보행상태의 특성을 모니터링하여 보행 순응도나 
운동요법의 반응도, 또는 질환진단이나 재활상태의 
관찰 등 의료적 관찰과 중재적 치료(Interventional 
therapy)와 같은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중재적 치료가 실제 임상적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디지털 컨텐츠와의 상호작용을 넘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임상적인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디지털치료제(DTx, 
Digital Therapeutics)라고 한다.  

그림 5 는 보행이 완료된 후 왼발과 오른발의 각 개별 
step 을 분리하여 시간(x 축)과 보행 부하로 변화하는 
순시전류값(y 축)의 확률 분포로 표현한 heatmap 
diagram 이다[9]. X 축은 최대값 1 초를 대한민국의 
계통전력 주파수인 60 등분으로 나누어 표시하며 색이 

Metaverse
Content Manager

Medical care 
program

Physical game
program

Physical training 
program

Virtual tour
program

Realtime interaction Realtime+
Statistical Analysis

AC 
전류

Gait Analyzer

Virtual tour 
guide

Advisor
(Medical Doctor)

Game 
Developer

Gait information 
repository

Personal 
Trainer

 

 

그림 5 트레드밀을 이용한 보행정보와 컨텐츠의 통합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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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부분과 붉은색은 반복도가 높은 영역을 표시한다. 
그림 5(b), (c)는 각각 무릎이 잘 움직이지 않는 슬관절 
융합증과 대퇴골 골절 후 재활중인 사람의 보행을 일반 
비질환자의 보행과 비교하여 보여주며 그림 5(d)는 
왼발과 오른발의 지속적 불균형 보행상태의 시각화된 
분석 결과이다.  그림 5 는 보행의 시각화와 시각화 된 
보행의 각 변곡점 기준의 불안정성과 형태 변화의 
수치화를 통해 이러한 이상보행 및 이상보행을 초래한 
질환의 진단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림 6 은 트레드밀에서 취합되는 보행정보를 중심으로 
앞에서 기술한 보행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성 
정보중심의 게임, 가상 관광 등의 분야와 실시간 분석 
정보와 함께 분석 서버로부터 얻어지는 기계학습 및 
통계적 분석과 이력관리 기반의 정보를 포함하는 
운동관리, 의료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하는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도를 보인다 

3. 결론 

디지털 컨텐츠는 현실과 분리되어 구현되는 단순한 
가상 현실의 표현을 넘어 디지털 컨텐츠와 실제 현실을 
연결하여 상호작용의 영역을 확장한다. 몰입감은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이며 
상호작용에서의 몰입감은 디지털 컨텐츠와 같은 
상호작용의 대상에 사용자의 의도가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반응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별도의 전용 기기가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트레드밀의 플러그에 간단하게 
부착되는 어댑터 형태의 센서로부터 취득한 소비전류 
정보를 이용한 보행 분석 모델을 제안하고 실제 
보행정보를 시각화 분석하여 보행으로부터 실시간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 취득이 가능함을 보였다. 
제안된 방식은 보행 pace 를 만들어 내는 전동기 
자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뢰성 높은 feedback 이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트레드밀의 종류에 
무관하게 특별한 개조 없이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교체와 같은 추가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용 지속성을 개선할 수 있다.  

다양한 사용자들의 일관성 있는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사용자와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식은 
트레드밀에서의 보행을 시각화 하여 보행 중 실시간 
정보 추출에 의해 물리게임, 홈 트레이닝과 같은 디지털 
컨텐츠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또한, 보행 후 
통계/기계학습 분석을 통해 보행 교정, 물리치료와 
정밀의료에서의 질환 예측과 같은 주요 정보를 

계발하고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사용자들로부터 빅 데이터의 데이터 원(Big data 
Source)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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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옷을 착용한 3D 인체 메쉬의 텍스쳐 

맵에 특화된 초해상화 방법을 제안한다. 메쉬의 

segmentation map 과 normal map 정보를 

활용하는 transformer 기반의 네트워크는 3차원 

메쉬의 텍스쳐 맵 중, 옷의 질감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초해상화 할 수 있다. 

저해상도 3 차원 인체 메쉬의 텍스쳐 맵을 

초해상화 하는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텍스쳐 맵을 

초해상화 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이미지나 동영상으로부터 복원된 3 차원 인체 

메쉬의 저해상도 텍스쳐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응용에 사용될 수 있다. 

주제어 

Texture map image super-resolution, clothed 

human texture map, 3D clothed human texture 

map super-resolution 

1. 서 론

초해상화는 저해상도의 영상을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초해상화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3].  

다른 한편, 이미지나 동영상으로부터 옷을 착용한 

인간의 3 차원 형상과 텍스쳐 맵을 복원하는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4-6]. 그러나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복원된 메쉬의 텍스쳐 맵은 입력 

이미지의 해상도나 연산량의 한계와 같은 이유에 

의해 저해상도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텍스쳐 맵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초해상화 기법을 

이용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은데, 

그 이유로는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번째로, 

텍스쳐 맵 속 옷 부분은 디테일 (짜임, 주름, 옷감) 

이 매우 세밀하여서 초해상화 하기 어렵다.

두번째로, 복원 과정에서 생성된 텍스쳐 맵 (그림 1,

오른쪽) 의 경우, 일반적인 이미지 (그림 1, 왼쪽)

그림 1. 일반적인 이미지 (왼쪽) 와 3D 인체 모델의 

텍스쳐 맵 (오른쪽). 

그림 2. 3D 인체 메쉬 (왼쪽), SwinIR [1] 을 이용한 

초해상화 결과 (중앙), 실제 고해상도 텍스쳐 맵 

(오른쪽). 초해상화를 통해 옷의 주름, 박음질 부분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와는 다르게 상하좌우 pixel들 간의 연속성을 의미 

하는 locality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locality가 

보장된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된 일반적인 

초해상화 기법으로 복원이 어렵다. 

예를 들어, 기존의 단일 이미지 초해상화 모델은 

blurry 한 cloth 이미지에 적용시 옷의 짜임이나 

옷감의 특성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들이 잘 

복원되지 않는다 (그림 2, 중앙). 즉, 기존 모델을 

활용하여 그림 2의 왼쪽의 3D 인체 메쉬의 텍스쳐 

맵을 초해상화 한 결과는 그림 2의 중앙과 같은데, 

그림 2 오른쪽의 원본 고해상도 텍스쳐에 나타나는 

옷의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잘 복원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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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옷을 착용한 3D 인체 메쉬 (왼쪽), 

segmentation map (중앙), normal map (오른쪽). 

한편, 3D 메쉬의 텍스쳐 맵을 초해상화 하려는 

몇몇 시도들이 있었으나 [7,8], 옷을 착용한 인체 

메쉬의 텍스쳐 맵에 대한 초해상화 성능은 좋지 

않았다. 본 논문은 옷을 착용한 3D 인체 메쉬 

텍스쳐 맵에 특화된 초해상화 기법을 제안한다. 

3D 인체 메쉬의 옷영역을 나타내는 cloth part 

segmentation map 을 이용해 transformer 의 

attention 계산에 가이드 역할을 하고, 여기에 

normal map 활용하여 옷의 주름 등 세세한 

디테일 생성을 개선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옷을 

착용한 3D 인체의 텍스쳐 맵에 대해서 Baseline 

모델 [1] 보다 제안한 우리 모델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했다. 우리가 아는 한, 본 논문은 

옷을 착용한 3D 인체 메쉬의 텍스쳐 맵 

초해상화에 특화된 최초의 기법이다. 

2. 관련 연구

단일 이미지 초해상화 기법은 다양한 모델 구조를 

활용해 연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vision 

transformer [13] 구조를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자연어 처리분야에서 처음 

소개된 transformer [14] 구조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 적용되어 [13]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후, ViT [13] 를 개선하고 

shifted window 를 적용해 성능을 높인 Swin 

transformer 구조 [15] 가 등장했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미지 초해상화 분야에서도 Swin transformer 

구조를 사용한 SwinIR [1]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본 논문에서도 SwinIR 모델을 

baseline 으로 사용한다. SwinIR 모델 이후에도 

attention 연산을 개선하여 성능을 높이거나 

[16,17], transformer 모델을 경량화 하는 연구 

[18,19] 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3D 물체 텍스쳐 맵의 초해상화를 시도한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7,8], 인체 메쉬 텍스쳐 맵이 

아닌 사물 전반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세부적 

패턴이 많고 형태가 복잡한 인체 메쉬 텍스쳐 맵에 

적용한 결과는 성능이 좋지 않다. 본 논문은 옷을 

착용한 인체 메쉬의 텍스쳐 맵을 높은 정확도로 

초해상화 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한다. 

그림 4. 모델 요약도. (1) 입력: 저해상도 텍스쳐 맵, (2) 

segmentation map, (3) normal map, (4) 출력: 

고해상도 텍스쳐 맵. 

3. 방법

3.1 데이터셋 구성

상업용, 또는 공개된 3D 인체 메쉬에서 텍스 쳐 

맵을 생성하여 옷을 착용한 인체 메쉬의 텍스쳐 맵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TightCap [9] 데이터 셋 

중 static 데이터 213 개, RenderPeople [10] 

25 개, Multi-Garment net [11] 96 개, 

THuman2.0 [12] 526 개의 mesh, 총 860 개 

메쉬의 3D texture map 을 생성하여 사용했다.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799 개를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31 개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여 학습에 사용했다. 

3D 인체 메쉬를 5 개 방향에서 렌더링한 후, 

이미지 기반 cloth part segmentation [20] 하여 

각각의 뷰에서의 이미지를 segmentation 하고, 

이를 uv 맵에 재투영하여 segmentation map 을 

생성한다. 또한, 각각의 메쉬 별 normal map 을 

생성한다. 즉, 각각의 인체 메쉬 (그림 3 왼쪽) 의 

컬러 텍스쳐 맵과 동일한 uv좌표의 segmentation 

map (그림 3 중앙) 과 normal map (그림 3 

오른쪽) 이 사전에 미리 계산되어 매핑된다. 

저해상도 이미지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bicubic 

down-sampling 하고 gaussian blur 를 적용하여 

degradation 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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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해상도 텍스쳐 맵(왼쪽), 저해상도 텍스쳐 

맵(중앙), 저해상도 텍스쳐 맵의 일부분(오른쪽) 

 

그림 6. 실험 결과. (1) 3D 인체 메쉬, (2) ground truth 

고해상도 텍스쳐 맵, (3) SwinIR [1] 결과, (4) lte [21] 

결과, (5) 본 논문 모델의 결과. 모델에 입력된 이미지는 

ground truth 텍스쳐를 1/4배 degradation한 텍스쳐 

맵이다 (그림 5, 왼쪽). 

 

3.2 모델 구조 

제안된 모델은 SwinIR [1] 구조를 기반 네트워크 

(baseline network) 로 사용한다. 이때, SwinIR에 

입력되는 저해상도 텍스쳐 맵에 segmentation 

map의 feature (그림 4 (2)) 를 추가하여 모델이 

cloth part 간의 정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이후, SwinIR 모델의 출력과 normal map feature 

(그림 4 (3)) 를 연결한 후 4개 층의 convolution 

레이어를 통과시켜, 초해상화 결과가 normal 

정보를 이용해 옷의 질감을 더 잘 복원할 수 있게 

한다. 모델 학습을 위해 ground truth 고해상도 

이미지와 초해상화 결과 사이의 L1 loss 를 

사용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모든 실험은 Nvidia 3070 GPU 1 개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표 1. 정량평가 

스케일 지표 SwinIR[1] Lte[21] 본 논문 

X2 PSNR 30.70 29.31 30.78 

SSIM 0.9162 0.8971 0.9174 

X4 PSNR 25.28 24.01 25.43 

SSIM 0.8120 0.7749 0.8156 

 

표 2. 특징 제거 실험 (X2 스케일) 

스케일 X2 

지표 PSNR SSIM 

Baseline[1] 30.70 0.9162 

Baseline  

+segmentation map 

30.72 0.9165 

Baseline 

+ normal map 

30.74 0.9176 

본 논문 30.78 0.9174 

 

표 3. 특징 제거 실험 (X4 스케일) 

스케일 X4 

지표 PSNR SSIM 

Baseline[1] 25.28 0.8120 

Baseline  

+segmentation map 

25.33 0.8149 

Baseline 

+ normal map 

25.38 0.8141 

본 논문 25.43 0.8156 

 

4.2 실험 결과 

그림 6 은 제안한 모델과 단일 이미지 초해상화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제안한 모델의 

결과 (그림 6 (5))가 기존 모델 (그림 6 (3), (4))의 

결과에 비해 옷의 박음질, 질감 같은 세세한 

부분이 잘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량평가는 PSNR과 SSIM metric으로 진행했다. 

저해상도 이미지의 해상도를 2 배 올리는 X2 

scale, 4 배 올리는 X4 scale 에 대해 PSNR, 

SSIM 을 측정한 결과, 기존 모델보다 모든 

스케일에 대해 정량지표가 개선된 것을 표 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와 표 3 을 통해 

segmentation map 과 normal map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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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옷을 착용한 3D 인체 메쉬 텍스쳐 

맵의 초해상화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방법으로는 

locality 가 보장되지 않는 텍스쳐 맵의 특징과, 

세부적인 패턴이 많은 옷 질감의 특성에 의해 

초해상화 결과가 좋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normal map 과 segmentation map 을 

활용한 transformer 기반의 네트워크는 기존 

방법보다 옷을 착용한 인체 메쉬의 텍스쳐 맵을 더 

정확히 초해상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해상도 텍스쳐 맵에 비해 많이 smoothing 된 

결과를 보인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textile prior 를 추가한 attention  연산으로 cloth 

부분의 high frequency detail 부분 복원 성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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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소비자로서 기능한다[1]. 특히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아동기부터는 소비자 역할을 

획득하는 과정인 소비자사회화 초기 경험을 하게 

되므로[2, 3], 아동소비자의 소비습관 형성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때 아동의 소비습관은 개인의 

인지발달과 부모·또래·대중매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리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의 행위 모방이나 

강화의 과정을 통해 성립된다[4].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아동의 소비습관은 이후 수정에 어려움이 

따르며, 성인기로의 높은 이행 경향성이 보고된다[5]. 

사안을 종합하여 볼 때, 현대 아동의 바람직한 소비습관 

형성 문제를 전 생애 발달관점에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80 년대 이전까지 아동은 독자적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성인에 비해 상품 구매량이 적다는 

사유로 시장에서 소외되어왔다[6].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경제적 풍요에 따른 자유재량 소비액 증가와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아동의 지위를 실질적 소비자로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7]. 즉, 오늘날 아동은 

이전보다 풍족한 시대를 향유함에 따라 비자로서 이에 

상응하는 선택과 책임을 요구 받게 되었다[8].  

이처럼 아동소비자의 구매력은 증가하였으나 발달 

특성상 지연만족능력·자기통제력의 상대적 부족과 

경제관념 이해의 미성숙함에 따라[9, 10, 11], 외적 

자극에 의해 촉발된 욕구의 절제에 있어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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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다[12, 13]. 일례로 정보통신기술과 대중매체를 

이용한 아동산업은 과도한 광고를 통해 소비 장벽을 

낮추고 아동의 소비 영역을 확대하는 주축이 되었다[14]. 

하지만 광고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해석 능력의 부족에 

따라, 필요에 의한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된다[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제 현대 

아동의 충동소비·과시소비·모방소비 등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생활필수품보다 즉각적인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아동소비자의 충동적 소비행동 경향성이 

확인되었다[16].  

앞서 제시한 아동기 특성을 고려할 때, 본인의 욕구 

조절에 있어 제한적인 아동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행동으로써 충동소비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동소비행동은 직전까지 구매의도가 없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강한 호의가 발생하는 순간, 깊은 고려 

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구매행동으로 정의된다 [17]. 

이는 인식보다 감정적 측면에서 활발히 발생하고 지속 

및 쾌락의 특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성적 소비행동 

개념과 대비된다[18]. 

충동소비행동은 즉각적인 자기만족감을 얻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도외시하고 구매하는 

성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된다[19]. 

실제 충동소비행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재정적 

어려움[20], 후회 · 죄책감 · 우울의 심리적 고통[20, 21], 

통제력 상실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22]로 이어졌다.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인식 및 반응[22, 

23]과 자녀의 소비가 부모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회화 현상으로의 이행되는[17] 문제가 보고되었다. 

요약해보면 아동소비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충동소비를 행함으로써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궁극에 낭비적 지출을 발생시키고 

불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에의 발단이 되어 개인의 복지와 

사회 전체에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소비자의 충동소비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24]. 

그럼에도 지연만족 능력, 자기통제력, 경제 관념 

이해의 미성숙과 같은 아동의 발달적 맥락을 고려한 

관련 연구 및 디자인 개입방안 도출 사례는 현격히 

부족한 실정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5]. 아동소비자의 

자율재량권 및 의사결정권이 향상됨에 따라[26], 이들의 

비합리적 소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실상을 

완화하고자 개별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27]. 하지만 이는 아동 개인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및 교육자료 배포에 국한된 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조력자가 없을 경우 직접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국내 아동 소비 프로그램 사례 조사에 따르면, 

하나은행 주관 「아이부자」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2018)」이 주로 언급되는 프로그램이다. 돌봄 

기술(parenting tech) 애플리케이션 「아이부자」의 

경우, 기업 산하로 운영됨에 따라 상업성이 두드러짐을 

특징으로 한다. 실례로 가족 간 용이한 입·출금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둠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 용돈 추가 

지급을 요청하고 이후 부모가 자동 기록된 자녀의 소비 

내역을 확인하는 등 일면적 소통에 국한된 구성을 

보인다. 또한, 대상자 범위를 학령 전기 아동부터 

청소년까지로 세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포괄하여 

설정함에 따라 연령별 발달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간편성이 

강조된 구조는 아동의 충동소비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한계로 지적된다. 교육용 

자료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의 경우, 아동 개인의 

소비 행태 수정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연령별 상이한 

교육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소비자의 발달 맥락을 

참작하고자 하였으나, 아동 일개인에 한정된 개입 

방안임에 따라 다차원의 요소를 포함하지 못한다. 또한, 

관련 기관 별도 신청 시에 한정하여 교육기관에 

배포되는 자료로 일반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즉, 소비자로서 아동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화 대리자 및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바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아동소비자의 발달 및 환경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의 

소비생활에 있어 우세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어, 부모-자녀 관계를 기반으로 아동의 

바람직한 소비 행동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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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을 통해 추후 디자인 과정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영국 디자인 카운슬의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double diamond process)를 따라 진행된 

디자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앞선 선행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목표를 아동의 바람직한 소비 행동 

형성으로 정하였다. 이후 발견 단계(discover)에서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2~3학년 아동의 소비 실태와 

자녀의 소비행동으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인터뷰를 통해 소비에 관한 부모-자녀의 

인식, 태도,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요구(needs), 바람(wants), 어려움(pain-points)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1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소비 실태와 자녀의 소비로 

인한 부모의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2~3학년 자녀를 둔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 보고식 

설문지와 부모 보고식 설문지를 별도 구성하여 

배포하였다. 부모 보고식 설문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 자녀의 용돈, 자녀의 소비에 대한 문항 

18개를 포함하였다. 아동 보고식 설문지는 용돈, 소비 

관련 부모-자녀 대화, 충동소비행동에 대한 문항 

20개로 구성되었다.    

2022 년 10 월 13 일부터 15 일까지 총 3 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모-자녀 총 31쌍(모-자녀 26쌍, 

부-자녀 5쌍)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40 대(54.8%)‧30 대(36.7%)‧20 대(3.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성별은 여성 83.9%, 남성 

16.1%로 집계되었다.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56.8%, 

초등학교 3 학년 43.8%로 집계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구성은 여아 53.1% 남아 46.9%로 나타났다. 

2.2 인터뷰를 통한 사용자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시기 아동은 충동적 소비성향을 

보이며, 부모는 이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설문 응답자 중 인터뷰를 희망하는 부모-자녀 대상으로 

약 1 시간 동안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부모 

인터뷰 질문지는 소비행태, 소비에 대한 인식, 관찰한 

자녀의 소비 행태, 자녀 소비에 대한 문제, 자녀 소비 

생활에 바라는 점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아동 인터뷰 질문지는 소유욕, 소비 경험, 

소비에 대한 인식, 소비에 대한 부모의 행동을 

포함하였다. 구체적 인터뷰 참여자는 어머니-2 학년 

여아 1쌍, 어머니-3학년 여아 2쌍, 어머니-3학년 남아 

1 쌍, 총 4 쌍(8 명)이었다. 인터뷰 질문은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부모와 자녀 각각 30분씩 순차 진행하였다. 

이후, 인터뷰에서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테마(theme), 

카테고리(category), 코드(code), 의미단위(meaning 

unit)로 구조화하여 분석하였다. 

3. 주요결과 및 발견점 

부모-자녀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충동소비 요인, 충동소비의 

행태, 충동소비 결과, 부모의 어려움·요구·바람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충동소비 요인으로는 주 양육자의 저축 강요로 

인해 초래된 아동의 지연된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지연된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결여로 인한 아동의 

소비 지연의 필요성 인식 부재, 과도한 대중매체 광고의 

영향과 또래 동조 성향, 자녀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비일관적 태도가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만족지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즉각적인 소비욕구 충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소비, 불필요한 물건의 구매 등 

다양한 충동소비행동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 

인터뷰 내용에서 아동이 충동소비의 쾌락적 특성에 

취약함을 보이는 단서가 포착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5]. 나아가 충동소비 당시 

뿐 아니라, 이후에도 아동은 부모의 반대에 대한 의문,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의 소유욕 충족, 부족한 재정, 

부정적 심리상태, 바람직한 소비에 대한 효능감 부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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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녀의 소비행동에 대해 부모가 기대하는 

바(wants)는 이러한 아동의 충동소비행동 실태와 

대조된다. 부모는 아동에게 저축 및 절약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결과와 이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주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계획적인 소비·주체적인 소비·책임질 

수 있는 소비와 같은 바람직한 소비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부모-자녀 간 소비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으며, 부모-자녀 

모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궁극에 아동의 충동소비행동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악순환의 시발이 될 수 

있음에 경계가 필요하다. 

4. 논의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디자인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친화도법 (affinity diagram)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바람직한 소비행동 실천과 관련한 

디자인 문제(problem statement)와 구체적인 디자인 

목표(vision statement)설정을 위해 정의(define) 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요구·바람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별하고 연구진의 통찰(insight)을 기반으로 

코드를 구조화하여 핵심 문제를 재정의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코드를 유사한 사용자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여 3 명의 연구 기반 퍼소나(research 

based persona)를 구성하였다. [26] 디자인 결과물의 주 

사용자(primary persona)는 즉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아동, 고객(customer persona)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부모로 설정하였으며, 부 사용자(secondary 

persona)는 목적 지향적인 아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소비습관 형성을 위한 부모―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족과 아동기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모의 자녀 대상 소비교육 실태를 아동의 충동소비행동 

핵심 문제로 상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소비를 주제로 하는 

대화의 결여와 대중매체 · 또래로 인해 유발되는 욕구에 

대한  절제의 필요와 관련한 소통 부재 양상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 소비 관련 의사소통의 부족이 

이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바람직한 소비행동 실천을 요구하는 부모와 

불충분한 담화의 기회로 이의 수행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아동 간의 입장 상충 문제가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디자인을 통해 자녀의 소비 과정에 

개입하여 소비 계획과 결과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함이 필요하며, 특히 아동의 

소비에 앞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소비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자녀의 계획적 소비를 지향한다고 응답한 

부모의 견해가 실질적인 양육행동에 미반영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더불어 아동기 충동적 소비 경향성에 대한 

부모의 불충분한 이해에 따른 미흡한 소비지원 실태가 

파악되었다. 이는 다수의 부모가 용돈을 상시 

지급함으로써 아동은 용돈 잔액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 

임박하여 절약 행동을 보이거나, 부모에 용돈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모의 자녀 

대상 바람직한 소비 교육 필요성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달상 부적합한 내용 및 표현을 교육 과정에 

활용함에 따라 아동에 혼란을 가중하는 실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용돈의 상시 지급을 고려한 

계획적 소비를 지원하는 디자인이 요구되며,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내용과 표현으로 디자인 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상의 현상을 근거로, 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지 않은 소비 교육을 시행함에 따라 아동의 

바람직한 소비 습관 구축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 맥락을 

고려하는 동시에 용돈의 상시 지급 사례를 포괄하는 

디자인 요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위의 

디자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평가 단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결과물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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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계 학습 모델은 데이터에 숨겨진 정보들을 

마이닝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계 학습 모델의 

성능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성능을 측정하며 모델을 수정하는 

작업은 비효율적이며, 품질이 낮은 데이터는 

모델의 편향된 학습을 야기한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은 중요하다. 기존에 

데이터 품질 향상 과정을 지원하는 시각적 분석 

시스템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제안된 연구들은 

사용자가 기계 학습을 위한 종합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들을 고려하고, 적합한 데이터 품질 향상 

과정을 판별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기계 

학습 모델에 사용되기 위해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새로운 시각적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주제어 

기계 학습, 데이터 품질, 시각적 분석 시스템 

1. 서 론 

최근 데이터에서 숨겨진 정보들을 마이닝하기 

위해 기계 학습 모델의 사용이 대중화되었다. 기계 

학습 모델의 성능은 알고리즘을 수정하거나 

데이터 품질 향상을 통해 개선된다. 기존에 

연구자들은 기계 학습 모델의 매개 변수나 

아키텍처와 같은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알고리즘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기계 학습 모델의 내부적인 

요소들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기계 학습 모델의 

성능 변화를 추적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다[1]. 

또한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2]. 따라서 80-90%가 기계 

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 사용되어 현재 

data-centric AI 연구들이 주류가 되고 있다.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데이터 기반 

전략과 프로세스 기반 전략으로 분류된다. 데이터 

기반 전략은 데이터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직접 수정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반면 프로세스 기반 전략은 데이터에 

추가적인 품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품질 향상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전략과 프로세스 기반 전략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사용하는 데이터나 기계 학습 

모델과 같은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합한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이 다르다[3]. 따라서 

데이터 품질 향상 경험이나 기계 학습 모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는 데이터 품질 향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기계 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 

향상 과정 중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각적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imputation, 

feature scaling, feature selection 과 visual 

interactive labeling을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에 

포함시켜 기계 학습 모델을 위한 종합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들을 다룬다. 또한 시스템은 

Kolmogorov-Smirnov 검정, data quality 

dimension 과 기계 학습 모델 성능을 품질 평가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데이터 

품질 향상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은 

heatmap, histogram 과 scatter plot 과 같은 

다양한 시각적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추론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2. 관련 연구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 중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각적 분석 시스템은 자동화된 분석과 

상호 작용 가능한 시각화를 제공한다. 우리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시각적 분석 시스템을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57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57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instance level, feature level 과 label level 로 

분류한다. 

Instance level 시스템은 데이터 품질 문제를 

감지하고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Kandel et 

al.은 클러스터링과 통계에 기반한 detector 로 

데이터 품질 문제들을 식별하고 histogram, area 

chart 과 data quality bar 를 이용하여 데이터 

분포와 빈도를 제공하는 Profiler를 제안했다[4]. 

Bors et al.은 사용자가 수행한 데이터 품질 향상 

과정과 데이터 품질 변화를 provenance 그래프로 

시각화 한 DQProv Explorer을 제안했다[5]. 

Feature level 시스템은 feature 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인스턴스 간의 관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Das et al.는 feature 가중치를 

변경하여 모델들을 필터링하고, 모델들을 원형 

글리프로 표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BEAMES를 제안했다[6]. Zhao et al. 은 feature 

중요도와 회귀 모델의 성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고차원 feature 공간에서 대화형으로 feature 

selection and extraction하고 모델을 수정하도록 

돕는 FeatureExplorer을 제안했다[7]. 

Label level 시스템은 데이터의 noisy label 을 

수정하거나 유사한 인스턴스 그룹을 식별하고 

labeling 하는 데 중점을 둔다. Liu et al.은 

learning from crowds 모델을 기반으로 

인스턴스의 레이블을 추론하고, confusion 

행렬이나 scatter plot과 같은 시각화로 인스턴스 

간 유사성을 표현하여 불확실한 레이블들을 

발견하도록 돕는 LabelInspect을 제안했다[8]. 

그러나 제안된 시스템들은 특정 데이터 품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만을 다룬다. 따라서 기계 

학습 모델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들을 사용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또한 제안된 시스템들은 데이터 품질 문제 

식별하고, 수정한 후 품질 향상 결과들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품질 향상 방법을 발견하거나 수행한 품질 

향상 과정이 올바 른지 평가하기 어렵다. 

3. 설계 목표 

앞에서 정의한 관련 연구의 한계점들에 따른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G1. 시스템은 종합적인 level에서 데이터가 기계 

학습 모델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하는 데이터 

품질 향상을 제공한다. 데이터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마다 사용하는 기계 학습 모델과 성능 평가 

metric 들이 다르다. 따라서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 기계 학습 

모델과 성능 평가 metric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G2. 시스템은 최적의 데이터 품질 향상을 

제시한다. 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드는 작업은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들을 

선택하고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은 최적의 데이터 품질 향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은 데이터 품질과 수행한 

품질 향상 프로세스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G3. 일괄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 프로세스 외에도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시스템은 

사용자마다 다른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터 품질을 세부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시각적 분석 시스템 

우리는 react.js 와 d3.js 를 사용하여 프론트를 

개발했으며 python-flask 를 사용하여 서버를 

개발했다.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csv 포맷의 

수치 데이터와 목표, 기계 학습 모델, 성능 평가 

metric 과 예측할 feature 를 입력 받는다. 이때 

시스템은 목표에 따라 다른 기계 학습 모델과 성능 

평가 metric들을 제공한다. 목표가 prediction인 

경우 시스템은 LR, SVM 과 GBR 을 포함한 총 

25 개의 기계 학습 모델들과 MAE, MSE 와 

그림 1 시각적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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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을 포함한 총 6개의 성능 평가 metric들을 

제공한다. 목표가 classification인 경우 시스템은 

RF, DT 와 NB 를 포함한 총 18 개의 기계 학습 

모델들과 accuracy, recall과 precision을 포함한 

총 6개의 성능 평가 metric들을 제공한다. 

시스템은 입력 받은 데이터와 매개변수들을 

서버로 전달한다. 서버는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에 

대한 모든 조합을 계산한다. 시스템은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으로 imputation, feature scaling 과 

feature selection을 사용한다. 우리는 삭제, min, 

max, mean, median, mode 과 LOCF 을 

imputation 방법으로 사용하여 결측 값, 이상 값과 

비 일관 값을 해결한다. 또한 우리는 min-max, 

standardization, robust, maxabs, sqrt, log 과 

box-cox 을 feature scaling 방법으로 사용하여 

feature 간 scale 차이를 해결한다. 또한 우리는 

분산 기반 방법, 통계적 검정 기반 방법과 상관 

관계 기반 방법을 feature selection 방법으로 

사용하여 기계 학습 모델에 도움이 되지 않는 

feature 를 제거한다. 또한 우리는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으로 visual interactive labeling 을 

사용한다. Visual interactive labeling 은 다른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들과 달리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필요하므로 조합을 생성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 서버는 조합마다 품질이 향상된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이때 서버는 Kolmogorov-Smirnov 

검정을 통해 데이터 품질 향상 전과 후 분포를 

비교하여 p-value 가 0.05보다 낮은 데이터 품질 

향상만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이후 서버는 생성된 

데이터셋마다 autoML 라이브러리인 pycaret 를 

이용하여 기계 학습 모델 성능을 계산한다. 계산된 

성능 결과는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분석에 사용된다. 

4.1 데이터 품질 향상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이 사용자에게 최적의 

데이터 품질 향상을 제안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 (a)는 사용자가 입력한 기계 학습 모델과 

성능 평가 metric들을 기반으로 서버에서 계산한 

데이터 품질 향상 조합 중 최적을 제안한다. 이때 

시스템은 combination 과 combinationDetail 에 

아이콘을 이용하여 조합이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들과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간결하게 

보여준다. 또한 시스템은 조합 길이와 조합이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들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림 1 (b)와 (c)는 각각 특정 column 과 row 에 

대해 사용자가 세부적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스템은 사용자가 

column 에 대해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는 경우 

box plot 과 histogram 을 통해 해당 column 의 

통계적 정보들과 분포를 제공한다. 반면 사용자가 

row 에 대해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는 경우 

scatter plot을 통해 해당 row의 위치와 분포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column과 

row 정보들을 확인한 후, 시스템이 제안한 데이터 

품질 향상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하는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4.2 데이터 품질 평가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수행한 데이터 품질 향상 

과정마다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한다. 데이터 품질 

향상 과정은 그림 2 (c)와 같이 tree chart 로 

표시되며, 사용자는 노드를 클릭하여 특정 품질 

향상 단계에서의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다. 

그림 2 (a)는 data quality dimension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제공한다. 

시스템은 data quality dimension 으로 

completeness, accuracy, consistency, 

similarity와 dependency를 다루며 각각 결측 값, 

이상 값, 비 일관 값, feature 간 scale 차이와 기계 

학습 모델에 도움이 되지 않는 feature 와 

관련된다. 시스템은 donut chart를 사용하여 data 

quality dimension 기반 데이터 품질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은 data quality 

dimension 마다 적합한 시각화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추론하도록 돕는다. 시스템은 

그림 2 시각적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품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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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ness 와 consistency 에는 heatmap, 

accuracy 에는 histogram, similarity 에는 box 

plot, dependency에는 bar chart와 correlation 

matrix 를 사용한다. 이때 사용자는 시각화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column 이름, row 인덱스, 

데이터 품질 문제로 간주된 값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b)는 기계 학습 모델 성능을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제공한다. 시스템은 

pycaret 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계 학습 모델과 

성능 평가 metric들에 대해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결과를 계산하고 표로 정리한다. 이후 사용자는 

표에서 원하는 기계 학습 모델들을 선택하고 

rader chart 를 통해 전체적인 성능 구성을 

확인하고 다른 기계 학습 모델들과 비교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우리는 기계 학습을 위한 데이터 품질 

향상 과정 중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각적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최적의 데이터 

품질 향상을 제안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기계 학습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또한 시스템은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 하여 사용자가 

데이터를 추론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향후 작업으로 imputation, feature 

scaling, feature selection 과 visual interactive 

labeling 이외에 데이터 품질 향상 방법들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case study 나 

evaluation 을 진행하여 시스템이 다양한 

데이터셋에 적용 가능하고 사용자에게 데이터 

품질 향상 과정 중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는 점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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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Covid-19 로 인한 팬데믹이 인류 고유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면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등장하였다. 그 중 메타버스는 기술 집약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시각 및 청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도구로서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0 명 이상의 집단 

커뮤니케이션에서 융합 미디어로서 적합한 가상 

현실 메타버스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상 현실 메타버스 컨퍼런스 공간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공간 내에 설치된 부스에서는 부스에 

구현된 프리젠테이션 아이템은 강의실에서 

발표하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구현하였다. 

특히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음성 채팅 역시 

현실의 공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참가자에게는 

들리지 않고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까이 가야만 

들리도록 하였다. 1 회의 연습 시행과 1 회의 본 

실행 후 컨퍼런스 메타버스에서 취재진의 역할을 

담당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사용성을 

평가한 결과 아바타의 외양적 특성보다 메타버스 

내에서의 아바타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치도가 높았으며 메타버스 공간을 현실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융합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메타버스 공간을 디자인하여 실제 구현하였고 

59 명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하여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성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메타버스, 융합 커뮤니케이션 

1. 서 론 

1.1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의 메타버스 

인류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아 사물에 명명을 하기도, 

서로를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때부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였다. 또한 기억을 

저장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로서 

존재하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역시 인류의 

커뮤니케이션 역사와 함께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문자의 발명은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어 내었고, 이후 수천년 간 그 

형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 혁명과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사람들은 전자 메일이나 

PC 통신(개인용 컴퓨터를 다른 컴퓨터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 것)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웹 2.0 시대에 들어서면서 Social 

Network Service(SNS)라는 양방향의 미디어 통신, 

즉 문자 외에 음성, 이미지 및 영상까지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와 같은 풍부한 상황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1].  

Covid-19 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휩싸이게 되면서 

일대일부터 다대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동원하여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를 

대신하려고 하였다. 특히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즉 

대규모의 모임이나 회의 등과 같은 영역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Zoom 과 

같은 화상 회의 전문 플랫폼이 부상하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바로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가상 세계 플랫폼이었다. 메타버스는 

‘아바타’라는 가상 세계의 자신을 이용하여 세계를 

탐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또한 음성 채팅과 문자 채팅이 가능하고 특정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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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아바타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 현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전자 미디어이기도 하다. 즉, 

메타버스는 미디어 리치니스 이론에서 일컫는 

‘부유한 미디어’의 가장 상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1].  

1.2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타버스 

메타버스라는 컨셉과 플랫폼은 Covid-19 이전에도 

게임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해 왔지만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자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대안으로서 메타버스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형태보다는 이프랜드(ifland), 제페토(zepeto)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특성이 강화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고 

기업이나 학교, 정부 기관 등의 대규모 행사가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모든 교육 환경이나 사회적 

모임에 적합한 메타버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 기관이나 사회적 모임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환경에 맞는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프랜드나 제페토와 같은 기존의 플랫폼 

에이전시의 자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에이전시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구축시 

에이전시가 제공하는 수준의 자원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가 어떠한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월드의 구축은 쉽지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의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어포던스적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유니티(Unity)를 사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메타버스 월드를 직접 

디자인하게 되었다. 이후 참가자들이 해당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체험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성을 

평가하게 되었다. 

2. 본문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단위의 인원이 동원되면서도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컨퍼런스 룸을 

모티브로 하여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하였다. 월드를 

구축하기 전,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어포던스를 파악하였고 

이후 컴포넌트 기반의 게임 엔진인 유니티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2.1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의 어포던스 

어포던스(Affordance)는 행위자와 환경 혹은 

개체와의 관계 및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행위의 

가능성을 의미한다[2]. 특히 지각된 어포던스는 

개체의 행동 유도성으로,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그란 문 손잡이를 보면 자연스럽게 돌리게 되고 

세로로 긴 문 손잡이를 보면 자연스레 앞으로 

당기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물체의 디자인이 가지는 

어포던스이다[3].  

메타버스 내에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 커뮤니케이션에서 

지각되는 개체의 어포던스가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즉, 현실에서 물체가 주는 어포던스가 메타버스 

내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사용자가 어려움 없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4].  

메타버스 내의 가상 장치들이 구현할 수 있는 

어포던스는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임바디먼트 

어포던스(embodiment-affordance)와 센서빌리티 

어포던스(sense-ability-affordance)이다[4-7]. 

임바디먼트 어포던스는 가상 현실 내에 존재하는 

아바타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현실에서 행하는 

사회적 물리적 행동을 가상 현실에서도 하게 되는 

특성을 의미한다[5,6]. 센서빌리티 어포던스는 

현실에서의 감각적 기능들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동일하게 동작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오감을 

의미한다[7].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VR 장비 없이 PC 기반으로 

메타버스 월드에 진입하게 되므로 후각, 미각, 촉각 

세 감각적 정보는 다루지 않았고 시각 및 청각적 

요소에서 현실에서의 감각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거리에 따른 청각적 정보의 손실 상황을 

구현하였으며, 실제 컨퍼런스 룸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현상, 특히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는 위치를 

아바타의 눈높이에 맞추고 프리젠테이션의 페이지 

넘김 장치 역시 아바타의 눈높이로 맞춤으로써 

아바타를 통해 시각 및 청각적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월드에 진입할 때 사용자가 

직접 아바타의 외형을 꾸밀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신과 아바타를 더욱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메타버스 구축 

메타버스 내에 구축된 컨퍼런스 룸은 가상 공간 

안에서 약 100x80m 규모의 공간으로 구현되었으며 

컨퍼런스 룸 내에는 총 8개의 부스들과 휴게 공간이 

재현되었다. 또한 정수기, 카페, 휴지통, 화분, 

키오스크, 안내 부스 등 실제 컨퍼런스 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들도 구현하였다. 각 부스에는 

배너, 부스를 홍보하는 동영상 등도 마련되었고 

부스에서 판매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담은 

프리젠테이션 환경도 구축되었다. 그림 1은 

메타버스 컨퍼런스 룸의 대략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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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의 대규모 사용자의 진입과 음성 채팅을 

위해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포톤 엔진 

(https://www.photonengine.com/)사의 PUN 및 

VOICE SDK를 사용하였고 각 사용자들의 계정 

정보와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상업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인 

플레이팹(playfab)의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그림 1 메타버스 컨퍼런스 룸 내의 부스. 왼쪽에 배너, 

오른쪽에 부스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고 가운데에는 

부스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  

  

• 어포던스 요소의 구축 

구축된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바타 간의 

상호 작용과 거리에 따른 청각 정보의 손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상태의 공유가 있다.  

(1) 아바타의 형태와 제스쳐를 통한 임바디먼트 

어포던스의 구현 

아바타는 각각의 사용자명을 가지고 입장하게 되며 

입장 시 사용자가 직접 얼굴형, 얼굴색, 눈동자 색, 

헤어스타일, 의상 등 모든 부분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임바디먼트 어포던스를 높이게 되었다[8].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을 실제와 유사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제스쳐를 추가하였다. 첫번째는 다른 사용자가 

본인의 이름을 @이름명 형태로 채팅 창에 입력하게 

되면 본인의 아바타가 자동적으로 그 사용자를 향해 

손을 흔드는 제스쳐이다. 두번째는 서로의 아바타가 

아바타의 팔 길이 만큼 가까워졌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몸을 툭 치는 동작을 하는 것이며 이 때 

다른 아바타는 몸이 흔들리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이다. 아바타 간의 상호 작용은 그림2에 나타나 

있다.  

(2) 센서빌러티 어포던스의 구현 

센서빌러티 어포던스는 시각 정보의 공유와 청각 

정보의 손실 두 가지의 방면으로 구현되었다. 먼저, 

시각 정보의 공유는 컨퍼런스 룸에 있는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가 변경하는 프리젠테이션의 상황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 공간에 

다른 사용자가 있음을 느끼게 하여 사회적 현존감을 

높임으로써 몰입감을 주는 장치이다[9] 

 

 

그림 2. (a)대화창에 상대 아바타의 이름을 @과 함께 

넣으면 호출된 아바타가 인사하는 제스쳐를 취한다. (b) 

아바타끼리의 거리가 근접하였을 때 상대 아바타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아바타가 팔을 내밀어 손으로 툭 치는 

듯한 동작을 하며 상대 아바타는 몸이 흔들리는 듯한 

제스쳐를 취한다.  

 

 

그림 3. 메타버스 컨퍼런스룸의 각 부스에 있는 

프리젠테이션 장치. 다른 사용자가 장치의 좌우에 있는 

버튼을 눌러 슬라이드를 바꾸면 다른 사용자에게도 바뀐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3에 나타난 프리젠테이션 장치의 왼쪽과 

오른쪽의 보라색 버튼을 마우스로 누르게 되면 이전 

혹은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 

나타나는 슬라이드의 이미지 정보가 playfab의 

서버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구현하였다[9].  

거리에 따른 청각적 정보의 손실은 그림 4와 나타난 

바와 같이 구현하였다. 8개에 해당하는 모든 

부스에는 부스를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데, 동영상의 소리 정보가 월드 내 거리 정보 

기준으로 5미터 이상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은 아바타들끼리의 

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아바타들끼리 3m 

이내로 근접하지 않으면 서로의 대화 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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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주황색의 상자로 표시된 부분이 동영상이 

상영되는 장소이며, 파란색 실선과 점으로 표시된 영역이 

동영상으로부터 3m 와 5m 떨어진 곳을 나타낸다. (b) Min 

Distance 는 3m, Max Distance 는 5m 로 설정하고 

3~5m 영역에서 거리에 따라 청각적 정보가 선형적으로 

손실되도록 하였다.  

 

2.3 사용성 평가 

구축된 메타버스 컨퍼런스룸이 사용자에게 주는 

임바디먼트 어포던스와 센서빌러티 어포던스를 

확인하기 위해 총 4 아바타와의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와 지각된 몰입감에 관련한 항목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자들은 각각 40분 동안 메타버스 월드에 머물며 

부스 안의 내용을 탐색하거나 부스마다 존재하는 

담당자 아바타에게 접근하여 부스의 내용을 

인터뷰하도록 하였다. 담당자 아바타는 자신에게 

인터뷰 요청이 오면 음성 채팅 혹은 문자 채팅을 

통하여 부스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실험이 종료된 직후 구글 

링크를 통하여 설문에 임하였으며 설문 후 참가자의 

성별, 연령 및 메타버스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아바타와의 일체감과 몰입감에 관련한 항목에 대한 

예시는 표 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0-12]. 

메타버스 공간에 참석한 참가자는 59명이었으나 

실제 설문에는 모두가 응답하지 않았다. 설문에는 

19-26(M=21.7)세의 학생 38생(남 8명, 여38명)이 

참가하였다. 이들 중 메타버스를 본 실험 외에 

참가해 본 경험은 34명이었으며 그 외에 4명은 본 

실험이 첫번째로 경험한 메타버스라고 응답하였다.  

 

표 1. 아바타와의 일체감과 몰입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리스트 

아바타와의 일치도 몰입감 

Q1-1 

귀하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든 아바타가 

실제의 본인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반적인 

외형)? 

Q1-2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내 

아바타는 실제 나의 

가치관을 공유한다. 

Q1-3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내 

아바타는 실제의 나와 

같이 행동한다. 

Q1-4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내 

아바타는 내 자신과 많은 

것이 비슷하다.  

Q1-5 

메타버스에서 대화를 

하는 동안, 나는 

아바타가 하는 행동이 내 

행동의 일부인 것처럼 

느꼈다.  

Q2-1 

메타버스에서 대화를 

하는 동안, 나는 

메타버스 속 사건의 한 

장면을 그려볼 수 

있었다.  

Q2-2 

메타버스에서 대화를 

하는 동안, 나는 

메타버스 속의 사건과 

활동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었다.  

Q2-3 

메타버스에서 소통을 

하는 동안 실제로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3. 결과 

아바타와의 자신의 일체감에 관련한 질문에 

참가자들은 1-5 점 사이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1 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고 5 는 매우 

그렇다로 표시되었다. 지각된 몰입감을 묻는 세 

문항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1-5 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표 2 는 참가자들의 응답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아바타와의 일체감 묻는 다섯 가지의 

항목에 대해 참가자들은 평균 2.96 의 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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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으며 지각된 몰입감에 대해서는 평균 

3.26 으로 응답하였다.  

 

표 2. 설문항목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 

항목  문항번호 응답 평균 

아바타와의 일체감 Q1-1 2.79 

Q1-2 3.11 

Q1-3 2.95 

Q1-4 2.84 

Q1-5 3.13 

지각된 몰입감 Q2-1 3.34 

Q2-2 3.37 

Q2-3 3.08 

 

항목별로 나온 응답에서, 아바타의 외향에 대한 

불일치이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메타버스에서 사용한 아바타 어셋이 다소 어린 아이 

캐릭터와 유사한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측된다. 만일 좀 더 성인에 가까운 

아바타를 사용하고 아바타가 장착하게 되는 의상의 

개수를 늘려 실제 모습과 더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아바타와의 일치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 

생각된다.  

지각된 몰입감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이 높은 응답을 

받았지만 ‘실제로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가 

느끼는 거리감각과 실제 자신이 느끼는 거리감각을 

혼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13]. 즉, 

참가자들에게 아바타 가까이 가야 말소리가 들리고 

멀리 떨어질수록 소리가 작아진다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소리가 잘 들리는 3m 이내의 거리 

감각이 현실과 달라 대화를 하려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다. 추후 이어지는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소리의 게인을 높인다면 이러한 점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다대다 원격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임바디먼트 어포던스와 센서빌러티 어포던스를 

메타버스 월드 안에서 구현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여 100m  x 

80m 의 가상 공간을 제작하였으며 실제로도 

대규모의 인원이 동시에 사용하는 컨퍼런스 룸을 

배경으로 하였다.  

임바디먼트 어포던스는 아바타와 자신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구현하였다. 자신이 

아바타의 외형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아바타와 

상대 아바타와의 인터랙션 방식이 현실에 존재하는 

방식과 유사하도록 동작의 트리거와 움직임을 

조정하였다. 센서빌러티 어포던스는 사용자가 실제 

컨퍼런스 장과 같은 대규모 공간 안에서 시각 및 

청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대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메타버스 월드 내에 설치된 부스들을 

아바타의 형태로서 돌아다니며 부스의 내용을 

인터뷰하도록 하였고 활동이 종류된 직후 구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임바디먼트 

어포던스와 관련된 아바타와의 일체감을 묻는 

항목과 센서빌러티 어포던스와 관련된 지각된 

몰입감과 관련된 항목의 두 카테고리의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아바타와의 일체감에서는 

자신과 아바타의 내적 정체성은 어느 정도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외적인 정체성과는 일체감을 

다소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몰입감에서도 높은 응답 결과들을 보여주었으나 

청각적인 면에서 실제 대화만큼 지각하진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못한 

참가자들이 실제 거리 감각과 메타버스 내의 거리 

감각을 일치시키지 못하여 청각적 정보가 손실되지 

않는 영역으로 아바타를 이동시키지 않은 채 음성 

채팅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라 예상되며,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의 메타버스 공간을 

실제로 제작하고 50 명 이상이 참가자들이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하게 하며 행동 양상을 관찰한 첫 

번째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바타들의 행동이나 환경과의 인터랙션 요소 들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공간의 이용자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의 메타버스가 갖춰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메타버스 연구에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작된 메타버스 

연구는 대학교 내의 메타버스에 대한 교육 환경의 

장소로서 실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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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educators have researched human emotion 

as a growing concern for the designer in the 

coming generations. It has been foun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affects how individuals 

behave. Some new design disciplines are becoming 

deeply engaged with emotional intelligence. 

However, design topics related to emotional 

concerns have not yet been widely discussed 

among design students. Since design students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human emotion, 

they would not understand how emotions influence 

themselves, the design process, and design 

outcomes. They also would not actively investigate 

knowledge-related emotional concerns. When 

design students have issues related to emotions, 

they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r ability to 

handle difficulties in the design process. In addition, 

design students do not know how to apply 

emotional concerns to the design process or 

outcomes to respond to the design trend of human 

emotion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s and design learning,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about the 

experience and emotion-tracking with a phone 

application during the design process. The research 

findings from this study enhance the idea that 

emotion may improve design education for 

students.  

 

Keyword 

Emotion, Design Learning, Emotion Tracking 

1. Introduction 

It is not difficult to realize that a growing number 

of innovative design disciplines include emotional 

intelligence. This tendency has affected 

undergraduate design education as well. A few 

studies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additional 

research into the four components of emotional 

intelligence that are the subject of this study. 

Undergraduate students have a difficult time 

studying design. This is the main justification for 

looking into how to include emotion into design 

learning, which is what this study on emotional 

intelligence looks at. Emotional intelligence has 

been called such for two thousand years. Some 

academics recognized the possible impact of 

emotion on thinking and creativity earlier in the 

20th century. However, in previous design curricula, 

there were fewer scholars investigating the 

connections between design learning and emotion. 

Studies conducted in the 1980s showed that this 

was the period when young people started to 

become more worried, self-conscious, and aware of 

their own feelings. Depending on how well they 

understood the complexity of life, they were 

susceptible to experiencing more difficult 

emotional upheavals, which in turn inspired them 

to think more deeply and be more imaginative. 

There are, however, currently few studies tha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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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d how emotion is connected to design 

learning. Henc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s 

research enhance the notion that emotion may aid 

in the learning process for design students. They 

would serve as the basis for how design students 

interact with one another, as well as how they learn 

about design and carry out design work. 

 

2. Basic elements in decision-making 

Many sources have shown that humans have 

diverse emotional temperaments from the very 

beginnings of their lives (Kahneman, Schwarz, 

Diener & Frijda, 2003). They can be finicky, laid-

back, antagonistic, or sympathetic. When 

individuals thoroughly consider their emotions, 

they explain their awareness about the environment 

around them, for example, or they communicate 

sentiments by touch, speech, and the things they 

like. The syntax of phrases was thought to be based 

on emotions and was discovered to be the crucial 

components of the social interactions that 

constitute everyday life. Through analyzing the 

general social connections of some design users, 

they are all made up of fleeting emotional 

experiences (Cowen & Keltner, 2017). Pride 

provided individuals prestige, shame was seen to 

be a catalyst for forgiving others, and laughing 

fostered more imaginative, cordial interactions. 

Some scholars found that this individual prestige 

transformed their emotional responses to the 

environment around them and had an enormous 

effect on social connections (Robinson & Clore, 

2002). The human brain experiences all these 

emotional responses extremely quickly, almost 

subconsciously, and they all flow into how we 

determine whether something is unsafe, for 

instance, at work. These emotions, which are crucial 

to decision-making,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ll 

vital judgements and conclusions. The consequence 

of that reflects the importance of emotions to lives 

and how feelings like appreciation, rage, and fear 

may guide choices that result in exceptional work 

and fulfilling lives outside of the workplace. In 

certain design experiences, there is a lot of 

knowledge about using emotions to make the best 

decisions. 

By expressing their displeasure in this way, 

individuals psychologically argue that they demand 

a distinct identity. They were asking people to give 

them space to calm down. These experiences 

demonstrated that rather than repressing or 

stuffing away emotions, it was crucial to be aware 

of them, give them names, and use the wisdom and 

crucial information they contain to shape their 

judgments (LeDoux, Phelps & Alberini, 2016). 

Finally, a key idea about how to utilize emotions 

sensibly in human social interactions was 

summarized based on observations of design 

students' experiences and research from the 

scientific literature. 

Emotions are possible factors to motivate design 

students to conduct constructive critiques on their 

design process and outcome. They are also 

encouraged to engage in negotiation with other 

teammates within their design projects. All these 

exchanges are quite emotional and intense. A 

fundamental idea explored in the literature on 

emotional intelligence is how design students may 

control their emotions to create fruitful social 

relationships. Aristotle, a famous Greek philosopher, 

wrote extensively on this subject. He outlined one 

rule that was helpful when thinking about how to 

manage emotions in social situations. Humans need 

all emotions in the appropriate degree to function 

well at their job, at home, and in society. He made 

the point that individuals need to communicate the 

right feelings at the right moments, with the right 

target audience, and with the right strateg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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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een as a middle-ground or balanced fashion, 

and in social groups, that is what is seen as a virtue 

or healthy life. In the diverse range of social 

contacts that comprise design work, it is crucial to 

employ these emotions sensibly. 

 

3. Model of how emotion influences design 

students’ design learning  

According to the above theories, the method of 

how emotion affects design students' learning is 

summarized. Design students were given external 

environmental cues, after which various emotional 

reactions were elicited. These emotional reactions 

encompassed a range of emotional expressions, 

such as facial expression, vocalization,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hese emotional 

responses served as the cornerstone for the later 

development of emotional inclinations, including 

bodily functions and mood. Participants selected 

self-awareness, other awareness, self-management, 

and management in interpersonal contexts as steps 

in recognizing emotional intelligence. Students 

would be motivated when creating study objectives 

and social goals thanks to the emotional tendencies 

in design. 

 

Figure 1  A model illustrating how emotion influences 

design students’ design learning 

 

4. Investigation of understanding design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design learning experience 

4.1 Research method  

4.1.1 Part 1: Questionnaire  

Many design students did not consider design 

learning to be a topic that should be discussed or 

even considered in terms of anyone's feelings. Few 

of them acknowledged that learning about design 

may also be attached to emotion, which influences 

their decision-making. A questionnaire was 

implemented to have a better knowledge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design students 

throughout their learning experience. This 

questionnaire consisted of 28 questions designed 

to gauge participants' overall emotional 

intelligence as well as emotional intelligence along 

four main dimensions: self-awareness, other 

awareness, self-management, and interpersonal 

setting management. Although the purpose of this 

questionnaire was to assess emotional intelligence 

generally, for this research,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respond to the questions based on their 

usual experiences with design learning via emotion.  

Twenty participants in all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questions regarding how they typically 

approach design learning with emotion. Regarding 

their knowledge of design learning, participants 

assessed how strongly they concurred or disagreed 

with each step of recognizi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awareness, other awareness, self-

management, and interpersonal management) with 

the reflective statements. Participants were given 

the option to rate themselves on five different 

degrees of recognition (i.e., totally disagree, partly 

disagree, neither agree nor disagree, partly agree, 

total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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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category: Self-awareness 

● I know the way I feel. I recognize my emotional 

changes well.  

● I am aware of my emotional changes. 

● I know the reasons for the way I feel. 

● I recognize which emotional changes that I 

experienced.    

● I can describe exactly the way I feel.  

● I could judge accurately if something evoked an 

emotional change.  

The second category: Other awareness 

● I am sensitive to the emotional changes of the 

people around me.  

● I can sense other people’s feelings.   

● I can observe how other people feel.   

● I can empathize with other people.   

● I know the reasons for the feelings others 

experience.  

● I can recognize which emotional changes other 

people experience. 

The third category: Self-management  

● I can manage my emotional changes. 

● I can suppress my emotional changes quickly. 

● I can show my emotions appropriately. 

● I can stay calm even when I am angry. 

The fourth category: Management in interpersonal 

settings 

● In some situations, I can control my facial 

expressions.  

● I can influence the feelings of others 

significantly. 

● I can improve the moods of others. 

● I can influence others. 

● I can calm other people down.    

4.1.1 Part 2: Emotion tracking application  

After conducting the questionnaire, a typographic 

design exercise was assigned. The participants were 

invited to employ an emotion-tracking application, 

eMoods Bipolar Mood Tracker (hereafter referred 

to as eMoods), to record their emotions in the 

design process. Considering the exponential 

growth in the use of mobile applications for health 

promotion in recent years, researchers have begun 

to rigorously examine apps to find features, 

possibilities, and difficulties for emotional concerns 

and practices. According to the finding from the 

above literature review, appropriate emotion 

management would increase open-mindedness in 

thought and improve problem-solving abilities. 

Tracking mood would assist the management of 

the design process more efficiently to become 

aware of one's mood patterns, which may support 

emotional well-being. Different technologies have 

been used by researchers to assist people in 

observing, analyzing, and controlling their moods. 

For example, eMoods helps users record their 

moods. It allows users to share self-tracked mood 

data during their design process in addition to self-

tracking for emotional support. Twenty participants 

were invited to record their emotional changes 

during the design process through the eMoods 

Bipolar Mood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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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interface of eMoods Bipolar Mood Tracker  

4.1 Research Results  

4.1.1  Research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ithin the four aspects, self-awareness and self-

management received higher recognition among 

the participants who took part in design learning 

projects. The findings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 strengthen some concepts from the 

rich scientific literature.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they have different emotional temperaments 

(Kahneman, Schwarz, Diener & Frijda, 2003). They 

experienced fussiness, easygoingness, hostility, and 

compassion in their design projects. Some previous 

studies presented how important it was to be self-

aware of our emotions (Cowen & Keltner, 2017). 

When people consider them carefully, they would 

unpack this when they get to know how they 

express feelings through facial expression, touch, 

voice, etc. Participants presented that they also use 

emotional expressions. However, not many of them 

recognized that emotions were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social interactions that make up 

daily living. Compared to academic studies, scholars 

found that all those social interactions, when 

breaking them down, are made up of brief, 

emotional experiences (Cowen & Keltner, 2017). 

Feelings of pride give people status, 

embarrassment is regarded as the way that people 

prompt forgiveness, and laughter produces more 

creative, friendly interaction. Therefore, the 

theoretical principles about fleeting expressions of 

emotion (Robinson & Clore, 2002) would be 

potential knowledge to teach design students. A 

third principle was leveraging emotions for optimal 

decision-making (Shaver, Schwartz, Kirson & O' 

Connor, 1987). The feedback from the participants 

reflected that a large percentage of participants 

often think that better decisions are made when 

getting rid of their feelings. However, it was not an 

unbiased view of the human mind from a 

psychological point of view. The human brain 

experiences all these emotional reactions very 

quickly, almost unconsciously, streaming into how 

design students judge something, for example, at 

work, to be risky or not. All essential judgments and 

decisions are guided by these emotions that are so 

important to decision-making. The implication of 

this is to be mindful of emotions, aware of how 

emotions like gratitude, anger, or fear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to the decisions that make up 

excellent work and great living outside of work and 

in some design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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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articipating design students’ feedback on 

their self-awareness experience in design learning 

 

Figure 4 Participating design students’ feedback on 

their other awareness experience in design learning. 

Figure 5 Participating design students’ feedback on 

their self-management experience in design learning.  

 

Figure 6 Participating design students’ feedback on their 

management in interpersonal settings experience in 

design learning 

4.1.2 Research results of the emotion tracking 

application  

 

Figure 7 eMoods report from the participants.  

 

Figure 8 Identified emotions through eMoods in part 2 

of the research study 

A total of 20 participants reported their emotions 

through eMoods in part 2 of the research study as 

shown in figures 7 and 8. The reports from the 

participants reflected that there are emotions 

occurring during the design process. Seldom can 

participants recognize the categories of their 

emotions and their emotional changes. Most 

participants could point out their emotions with the 

professional guidelines from the eMoods tracker. 

None of the participants pointed out 

“uncategorized.” All those important judgments 

and decisions, even down to how people estimate 

probabilities about particular outcomes, are guided 

by these emotions that are so important to 

decision-making. The implication is to be mindful 

of our emotions, aware of how emotion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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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itude, anger, and fear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decisions that make up great 

work and great living outside of work. In some 

design experiences, there is so much wisdom about 

leveraging emotions for optimal decision-making. 

 

5. Conclus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ponses, design students 

experience emotional shifts when working on their 

designs. However, these skills and knowledge are 

insufficient to identify emotional shifts. Students 

studying design were unable to recognize their 

emotional shifts on their own. They use tools like 

eMoods to monitor their emotional shifts and 

better understand their feelings. The responses 

from the design students also showed their ability 

in terms of controlling their emotions while 

designing.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enhance the 

notion that emotion may aid in the learning process 

for desig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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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보화시대를 맞이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판단하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선별하여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받아들이는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장의 편향성을 분류하는 모델을 

구축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장 편향성 

분류 결과와 문장의 감정을 판별 모델을 함께 

활용하여 문서의 편향성과 감정점수를 도출하고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뉴스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 가짜 

뉴스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 

주제어 

데이터 증강, 문서 편향성, 문서 감정, 가짜 뉴스 

  

1. 서 론 

Neutral Point of View(NPOV)[1]는 2001 에 

제정된 위키피디아의 근본 원칙 중 하나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독자에게 어떠한 편향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 

위한 글쓰기 정책이다. NPOV 의 5 대 원칙은 (1) 

의견을 사실처럼 쓰지 말 것, (2)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을 사실처럼 쓰지 말 것, (3) 사실을 

의견처럼 쓰지 말 것, (4) 단정적인 단어는 피할 것, 

(5) 다양한 관점을 비중에 맞춰 설명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NPOV 를 위반하는 것은 위키피디아의 문서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각종 

뉴스에서도 보도 내용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NPOV 를 위반한 문서 

중 하나로 가짜 뉴스를 고려할 수 있다. 가짜 

뉴스는 잘못 알려진 정보나 조작된 정보들을 

보도하는 뉴스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가짜뉴스들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에서 여과없이 

유포되며 독자의 시선을 끌고 감정을 자극하여 

현대사회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가짜 뉴스는 

다방면으로 검증된 배경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교신저자 

구분하기 어려우며, 전문가의 인력을 통해 

구분한다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상당부분 

소모되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빠른 확산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NPOV 정책을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장의 편향성을 분류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문서 내의 문장에 대한 감정 

분석과 함께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모델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문장의 편향성과 감정이 

가짜뉴스를 탐지하는데 유의미한 특성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관련연구 

해외에서는 NPOV 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NPOV 위반 문장을 분류하고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는 연구[2], NPOV 위반 문장을 NPOV 를 

준수한 문장으로 바꾸어 생성하는 연구[3] 등이 

있다. 

또한 가짜 뉴스 탐지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연구[4], 지도 학습을 활용하여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연구[5] 등이 있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 

데이터 증강은 기존의 데이터를 각종 방법을 

통해 양을 늘리는 기법으로, 데이터가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족한 데이터의 크기로 인해 데이터 

증강을 통하여 훈련 데이터의 크기를 늘려 분류 

모델을 학습하였으며,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3.1.1. Easy Data Augmentation 

Easy Data Augmentation(EDA)[6]는 유의어 

교체(Synonym Replacement, SR), 임의의 단어 

삽입(Random Insertion, RI), 임의의 단어 

삭제(Random Deletion, RD), 단어 위치 

변경(Random Swap, RS)을 통해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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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하는 방식이다. EDA 로 생성된 문장들은 

본래의 텍스트 데이터의 성질을 잘 따르는 특성이 

있어 텍스트 데이터 증강 기법 중 실효성이 

증명되었다.  

 3.1.2. An Easier Data Augmentation 

An Easier Data Augmentation(AEDA)[7]는 

문장 사이에 문장부호를 무작위로 삽입하여 

텍스트의 단어 위치를 변형하는 텍스트 데이터 

증강 기법이다. AEDA 는 텍스트 내의 단어를 

변형하지 않고 간단하게 데이터 증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2 문장 편향 분류 모델 

구축된 데이터의 편향성을 분류하기 위해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BERT)[8] 모델을 사용하였다. 

BERT 는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 학습(pre-training)된 언어 모델이다. 사전 

학습된 BERT 는 파인 튜닝(fine-tuning)을 통해 

원하는 태스크에 맞게 훈련시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ERT-

base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문장의 NPOV 정책 

위반 여부를 분류하는 모델로 활용하였다. 

3.3 감정 분류 모델 

문장의 감정을 분류하기 위해 공개된 

라이브러리인 Sentiment Intensity 

Analyzer(SIA)를 사용하였다. SIA 는 파이썬 

자연어 툴킷(Natural Language Toolkit, 

NLTK)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이다. SIA 는 

감정 사전을 통한 규칙 기반의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문장의 감정 점수를 기반으로 

긍정/중립/부정 클래스로 분류하며 데이터의 

레이블과 별도의 학습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에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 점수에 절대값을 취하여 문장의 중립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하였다. 

3.4  가짜 뉴스 분류 모델 

문장의 편향 및 감정 분류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장을 문서 별로 종합하여 문서 단위의 

편향성과 감정을 도출하였다. 이를 feature 로 

정의하고 분류 모델로 학습시키기 위해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사용하였다. SVM 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성능이 좋아 주로 분류 

모델에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장의 편향 분류 모델과 감정 분류 모델의 결과를 

입력 특성으로 활용하여 가짜 뉴스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다.  

 

4. 데이터셋 

4.1 WIKIBIAS 

NPOV corpus 는 Recasens et al.(2013) [2]에서 

구축한 데이터셋으로, 위키피디아의 문서 편집 

목록에서 NPOV 정책에 관련된 편집 기록들을 

수집하여 수정 전의 편향된 문장은 1, 수정 후의 

편향되지 않은 문장은 0 으로 레이블링 되었다.  

WIKIBIAS-manual 은 Recasens et al.(2013) 

[2]에서 구축한 NPOV corpus 를 바탕으로 

Zhong et al.(2021)[3]에서 제작한 양식에 따라 

일부 데이터에 골드 레이블을 부여한 

데이터셋으로, 훈련/검증/테스트 데이터를 

포함하여 총 8198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WIKIBIAS-manual 의 예시는 표 1 과 같다. 

 

표 1. WIKIBIAS-manual Dataset 예시 

Sentence Label 

Since 1985, Starostin had been developing 

STARLING, which is the most advanced 

linguist’s workplace software.  

1 

Since 1985, Starostin had been developing 
STARLING, which is a linguist’s workplace 

software. 

0 

4.2 ISOT Fake News Dataset 

ISOT Fake News Dataset[10]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로 구성된 데이터 셋이다. 2016 년부터 

2017 년까지의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23481 개의 

가짜 뉴스, 21417 개의 진짜 뉴스를 가진다. ISOT 

Fake News Dataset 의 구성은 표 2 와 같다. 

 

표 2. ISOT Fake News Dataset 구성 

News Size 
Subjects 

Type Size 

Real-News 21417 
World-news 10145 

Politics-news 11272 

Fake-News 23481 

Government-News 1570 

Middle-east 778 

US News 783 

Left-news 4459 

Politics 6841 

News 9050 

Total 4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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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및 실험결과 

5.1 실험 설정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NPOV 정책 위반 문장을 

분류하기 위해 BERT-base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입력 문장의 최대길이 100, 학습률 1e-5, 

배치크기 8, 에포크 3, 최적화 함수로는 

BertAdam 을 설정하여 모델을 훈련시켰다. 또한 

데이터 증강의 경우 훈련 셋의 크기를 다섯 배로 

늘려 활용하였다. 

5.2 NPOV 분류모델 성능 

본 실험에서는 BERT 에 원본 데이터만 활용한 

모델(BERT)과 증강데이터를 포함한 모델(BERT- 

aug)를 각각 학습하여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3. NPOV 분류 모델 정확도 

Model Train Valid Accuracy(%) 

BERT[3] 5028 1066 68.1% 

BERT(ours) 5484 610 70.3% 

BERT_aug 27420 610 71.0% 

BERT[3]에서는 입력 문장 최대길이 128, 학습률 

2e-5, 배치크기 16, 에포크 5 로 설정하여 세 번 

실험한 결과의 평균 값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실험에서도 세 번 실험한 결과의 평균 값을 

적용하였는데, Baseline 과 같은 언어 모델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퍼 파라미터의 변화로 

인해 성능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강된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하였을 때의 

정확도는 약 71%로 성능향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베이스라인 모델에 비해 약 3% 증가하였다. 

5.3 가짜 뉴스 분류 

  5.3.1 문서 편향성 점수 

본 실험에서는 NPOV 분류기를 통해 각각 

편향된 문장의 경우 1, 편향되지 않은 문장의 경우 

0 을 부여하고 같은 문서 내의 문장들끼리의 

평균값을 문서 편향성 점수로 정의하였다. 이 

점수는 문서마다 0~1 의 값을 가지며, 0 에 가까울 

수록 편향되지 않은 문서, 1 에 가까울 수록 편향된 

문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은 문서 편향성 

점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프레임워크이다. 

 

그림 1. 문서 편향성 점수와 문서 감정 점수를 도출하는 
프레임워크 

 

  5.3.2 문서 감정 점수 

문서 감정 점수는 SIA 를 통해 각각 문장마다 

감정 점수를 부여하고 같은 문서 내의 

문장들끼리의 평균 값을 문서 감정 점수로 

정의하였다. 문서 감정 점수는 그림 1 의 과정에서 

분류 모델 부분만 변경하여 계산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가짜 뉴스 데이터에 대한 문서 편향성 점수와 

문서 감정 점수를 각 뉴스마다 새로운 특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예시는 표 4 와 같다. 

 

표 4. 문서의 편향성 점수와 감정 점수를 특성으로 갖는 
데이터 예시 

Index Bias Sentiment Label 

0 0.80 0.48 1 

1 0.63 0.40 1 

2 0.84 0.41 1 

… … … … 

44896 0 0.14 0 

44897 0.22 0.22 0 

 

  5.3.3 가짜 뉴스 분류 결과 

표 4 와 같이 구축된 데이터로 각 문서를 

SVM 을 통해 분류하였고, 결과는 표 5 와 같다. 

 

표 5. ISOT Fake News Dataset 구성 

Model Feature Extraction Accuracy 

SVM[11] TF-IDF 86% 

SVM(Ours) 
NPOV classifier, 

Sentiment classifier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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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라인 모델[11]에서의 SVM 결과는 

문서에 대해 단어 빈도(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반으로 특성을 

5000 개로 추출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SVM(Ours)은 앞서 구축한 NPOV 

분류기(BERT_aug)와 SIA 를 사용하여 문서의 

편향성 점수와 감정 점수를 새로운 특성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편향성 점수 및 감성 

점수만을 입력 특성으로 사용한 모델이 빈도 기반 

분류 모델 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추출한 편향성 및 감성 여부가 가짜 

뉴스 탐지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WIKIBIAS-manual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증강을 통해 기존 연구 결과를 

발전시킨 분류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감정 

분류기와 함께 활용하여  가짜 뉴스 분류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가짜 뉴스 분류 

모델은 본문의 내용을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문 문장들의 특성을 취합하여 입력으로 

사용하였으며, Traore et al.(2018)[11]에서 

제시한 빈도기반  임베딩의 SVM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문장의 편향성과 

감정이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유의미한 특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추후에 사실파악이 되지 않은 

최근의 문서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향후에는 여러가지 사전 학습 언어 모델과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하여 NPOV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뉴스 문장에 특화된 

감정분류기를 사용하여 가짜 뉴스 분류기에 

적용되는 문서 편향성과 문서 감정 점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출판사, 저자 등의 

메타 데이터를 입력 특성으로 추가한다면 가짜 

뉴스 분류 모델의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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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 ᰧ◣ Meta-CAVE(㈣㯛≄㶛⢷ XR CAVE) 

ⶇⵏ㰇 ㋇⿳䀇ᶏ. ᰧ◣ほ⯇ᴿ ᛇ㈣㝟䂃 ㎼㈃ 

ឧ㈃ 㾯⌇㋈㯛 ᣛ⛃㈃ CAVE ⶇⵏ㰇 LED 

ᣛ⛃㈃ XR(eXtended Reality, 䄀㉐䂯ⶏ)ⶇⵏ㰇⌇ 

ᛇ⯋䀃ឋ 㠿㊬㉐㤃ᾏឧ 㱠䀔䀃 ⛔ⱌ ㋇㈼ほṯ 

䄇ㅔ䀋 ⳃ ㈳ᴿ 㛓⯣ᶫ ᚫ⭬ⵏ㵇᾿ハ ⶇⵏ㰇 ⚺ 

た㾷㦫Ⰳ ⯏┰䀇ᶏ. ➣ ⶇⵏ㰇 LED ᣛ⛃㈃ 

XR 䄃ᝨ ⿳ほ⯇ VR ᛈ㝟  㑬㊼ ➟┟⯇ ⚣ᵳ⣯㨃 

ᣛ⛃㈃ ូ䀄ⶈ 㠿㊬ ṯ᠗ ⭗ㅔ䀃 ㈣㯛≄Ⰳ 

ᚫᵐ䀇 䄃ᝨ ᠗⯜䀃カᶏ. 㑯䀴㈻ᴿ 㑬㊼ LED ㈃ 

⛛ᝨ VRᛈ㝟 ➟┟⯇ ⭬䃣㈼ㅔ䀋 ⳃ ㈳┛, ě⣯㨃 

⯧⯇ᣛ⛃ ㅫ㑬ᴿ AR㦗⑬⛀ⵏĜ ㋇⿳䀃 㑯䀴㈻ 

ㆯ㤃 ᣛ㎫䀇 㦗⑬⛀ⵏ ᝨᝯ ᭟ほ ㈻゛ⵏ⊗ㅟ 

VRឧ AR ⭬䃣 ㊯䄃 㼇䂯 ᚫᵐ䀃ṯ⌈ 䀃カᶏ. ➣ 

ᰧ◣ほ⯇ᴿ ㋇⿳ệ ⶇⵏ㰇㈃ ᠗⯜ ⚺ ╓Ⰳ㾷⌇ 

た㾷㦫Ⰳ ᛇ⛇ 㱠䀃, ᣛ㌟ CAVE᠗⯜ XR  

ᣛⳋ⌇ ᛇ⯋䀃 ⛔ⱌ㈃ XR ㋇㈼ ᚫᵐ䀃ឋ ᢣ 

䄃ᝨほ⯇ 㑯䀴㈻ᚫ ㈣㯛≄Ⰳ ᚫᵐ䀃 䀓⌇⯇, 

ᢣᚫ CAVE 䄃ᝨ㈃ ╛㈰ᚻ ᴻᬧ┟⯇ ᚫ⭬ᛈ㝟 

㎧ⶇ䀃┛ ㈻゛ⵏ⊗ㅟ ⶇ⯋ ㈧㤃ル ㈣㯛≄Ⰳ ᚫᵐ 

䀃ឋ, ᛈ㝟㈃ AR ឧ VR ㊯䄃 ⶇ ㈻゛ⵏ⊗ㅟ 䀔⯜ 

ឧ◧ て ⳃ ㈳ㇷ ➟㎫ᶏ. 

 

㎧㋇た 

CAVE, 㑈ᛀ䂯ⶏ, ᚫ⭬䂯ⶏ, 䄀㉐䂯ⶏ, ㈣㯛≄Ⰳ, 

ハ⢷㋈㵣㠿㊬, た㾷㦫Ⰳ, ╛㈰䃀 

1. ⯇ ⌋ 

1.1 ⛛ᝨ 

1992 ᯯ ㈧ᰣᾇ ᶫ䀄 ⶇ㤟ឋ ㊯㈻ ⶇᚬ䃿 

゛᠗ⶏほ⯇ ᛇ⛇ệ CAVE[1] (Ẅ䃀 ㈻Ẅ ᚫ⭬ 

䄃ᝨ)ᴿ 䅯┟ 㾯⌇㋈Ⰳ ᣛ⛃㈃ 4┟㈃ ╛㈰䃀(Ẅ䃀) 

ⵏ㬗ほ⯇ ⭗ㅔ㈻ ㎼ ⶇᚬ㈃ ガ⭬ ᚬ ┟ほ 

㾯⌇㋈Ⰳ ⶇ㧇, ⭗ㅔ㈻ᚫ 3D ㈰㝟⌇ ᚫ⭬ ហᚯ 

㝟䂃䀋 ⳃ ㈳ᴿ ╛㈰䃀 ᚫ⭬䄃ᝨ ⶇⵏ㰇ᶏ. 䅯ほ 

CAVEᴿ 2014ᯯ㑫ṯ Eon⭗㈃ ICube CAVE[2] 

ᾜ ᶏ〼䀇 ╛㈰䃀 ᚫ⭬䄃ᝨ ⶇⵏ㰇⌇ ⭬ㅔ䃿ểた 

ⰷᛇểた ヿᶏ. ⊛ ╛㈰䃀 䄃ᝨ Video Wall㝃⊧ 

㞳ᶫ䃀 ⓫㶛 ⵏ㬗 䄃ᝨ㈃ ᣛⳋᛇ⛇ ᣛṯ 

䀃カᶏ. ᢣ⊗ᭃ, 㾯⌇㋈㯛㈃ ᭙ ⛈ᣛル ⛇ゟ, 

ᢣឋ ◟ᶫ ㌛┰㈃ ᚯ⯘ ガ䁐⌇ ᣛ㌟㈃ 㾯⌇㋈㯛 

ᣛ⛃㈃ CAVE 䄃ᝨ ⛔ⱌ ㋇㈼ 䄃ᝨほ⯇ ᚫ⭬䂯ⶏ 

㋇㈼ ⶇⵏ㰇⌇ 䄇ㅔ䀃ᣛほᴿ ㋇〨 ⑹ᶏ. 

㠇ᢧ ⛃ṯ㝟 ⚺ LEDⵏ㬗 ᣛⳋ ᛇ⛇㈃ ⛇㊯⌇   

⑳㬗⌇ ⭗㐳㈃ LED ⵏ㬗 〼⭛ ểた ᣛ㌟㈃ 

㾯⌇㋈㯛 ᣛ⛃ ⶇⵏ㰇 ᶫ㝟䀃 ╛㈰䃀 ᚫ⭬䄃ᝨ 

ᭃ ូឋ ⭗ᵳ㑫ほṯ ㊬ᢤ 䄇ㅔểឋ ㈳ᶏ. 㵤䈳, 

2019ᯯ 㧿⌇ᭃ 㹇ḛ⚤ 䅯 ⛔ⱌ ㋇㈼ 䄃ᝨほ 㞳ᶫ䃀 

LED ⵏ㬗 䄇ㅔ䀇 XR(eXtended Reality, 䄀㉐ 

䂯ⶏ)㋇㈼ ⛔ⱌ ㋇㈼ほ ㊬ᢤ 䄇ㅔểឋ ㈳┛, 

XR ㈃ 㵤㒀⌇⯇, ᣛ㌟ CAVE ⶇⵏ㰇ほ⯇ᴿ 㾯⌇ 

㋈Ⰳ ガ ㄣ⠫㈃ ガ ᣛ㌟ ㉐㤃ᚫ ᢣᶫ⌇ 

ᰣ㡇ể㑫⑷, CAVE ほ XR ᣛⳋ ㊬ㅔ䀃┟ ᢣ 

ㄣᚬ AR 䄀㉐ ᢣ≃㿨⌇ ᣫぱ 䀔⯜ⶇ㭗 ⳃ 

㈳ᴿ ㉐㊻ ㈳た XR CAVE ⛔ⱌ㋇㈼㈃ ᚫ⭬䂯ⶏ 

䄃ᝨ⌇ ⭗ㅔ 䀃ṯ ◟ᚫ ぱᶏ.  

1.2 㵤㒀 

㐴, ᣛ㌟㈃ CAVE ᴿ 㝟䂃㈻ ㎼㈃ ᢣ≃㿨 㼇㡇 

ⶇⵏ㰇 ♫⌇ ⛔ⱌ ㋇㈼ほ 䄇ㅔểᣛ ㆯ䀟⯇ᴿ ⛔ⱌ 

㋇㈼䄃ᝨ㈃ 㤟⓿∧ ᣛ㎫⌇ ᢣ≃㿨 㼇㡇 ⳃ㋀ểឋ 

㑯䀴㈻ ⶇ ᢣ ㄇឌほ 㬗 た䀓 ぱᶏ┟, ᣛ㌟㈃ 

㬗⌇⑳㭏 ⵏ㵇᾿ハほ⯇ ㎧❫㈃ た⁏ ᚫ⭬䄃ᝨṯ ➧ 

ⳃ ぱᴿ ⢿⎓㹃㈣㶰 䄃ᝨ ᵳ∧ XR CAVE⿳ほ⯇ 

㑯㒇 ᚫ⭬䄃ᝨ ➟┟⯇ 㑯䀴 ᚫᵐ䀃 ╛㈰ᚻ, 

VRᛈ㝟 ル㈃ ⶇ⯋㈧㤃, 㑬ឫ㊬ ゛ᣛ Ẅ⯋ ㈣ⶈ ᾜ 

ᚫᵐ䀟 㑯ᶏ.  

ᢣル ᛄ ㉐㊻ ㆯ䀟, ㅛᴿ ᣛ㌟㈃ 㾯⌇㋈㯛 

ᣛ⛃ CAVE 䄃ᝨ ⛔ⱌ㋇㈼ 䄃ᝨほ⯇ṯ ⭗ㅔ䀋 ⳃ 

㈳ṯ⌈ LED ᣛ⛃ XR 䄃ᝨ⌇ ᛇ⯋䀃ឋ, ᢣ≃㿨 

䄀㉐ ᣛⳋ ㊼╔䀃 ᣫぱᴿ ᚫ⭬䄃ᝨ 㼇㡇 

ⶇ㭏ᴿ ⶇⵏ㰇 ᠗㡀䀃カᶏ. ₻, CAVE ほ⯇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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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㈣㯛≄Ⰳ ᚫᵐ䀃ṯ⌈ ូ䀄ⶈ ⣯㨃 㠿㊬ 

㉐㤃 ゛Ẅ䀃, 㹇䃀, ⚣ᵳ⑳㦏ㅔ, 㷓ᾇ䃀, 㹇╓Ⰳ 

㈣ⶈ 㱠䀃 ⭗ㅔ㈻ᚫ ᶏ〼䀇 ᚫ⭬ ᛈ㝟ル 

㈻゛ⵏ⊗ㅟ ㈣㯛≄Ⰳ ᚫᵐ 䀃ṯ⌈ ㄿⰷᣛⳋ ᛇ⛇ 

䀃カᶏ.  

ᢣᜮ ㅔ䀃 CAVE 䃀 LED ⵏ㬗ほ 㼇㡇ệ 

VR ハ⢷㋈㵣ᚫ LED  㴫たᭃル ㈻゛ⵏ⊗ㅟ AR 

ハ⢷㋈㵣⌇ ❫䄃ểᴿ ěㅫ㑬ᴿ AR 㦗⑬⛀ⵏĜ 

ᛇ⛇䀃カឋ, ⚣ᵳ⣯㨃 ⑳㦏㈃ ㆯ㤃ル 㦗⑬ᝨᝯ 

⭗ㅔ㈻ ㅫ㑬㈯ほ ゛Ẅⶇ㭏ᭃ ⰻ ❫ᝨ䀋 ⳃ 

㈳ 䀃カᶏ.  ᝨᝯ ᣛ㎫⌇ ㈣㯛≄Ⰳ ㎼㈣ 

ᚫ⭬ハ⢷㋈㵣ᚫ AR ឧ LED VR ⌇ ㊯䄃ểた 

㑯䀴㈻ル㈃ ㈻゛ⵏ⊗ㅟ ᚫ⭬䂯ⶏ 䀔⯜ 㨃㯻㣋 ⑷ᾏ 

ⳃ ㈳ᶏ.  

 䄀㈣䀃ᣛ ㆯ䀃, 㹇䃀 ⣯㨃 ⑳㦏 ㉐㤃㈃ 㹇 

╓Ⰳ㈣ⶈឧ ㆯ㤃㠿㊬ 㱠䀟 ᚫ⭬ ハ⢷㋈㵣 

㈻゛ⵏ⊨ ㋇た ᚫᵐ䀇 ě╓Ⰳ㾷⌇ た㾷㦫ⰃĜ 

ᛇ⛇䀃カᶏ.  

 ➣ ᰧ◣㈃ ᠗⯜ ᶏㇷឧ ᛄᶏ. ⶇⵏ㰇 ᠗⯜, 

ㄿⰷᣛⳋ, 㵤㒀, ╓Ⰳ㾷⌇ た㾷㦫Ⰳ ᛇ⛇ ⚺ ᢣ 

ឧ ⯏┰䀃ឋ, ⌋ ⚺ 䁐䅯 ᝯ䄸⌇ 

⑳◟䀃ឋ㈻ 䀇ᶏ.  

2. ➣◣ 

2.1 ⶇⵏ㰇᠗⯜ 

ᢣ⑧ 1  ⶇⵏ㰇 ᠗⯜ṯル ᢣ ᛇṯ ➟㎫ᶏ. 

ⶇⵏ㰇 ╛㈰䃀 LEDᢣ≃㿨 㼇㡇 ㉐㤃(ケ┟ឧ ㋀┟, 

1.875pitch, ⚿ᶐ 2.5pitch) ូ䀄ⶈ 㤟⓿∧ 㠿㊬㉐㤃 

(RedSpy by Stype), っで ᣛ⛃ ឋⰸ ⊷᷿⑬ ⓣⶋ 

(Disguise[3] RX2), ⚣᾿た 䀔⯜ 㼇㡇㉐㤃 (Disguise 

Gx2c), ូ䀄ⶈ ⑳㦏 㠿㊬㉐㤃(Follower by Stype 

[4])⌇ ᠗⯜ệᶏ. ូ䀄ⶈ ⑳㦏 㠿㊬㉐㤃ᴿ CAVE ㈃ 

4 ┟㈃ ⭬ᶓ ᧘㑫㊻ほ ូ䀄ⶈ 㤟⓿∧ᚫ ⯏㤃ểた 

⣯㨃(Beacon LED)⑳㦏ᚫ 㠿㊬ệᶏ. ⣯㨃⑳㦏㈃ 

㬗ᣛᚫ ㈼ 䃿┟ほ ⵗ㑫 ⿵ឋ 䇟ᶫ䀃ᣛ 

㹣䀃┛ ㈻㝟 LED  ⛇ូ䀃 ㈣ⶈ␋ ㌶ᶏ. 

ᛇṯほ ➟ᾚ CAVE ㈃ 4 ┟ LED ᣛ⛃㈃ XR 

ⶇⵏ㰇 ᣛ⛃⌇ ㈣㯛≄Ⰳ ⚺ 㤟⓿∧ ㎼㈃ 

LED᭟⠫ VRឧ ㄣ⠫ 䄀㉐ AR 㱠䀃 ᣫぱᴿ 

䄀㉐ ᚫ⭬䂯ⶏ ㋇㈼ ᚫᵐ䀃ᶏ.    

2.2 ㄿⰷᣛⳋ ᛇ⛇ 

⭗ㅔ㈻ ㈣㯛≄Ⰳ ㆯ䀟 ូ䀄ⶈ ⣯㨃⑳㦏 㠿㊬ 

㉐㤃 㱠䀃 LED 㯛㤃 ⚺ AR/VR ᛈ㝟ル 

㈣㯛≄Ⰳ ᚫᵐ䀃ᣛ ㆯ䀇 ㄿⰷᣛⳋ ᛇ⛇䀃カᶏ. 

ᛇ⛇ệ ㄿⰷᣛⳋ ᶏㇷឧ ᛄᶏ. 

- ូ䀄ⶈ ⑳㦏 㠿㊬㉐㤃ᾏ㈃ ㆯ㤃, 䄷㊯ ㋀➟ 

⛆ ⳃ ㈳ᴿ 㱠ⶋ㈣㯛㹃ⵏ ╓έ ᛇ⛇ 

ᢣ⑧ 1 ⶇⵏ㰇 ᠗⯜ ⚺ ᛇ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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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㤃❯ ⳃⶋ ㋀➟ ᣛ⛃⌇ Ẅ, 䄷㊯, 

㉐㤃ᚯ ᛈ㝟 ㊯ᶗ, ᛈ㝟 ⯋㮈❏㵣, ᛈ㝟 ㋇た 

❏㵣 ᾜ ㅷ㬗㾷⌇ ⯏ᝯ ⚺ 㝃 ╓έ ᛇ⛇ 

- ⚣ᵳ⣯㨃 ᣛ⛃ ᝨᝯ ㅫ㑬ᴿ AR 㦗⑬ ╓έ 

ᛇ⛇ 

- Meta-Cave ㇼㅔ た㾷㦫Ⰳ⌇⯇ ╓Ⰳ 

㾷⌇ た㾷㦫Ⰳ ᛇ⛇ 

 

ᢣ⑧ 2 ᛇ⛇ほ ⭗ㅔệ 㷗, ⚣ᵳ⣯㨃, 㷓ᾇ䃀 ㋇た 

㉐㤃 

ᢣ⑧ 2 ㈃ ូ䀄ⶈ ⑳㦏 㠿㊬㉐㤃㈣ ⚣ᵳ⣯㨃, 㹇, 

㷓ᾇ䃀 㠿㊬㉐㤃 XR CAVEⶇⵏ㰇ឧ ゛Ẅ ⶇ㧛ᶏ. 

⚣ᵳ⣯㨃㈃ ㆯ㤃ᴿ ㅫ㑬ᴿ AR 㦗⑬ ᝨᝯ┟ 

㋀䀃ᣛ ㆯ䀟 ⭗ㅔể┛, 㹇 LED VR ほ 㼇ⶇệ 

ᛈ㝟 ⭗ㅔ㈻ᚫ 㑬㊼ ➟┟⯇ ⯋㮈䀋 ⳃ ㈳ 䀃カᶏ. 

⯋㮈ệ VR LED㈃ ᛈ㝟ᴿ ⭗ㅔ㈻㈃ ㊯┟ ARᛈ㝟⌇ 

㊯䄃ểた ᭃプ ⳃ ㈳ 䀃カᶏ. 㹇ほᴿ ✯㵧 ❏㵣 

⛇⮈䀋 ⳃ ㈳た, ✯㵧 Ჷ⋣ ᝨㅛ ⯋㮈ểឋ ᰾〃 

ᝨㅛ 㵤㋀ ㆯ㤃ほ ᰾㈧ ⳃ ㈳ ᛇ⛇䀃カᶏ. 㷓ᾇ䃀 

㉐㤃ᴿ ㆯ㤃ル 䄷㊯ ᚫᵐ䀃 ᚫ⭬ ᛈ㝟 㷓ᾇル 

゛Ẅị ⳃ ㈳ 䀃 ⭗ㅔ㈻ᚫ 㑬㊼ ㅫ㑬 ㆯ㤃 

Ẅឧ 䄷㊯ ᚫᵐ䀃 ᛇ⛇ 䀃カᶏ. ₻, 㷓ᾇ㈃ 

㯛㤃 ㈣㯛㹃ⵏ ᛇ⛇䀃 CAVE ᭟㈃ 㨃㯻㵣 

㋇た䀋 ⳃ ㈳ 䀃, コ ᾏた, 㵤㋀ ❏㵣 

䃣㡇䀃 CAVE ᭟ 㵤㋀ ᛈ㝟ᭃ ᚫ⭬䄃ᝨ 

ⶏⶇᚯ⌇ ㋇た䀋 ⳃ ㈳ 䀃カᶏ. 

⯋㮈ệ ᛈ㝟ᴿ ⚣ᵳ⣯㨃㈃ ㆯ㤃ほ ゛Ẅểた ㅫ㑬 

ᴿ AR 㦗⑬⛀ⵏ 㱠䀃 ⑷ᾏた㑫ᴿ 㫻⢷ ᝨᝯ 

┟ ᣛ㎫⌇ LED VRឧ AR⌇㈃ ㈻゛ⵏ⊛ ㊯䄃 

䀔⯜ ᚫᵐ䀃 䀃カᶏ. 㐴, ⚣ᵳ⣯㨃 㱠䀟 ⭗ㅔ㈻ 

㈃ ㆯ㤃ᚫ 㠿㊬ ị ᝨㅛ ⭗ㅔ㈻㈃ ㆯ㤃 ᝨᝯ⌇ LED 

VR ឧ AR ⌇ 㼇㡇ệᶏ. ⊟ ᝨㅛ, ⭗ㅔ㈻ 

ᣛ㎫⌇ ᚫ⭬ ᛈ㝟ᚫ ⭗ㅔ㈻ ほ ᚫ⑧ ⭬㮇ほ⯇ 

㊯ᝨ AR⌇㈃ ㊯䄃 㼇䂯 ㈻゛ⵏ⊨ᶏ.  

ῷ ㎼ㄿ䀇 ᜮ ㋀䄀䀇 㤟⓿∧ ➟㋀ 㿯ㄿ䀃┛ 

㤟⓿∧ 㠿㊬ ⚺ ㋀䀔 ㎼ほ ῇ⊳ 㠇ⰷ䃿 䀃〧 

䀇ᶏ. 㤟⓿∧ ➟㋀ឧ ῇ⊳㈃ ㋀䄀⯜ ➟㉐ể㑫 

⿵┟, LED VR㈃ ᛈ㝟ル AR㈃ ᝤ㝻 ➟㈯ ➟ 

䀔⯜ ឧᚫ ㈻゛ⵏ⊨㑫 ⿵ ⳃ ㈳ᶏ.  

 

 

ᢣ⑧ 3 ⚣ᵳ⣯㨃 ゛Ẅ ㅫ㑬ᴿ AR㦗⑬⛀ⵏㅔ ᢣ≃㿨 

ᛈ㝟 㦗⑬ 䀔⯜ ឧ 

2.3 ╓Ⰳ㾯⌇ た㾷㦫Ⰳ ᛇ⛇ ⚺ ឧ 

 

ᢣ⑧ 4 Meta-Cave 䄃ᝨ 

ᢣ⑧ 4 ᴿ 4 ┟ LEDⵏ㬗ឧ 䀔⯜ệ ᢣ≃㿨ガ⭬, 

㤟⓿∧ ⶇ㊻ほ⯇ ᛇ⛇䄃ᝨឧ 㱠䀔 ㅟガ 䄃ᝨ㈃ ᠗㡀 

ឧ ➟㎧ឋ ㈳ᶏ.  

 

ᢣ⑧ 5 ᛇ⛇ệ ╓Ⰳ㾷⌇ た㾷㦫Ⰳ 

 CAVE ⶇ゛ ㆯ䀇 㾯⌇㱋㭫㈰ ╓Ⰳ㾷⌇ 

た㾷㦫Ⰳ ᛇ⛇䀃カᶏ. ⭗ㅔ㈻ᴿ 㹇㈃ ㌷ㅛ 

ⵏ㬗⊗⤄ ╓Ⰳ 㱠䀟⯇ ᭃゟệ ᚫ⭬ ᛈ㝟ᾏ 

ⵗ∧ᾇ ◟⤄ⶇ㭓 䅯 㵤㋀ ᛈ㝟 ⯋㮈䀋 ⳃ ㈳ᶏ.  

㼇 1ᴿ ᚬ ᶓᝯ❯ Ẅ㈼ 㝃᭟ㅔ ➟㎫ᶏ. 

㼇 1. ╓Ⰳ㾷⌇ Ẅ㈼ ᶓᝯ 

1 2 3 4 5 

㹇╓Ⰳ(⯋㮈) ⯋㮈(VR) Ẅ(AR) ᰾ᣛ Ẅ 

6 7 8 9 

ᛈ㝟㷓ᾇ㋀䀔 㷓ᾇ⯋㮈 㷓ᾇ䄷㊯ 㷓ᾇ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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ᢣ⑧ 6 ╓Ⰳ㾷⌇ Ẅ㈼ ᶓᝯ 

⯋㮈ệ ᛈ㝟ᴿ 㷓ᾇ⌇ ➟᭟た 㷓ᾇ 㱠䀃 Ẅ, 

䄷㊯ ᚫᵐ䀃ឋ, 㷓ᾇ㈃ 㯛㤃 UI  㱠䀃 ᛈ㝟 

ほᵳ⓿Ⰳ ⶇ㭏ᭃ ᶏ␣ ᛈ㝟⌇ ⚿ᩣᴿ ᾜ ᶏ〼䀇 

❏㵣 㝃䀋 ⳃ ㈳ᶏ.  

 

ᢣ⑧ 7 ㅫ㑬ᴿ AR㦗⑬⛀ⵏ ㇼㅔ ឧ 

ᢣ⑧ 7  ⭗ㅔ㈻ ᣛ㎫⌇ ᛈ㝟 䄷㊯ ⶇ㭏 

᷿∧ṯ ㅫ㑬ᴿ AR 㦗⑬⛀ⵏ 㝃⌇ ᛈ㝟ᚫ LED 

VR ឧ AR  ハᚫ┛ 〉⌇ ㈻゛ⵏ⊨  䀔⯜ồ 

⿷ ⳃ ㈳ᶏ.  

3. ⌋ ⚺ 䁐䅯 ᝯ䄸 

➣ ᰧ◣ほ⯇ᴿ LED ᣛ⛃㈃ XR CAVE ⶇⵏ㰇 

⯏┰䀃カᶏ. ᣛ㌟㈃ XR ⶇⵏ㰇ឧ ㈣㯛≄Ⰳ ㆯ䀇 

ᶏ〼䀇 㭫㈰㈃ ូ䀄ⶈ ㆯ㤃 㠿㊬㉐㤃㈃ 㱠䀔 

㱠䀃, ᛇ⛇ệ ╓Ⰳ㾷⌇ た㾷㦫Ⰳ ឧ⌇⯇ XR 

CAVE 䄃ᝨほ⯇ ⭗ㅔ㈻ᚫ 㑬㊼ ➟┟⯇ ᢣ≃㿨 

ᛈ㝟ル ㈣㯛≄Ⰳ 㹣䀃ឋ ₻, 㤟⓿∧ ⶇ㊻㈃ 

XR 䀔⯜ 㑫ㅻ䀃ᣛ ῷ◣ほ ⛔ⱌ㋇㈼ほ⯇ XR 

CAVE 䄇ㅔ䀃ᣛほ ◣㋇ᚫ ぱㇷ ⿷ ⳃ ㈳ᶏ. 䁐䅯, 

㌛┰ឧ㈃ ゛Ẅ, ⚿ᶐ 㼳㑳 ᛇ⯋, ᚫ⭬㤻㯛 ᾜ 

ᶏ〼䀇 ⶏᚻ 㨃㯻㣋ル ゛Ẅ䀇 CAVE 㨃㯻㣋 

ᛇ⛇䀋 ᝯ䄸ほ ㈳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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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확장현실 기술에 기반한 상호작용 가능한 전시는 

과 그림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적 전시의 

개념을 체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상호작용 

요소가 단조로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존 전시의 

한계를 극 하고자, 전시물과 관람  간의 부한 

양방향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Offline-Onsite-

Online(3O) 관 참여형 XR 전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전시의 정보를 유지하며 관 에게 

부가적인 미와 정보를 전 하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현장(Onsite) 전시, 공간의 제약을 

극 하여 어디서든 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의 온라인(Online) 전시를 

개발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확장현실 상의 

상호작용 결과를 로그래피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Offline)에 전시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사용자가 오프라인 전시의 소비자이자 생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한국자연사 

박물관과의 업을 통해 시범 전시 콘텐츠로 개발 

및 시연되었다. 

주제어 

가상전시, 확장현실, 로그래피 

 

1. 서 론 

단순히 소장품을 전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  

기존의 전시는 디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전시로 변화하고 있다. 전시물의 내부 

모습을 볼 수 있고 전시물을 만졌을 때의 감을 

느  수 있는 전시가 제안된 바 있으며[1], 특히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해 실제 박물관의 

전시를 온라인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가상 

체험을 게 아볼 수 있다[2][3]. 이 외에도 

사용자 체험형 전시로서 다양한 가상현실 전시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의 가상현실 기반 

전시들은 시각화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단순한 

상호작용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4].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 XR 기반 전시의 한계를 

극 하고 관람 이 전시물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습 할 

수 있는 전시 형태를 고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물관의 전시물이 다양한 종류의 확장현실에서 

재구성되며 관람 의 전시 참여 결과가 다시 

박물관의 전시물에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3O(offline-onsite-online) 전시 프레임 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3O 전시 프레임 크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현장(onsite) 전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및 로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오프라인 박물관 전시 콘텐츠를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자연사박물관과의 업을 통해 시범 

전시의 형태로 일반에 시연되었다. 

2. OFFLINE-ONSITE-ONLINE 전시 

그림 1 에서 사하는 바와 같이 3O 전시는 

전시관의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오프라인 

전시와, 실제 전시관에 가상 환경이 증강된 현장 

전시, 그리고 실제 전시관과 독립된 온라인 환경의 

전시로 구성된다. 3O 전시 프레임 크의 오프라인 

전시는 기존 과 그림 형태의 전시물 이외에 

상호작용 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전시까지도 

함한다. 현장 전시의 경우 오프라인 전시의 

정보를 보존한 채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  효과적으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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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전시의 경우 

기존 전시 콘텐츠를 전시관 이외의 공간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 및 온라인 전시는 오프라인 전시의 콘텐츠를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여 관람 에게 전시물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기 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보 전 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장 및 

온라인 전시에서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결과를 

다시 오프라인 전시에 반영함으로  전시 

콘텐츠에 개별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전시는 동일 리소스에 기반하여 구현되기 

때문에 전시 종류간 사용자 경험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개발 시간 및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 할 수 있도록 한다. 

3O 전시 중 현장 전시는 기존 시각적 정보에 가상 

물체를 정합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온라인 전시의 경우 가상현실 기술로 

구현된 가상 박물관에서 실제 박물관에 방문한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전시는 로그래픽 디스플레이 및  추적기를 

사용하여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기반의 전시에 

버 가는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가정된 전시 환경에서 3O 전시를 구현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HCI 주안점 및 이를 후술할 

실제 전시 콘텐츠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nsite(AR) 증강현실 기반의 콘텐츠에서 가상 

물체의 현실 세계와의 연결성과 정합성은 

관람 의 사용성에 큰 영향을 미 다. 제안된 

텐츠에서는 가상과 현실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람 과 상호작용 가능한 좌표 

교정(calibration) 방법을 함하였다. 현재 

중화된 증강현실 장비는 제공하는 시야각이 

은 편으로, 이를 극 하기 위해 중요한 물체가 

관람 의 시야를 따라오도록 하였다. 또한 별도의 

트 러 하드 어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작용을 

위해 동작을 활용하는 편이 로 상호작용의 

빈도와 특 에 적합한 동작을 고안하여 

관람 이 직관적이고 편안하게 가상의 전시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nline(VR) 가상현실 기반 전시에서는 전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가상 

박물관을 구현하였으며, 본 콘텐츠에는 드 

트 러를 함께 사용하여 실제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모사한 상호작용의 직관성을 높였다. 또한, 

상호작용 시 트 러의 진동 각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재감(presence)을 제공하였다. 

Offline(Holography) 입체적 영상을 더 하기 

위한 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입력 

장치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 전시물로서 

해당 디스플레이가 상호작용성을 추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관람 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비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전시에 

상호작용성을 부여하고 관람 의 미를 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3O 전시 프레임 크의 개요. 모나이트 

전시물로부터 offline-onsite-online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시하는 방법을 본 그림과 같이 제안한다. 

Onsite 전시는 AR 기술을 활용하여 전시관 공간 내에서 

관람되며, 온라인 전시는 VR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의 

제약을 극 하여 어디서든 체험될 수 있다. 관람 이 

전시 체험 후 생성한 결과물은 다시 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 전 되어 offline 전시에 반영될 수 있다. 

이때 onsite 전시의 AR 환경과 online 전시의 VR 

환경은 3D 모델 및 더  기술, 텐츠의 시나리오와 

같은 리소스를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개발사 : 모나이트 전시 콘텐츠 

 

그림 2 한국자연사박물관의 중생  화석 전시관 

3O 전시 프레임 크의 주된 목적은 전시에 한 

관람 의 참여를 높이고 새로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여 관람 의 지식 습 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본 프레임 크를 통해 개발된 전시의 주된 

상은 과 그림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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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에 미를 느끼기 어려운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같은 어린 연 층이다. 우리는 

한국자연사박물관과의 업을 통해 시범 전시를 

기 하였다. 모나이트 화석은 중생 의 표준 

화석으로의 가치가 있으며 그 수가 많아 다양한 

박물관에서 아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자연사박물관의 중생  

화석전시관(그림 2)에 전시 중인 모나이트를 

주제로 이를 3O 전시 프레임 크에 기반하여 시범 

전시로 구현하였다.  

본 전시물은 다음 요소들에 한 정보 전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모나이트의 번성 및 종 과정을 

시나리오와 가상 환경의 변화를 통해 

전 한다. 

• 화석 기 상호작용을 통해 모나이트가 

번성했  고생 와 중생  시 의 해저 

화석 종류를 설명하고, 모나이트 화석을 

직접 아보도록 함으로  특유의 외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나이트와의 화 및 색  하기 

상호작용을 통해 모나이트의 생태, 

무조개와의 고생물학적 유사성, 

모나이트의 이형종, 화석의 보석화를 

설명한다. 

3.1 Onsite: 증강현실 (AR) 

 

그림 3 증강현실 기반 전시를 체험하고 있는 관람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실제 외부 환경과 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의 정보가 외부 환경에 증강된 

형태로 전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현장전시에서는 과 그림의 형태로 

전 되는 기존 오프라인 전시의 효과를 보존함과 

동시에 3 차원 애니 이션 및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부가적 정보 전  및 미 유발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3 에 보인 바와 같이 

양안 시차에 기반하여 로그램을 증강할 수 있는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mounted 

display)인 Microsoft 사의 HoloLens 2 장비를 

활용하여 관람 이 별도의 도구 없이 가상의 

전시물과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증강현실 전시를 구현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가상 환경이 현장의 전시물과 

조화된 상태로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HoloLens 2 를 함한 다수의 

증강현실 제공을 위한 헤드마운트 장비는 공간 

인식(spatial awareness) 기능을 활용하여 물리 

공간 상에서의 장비의 위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관람 의 신장 및 체험 시작 

지점 등이 매번 라지기에 누적되는 공간 인식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좌표 교정 차가 필요하다. 

가상 환경의 좌표계와 물리 세계의 좌표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두 공간을 매개할 수 있는 

물체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을 그 매개체로 

활용한다. 관람 의 은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동시에  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그 위치와 방향이 

가상 공간 상의 좌표로서 함께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람 이 전시장의 특정 위치에 을 올려 

는 상호작용을 통해 가상 공간의 좌표를 실제 

전시장과 동기화하면서도 관람 이 능동적으로 

전시를 발시키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 관람 에게 처음 제시되는 리얼 장면. 

관람 의 시선을 따라오는 자막을 볼 수 있으며 단계를 

진행시키기 위한  동작 기반 상호작용 방법에 한 

안내가 제공된다. 자막을 다음 단계로 기기 위해 한  

바 을 다른  검지로 치는 동작을 사용한다. 

 

그림 5 색  단계에서 사용되는 상호작용. 할 색 을 

선택하기 위해 한 을 펴고 다른  검지로 원하는 

색 의 구를 치는  동작 기반 방식을 사용한다.  

동작은 레트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학습의 노력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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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전시가 시작된 이후 관람 은 크게 두 

종류의 방식을 사용하여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하나는 가상 물체에 다가가거나 그것을 

직접 만지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동작을 

활용하여 특정 기능을 발시키는 방식이다. 

전자는 인간이 현실의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유사하여 별도의 학습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간상의 어떤 물체나 

위치를 특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관람  특정 동작과 기능간의 자의적 

관계를 학습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물리적 

제약 없이 원격의 물체를 조작하거나 공간상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속성을 변경하는 등의 

상호작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시는 자막과 음성의 형태로 제공되는 

내레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자막은 

라디 뷰 버(radical view solver)를 사용하여 

관람 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함으로  

어느 위치와 방향에서도 전시 내용과 지시 사항을 

치지 않도록 한다.  

관람 은 동작 기반 방식을 사용하여 자막을 한 

단계 진행시키거나 그리기 단계에서의 색 을 

선택할 수 있다. 전시 관람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호작용은 자막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관람 은 일정 거리만  어진 자막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신 그림 4 에 사된  동작을 

사용함으로  전시를 체험할 때의 피로감을 일 

수 있다. 추상적인 개념인 색  또한  동작 기반 

방식으로 선택 가능한데, 현실에서 레트의 

색 을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설계된 동작(그림 

5)을 도입하여 학습을 위한 관람 의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화석 기 상호작용은 관람 이 가상 공간을 

다니며 다양한 화석을 고 으로 만지는 

동작(그림 6)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관람 이 

화석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관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모나이트 외 다른 화석을 발 한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간 히 소개하며 본 전시가 

박물관 내의 다른 전시물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 은 모나이트 데기의 색  하기 

상호작용에서 관람 이 검지 가 을 어 

모나이트의 표면에 가 다 으로  해당 

영역을 색 하는 장면을 보인다. 이러한 

상호작용들에 한 파일  실험에서는 관람 이 

주로 처음 시작한 방향에서만 모나이트를 

색 하는 것을 발 할 수 있었다. 모나이트의 

데기가 좌우가 인 점에 기반하여 관람 이 

데기의 한  면을 색 할 때 자동적으로 반  

면에도 동일하게 색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로그램 아 아리움(§3.3 참조)에서도 관람 이 

자신의 작품을 더  게 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 바 속에서 모나이트 화석을 는 장면. 

으로 해당 화석을 만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림 7 증강현실 기반 전시에서의 색  하기 상호작용 

 

3.2 Online: 가상현실 (VR) 

 

그림 4 본 콘텐츠에서 구현된 가상현실 속 가상 박물관 

가상현실은 가상물체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현실과 

완전히 독립된 3 차원 환경을 의미한다. 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전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비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Meta Quest 2 장비를 

활용하여 한국 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을 

가상현실로 가 와 실제 박물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상 박물관(그림 8)을 관람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장전시의 리소스를 활용하여 

그 콘텐츠를 가상 박물관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현실의 특 을 활용하여 몰입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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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기반의 상호작용 방식이 더 자연스러운 

증강현실 콘텐츠와 리 가상현실 콘텐츠에서는 

트 러를 사용하여 가상 전시물과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트 러 

기반 상호작용은 이미 중적이기에 관람 이 

한 학습 차 없이 게 활용할 수 있으며, 

색  하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상호작용에서는 을 사용한 상호작용 방법보다 

더  직관적이다. 본 가상현실 콘텐츠에서는 

트 러의 버 을 러 전시를 단계별로 

진행하며 증강현실 콘텐츠에서의 의 역할을 

트 러가 체한다. 색  하기 

상호작용에서는 트 러의 조이스 을 이용해 

페인트의 색상을 변경하고 트 러를 처  

사용하여 도구의 역할도 하게 하며 트 러로 

각 피드백을 제공하여 관람 에게 더  

실감나는 전시 체험을 제공한다 

3.3 Offline: 로그래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오프라인 전시는 기존 

단방향 오프라인 전시의 한계를 극 하고 관  

참여의 결과를 새 게 전시에 활용하는 로그램 

아 아리움을 함한다. 관 이 제작한 전시물을 

더  실재감 있게 전 하기 위해 영상을 

입체적으로 가시화하는 로그래피 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Looking Glass 사의 Looking 

Glass 16”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light field 

display)를 사용하여 보조적인 어러  장비 없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3 차원 시각화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관람 이 확장현실 전시에서 직접 색 한 

모나이트를 디스플레이에 배치하여 디스플레이 

공간이 3 차원 어항처  보이게 한다. 관람 이 

색  하기 상호작용을 마  후, 그 색 된 

모나이트 스처가 로그램 아 아리움으로 

시 전 되며, 이를 바 으로 3 차원 어항이 

새 게 구성된다. 이를 통해 관람 은 전시물의 

소비자뿐만이 아  전시물의 생 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본 프레임 크에 기반하는 

여러 전시물들이 각각의 개별성과 독 성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시각적인 

전시물로만 활용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콘텐츠 역할도 하도록 그림 9 에 사된 바와 같이 

관람 의 을 추적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도입하여 어항 속의 모나이트가 관람 의 을 

따라오는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Looking Glass 16”의 디스플레이 공간 주변에서 

을 지하는 Leap Motion Controller 를 

디스플레이 앞 에 배치한다. 

어항 속 모델에 사용되는 사용자화된 스처는 

동일한 스처에서부터 시작되고, 사용자가 

모나이트 색  하기 상호작용 단계에서 

모나이트의 한  표면에만 색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람 이 여러 작품들 중 자신의 것을 

알아채기 어 다. 본 콘텐츠는 여러 사용자의 

작품을 동시에 수용하면서도, 마지막 사용자가 

어항 속 모나이트 중 자신의 작품을 다른 

작품들과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각화 및 

상호작용 방법을 제안한다. 어항 속의 모나이트 

개체는 최근 그려진 개체와 그 이전의 4 개의 

개체로 구분된다. 최근에 그려진 개체는 더 크고 

가까이 위치시  부각하고, 디스플레이 좌표로 

사영된 의 위치를 따라오게 한다. 그 외의 

개체들은 5 초 단위로 바 는 임의의 목표 위치를 

따라 이동시 다. 사용자가 직접 그린 면의 

반 면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3.1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림이 자동으로 적으로 

그려지도록 하여 사용자가 큰 노력 없이도 자신의 

고유한 스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 로그램 아 아리움 콘텐츠를 위한 Light field 

display 와 Leap Motion 기기 구성 

하나의 장비를 사용하여 다수의 관람 에게 

동시에 입체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여러 관람자가 방문하는 박물관에서 그 장점이 

극 화될 수 있다. 다만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에 비해 영상을 제공하는 

방향이 제한되는 등 평면 디스플레이의 단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기타 확장현실 

장비에 비해 표준으로 알려진 상호작용 기기나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편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light field display 기술의 

심이며, 해당 기기의 중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박물관의 전시를 더  성하게 

만들 수 있는 관 참여형 3O 모나이트 

전시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공통된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작된 전시콘텐츠는 

현장전시와 온라인전시 모두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상호작용 

결과물을 또 다른 전시에 활용함으로  유기적인 

전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안된 콘텐츠는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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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의 형태로 시연되었으며 콘텐츠가 상으로 

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 의 관람 에게서 

미 유발 및 정보 전 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제안하는 3O 

전시는 다양한 전시콘텐츠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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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완전자율주행 차량의 핵심적인 비주행 
맥락을 선정하여 각 맥락에 맞는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Ambient Light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문헌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여, 빛의 
색상과 움직임에 따른 사용자의 감정과 행동, 인식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Ambient Light 의 디자인이 
비주행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와 휴식은 동일한 맥락 

안에서도 행위에 따라 다른 요구사항이 발견되었고, 
전체적으로 업무와 휴식은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색상은 개인의 색상 선호도나 인식에 따라 맥락 

안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움직임에 
대한 니즈는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엔터테인먼트 맥락에서 콘텐츠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빛의 색상과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4 가지 Ambient Light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비주행 맥락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Ambient Light 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자율주행, 비주행 맥락, Ambient Light, 감성디자인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주행과 전방주시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좌석의 형태나 방향, 공간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졌다. 지금까지 자동차 실내 설계에서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최우선시한 것과 달리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활동에 맞춰 최적화된 
환경과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차량 내 요소 중 Ambient Light 는 주행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있어 운전자에게 더 편안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다. 차량 실내 Light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빛의 
색상이나 색온도에 따라 운전자의 감정이나 생체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 
연구는 비주행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대부분 
색온도에 따른 주황-파랑 두 가지 색상만을 중심으로 

실험하였다.[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의 핵심적인 비주행 맥락을 선정하고, Ambient 

Light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니즈가 맥락별로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완전자율주행 차량의 비주행 맥락에 적절한 Ambient 

Light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완전자율주행 차량의 비주행 맥락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과 
상황을 파악하여 스스로 차량을 제어한다.[3]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는 자율주행 단계를 총 6 단계로 

나눠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는 운전자의 차량 조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4] 이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연구들은 제어권 전환 상황(TOR)에 집중되었고, 

자율주행 환경의 비주행 맥락과 관련된 연구들 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검색, 라디오 감상, 동승자와 
대화 등 비교적 단순한 활동 위주였다.[5,6,7] 그러나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 없는 레벨 5 의 완전자율주행 
차량에서는 다양한 비주행 맥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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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전자율주행 상황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업무, 휴식, 영화 및 TV 감상, 

게임, 쇼핑, 정보 알림, 차량 제어, 건강 관리 등 개인 
공간에서 가능한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이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파악한 비주행 

맥락 유즈케이스(Use Case) 리스트를 바탕으로 비슷한 
활동을 그룹화하였으며, 세 가지 주요 비주행 맥락을 

업무, 엔터테인먼트, 휴식으로 구분하였다.  

2.2 Ambient Light의 색상과 움직임 

차량 내 Ambient Light 는 그동안 주행 맥락 안에서 

인간-기계 상호작용(Human-Machine Interaction, 
HMI)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선행 
연구를 통해 차량 내 환경에서 빛의 색상 표현과 

움직임은 운전자의 사용자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색채는 빛이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생기는 주관적인 

감각이며, 시지각의 일종이다.[9] 빛과 색은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인간의 심리적 반응과 생리적 안락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이지 않는 정보에 대한 시각적 

차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HMI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9,10] 선행연구에 따르면 Ambient 
Light의 사용이 운전 성능을 향상시키며, 차량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빨간색은 경고 표시, 노란색은 낮은 경고 
표시, 자주색과 파란색, 흰색 등의 색상은 안전 관련성이 
없는 정보 표시에 타당하다고 나타났다.[11] 차량 내 

휴식, 독서, 시청각 활동에서 실내 조명의 조도와 
색온도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휴식과 독서 
활동의 심리생리적 반응은 낮은 색온도에서 신체적 

안정이나 이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고, 휴식과 
독서 활동에서는 3700K와 4700K, 시청각 활동에서는 
2700K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12]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활동 환경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차량 내 활동이 
달라짐에 따라 Ambient Light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빛의 움직임은 일정한 속도와 방향성을 지니며, 
점멸속도 등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1 초당 4 회의 움직임에서는 경쾌함, 화려한, 

다이나믹함이, 0.5회일 때는 모던한, 점잖은, 은은한 등 
속도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13] 선행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상황 중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핸들 
방향을 유도하는 시각 단서로 빛의 움직임이 작업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14,15] 또한, 

Ambient Light 의 움직임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깜박임은 위반 사항에 대한 알림을 의미했고, 점프 

블록의 경우에는 제어권 전환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Fade in-out은 속도를 줄이는 지표로 인식되었다.[16] 

빛의 색상 및 움직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자율주행의 주행 맥락에서 빛의 디자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용자의 감정이나 행동, 기능 인식 등을 

측정했으며, 비주행 맥락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율주행의 비주행 맥락에 집중하여 Ambient 

Light의 색상과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에서 비주행 맥락별 

Ambient Light 에 대해 사용자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심층적인 
의견을 듣고자FGI를 사용자 조사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FGI 는 그룹 당 각각 3 명이 참가하였고, 그룹별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60분 내외였다.  

FGI 진행 전, 조사 목적에 알맞게 소주제와 질문을 

구체화하였으며 참여자들이 다양한 답변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FGI 진행 시 진행자 1인, 녹화 
및 전사 기록 담당자 1인으로 구성하였고, 참가자들의 

녹화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완전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는 참가자들을 
고려하여 완전자율주행 차량과 Ambient Light, 색상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PPT 슬라이드를 준비하였다. 

 

그림 1 FGI 인터뷰 자료 예시 

3.2 인터뷰 참가자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뷰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남성 2명, 여성 4명이 인터뷰에 참가하였으며,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7.33세(SD = 1.03)였다. 인터뷰 참가자 

정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완전자율주행 차량의 
비주행 맥락 연구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 
입장의 사용자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전면허 

보유에 따른 참가 제한을 두지 않았다. 

표 1. 인터뷰 참가자 

구분 참가자 나이 성별 운전면허 보유 

그룹 1 P1 29 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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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27 남 O 

P3 27 남 O 

그룹 2 P4 28 여 X 

P5 27 여 X 

P6 26 여 X 

3.3 인터뷰 항목 

사용자 조사 목적에 기반하여 완전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인식과 Ambient Light 에 대한 선호도를 먼저 

조사하였으며, 감정 및 분위기와 Ambient Light 의 
시각적 표현은 3 가지 주요 비주행 맥락별로 반복하여 
질문하였다. 업무 맥락은 일정 관리, 회사 업무, 공부를 

포함하고, 엔터테인먼트 맥락은 영화 감상, 유튜브 시청, 
게임, 음악 감상, 마지막으로 휴식 맥락은 수면, 명상, 

휴식을 포함한다. 

인터뷰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이나 기존 차량 Ambient 
Light 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완전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포함한 3 개의 

공통 질문이 구성되었다. 또한 업무, 엔터테인먼트, 휴식 
맥락별로 느끼는 감정 및 필요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 각 맥락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를 포함한 
3 개의 질문과, 마지막으로 맥락별 Ambient Light 
디자인 선호도를 묻는 세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총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4. 연구 결과 

4.1 공통 질문 결과 

4.1.1. 완전자율주행 차량 인식 

인터뷰 참가자들은 완전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운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실내에서 가능한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특히 

완전자율주행 차량 내에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고, 신체적으로 많은 움직임이 
필요한 행위 외에는 전반적으로 일상에서 가능한 업무, 

휴식, 화상 채팅, 콘텐츠 시청 등 모든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4.1.2. Ambient Light 선호도 

Ambient Light의 예시 이미지를 제시하고 조명의 위치, 
색상, 패턴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 
자율주행 차량인 만큼 운전석이나 차량의 일부에만 

Ambient Light 를 설치하는 것보다 차량의 실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실내의 앞, 옆, 
천장까지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Ambient Light 는 직접등보다 간접등의 방식으로 
설치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세부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두드러졌다. 별자리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감성적이고 감각적으로 끌리지만 라인 라이트와 픽셀 
라이트가 인위적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픽셀 라이트의 형태를 선호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4.2 맥락별 질문 결과 

4.2.1. 업무 맥락 

먼저, 업무 맥락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스트레스, 짜증, 피곤함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주를 

이뤘다. 이에 반해, 업무에 필요한 환경이나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응답이 나타났다. ‘업무는 
조용하면서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공간에서 하는 

편입니다.(P6)’, ‘어느 정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공간에서 업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P5)’라는 의견처럼 
사적인 공간의 특성과 공적인 공간의 특성이 결합된 

환경을 선호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와 달리 ‘휴식 
공간과 분리되는 환경을 원합니다(P1)’, ‘공간이 
한정되어있는 차량에서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4)’ 등 집중을 위해 분리된 느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업무 맥락에서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Ambient Light 가 업무 모드가 켜질 때 활성화된다는 
가정 하에, 모드 전환 시에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점점 

빛의 색상이나 밝기가 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처음 차에 탑승할 때부터 
빛이 켜졌다가 조금씩 어두워지며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까지가 좋다(P6)’, ‘처음에는 강한 움직임을 주더라도 
산만함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가 약한 것이 
적합하다(P1)’, ‘탑승한 후 30 분에서 한 시간 사이 

업무를 할 때는 배경등 역할로만 빛이 켜져 있으면 
좋겠다(P3), ’업무를 할 때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면 
성가실 것 같다(P4)’ 등이 있었다. 색상에 대한 인식은 

원하는 업무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나 차가운 
계열의 파란색, 초록색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따뜻한 

노란색, 주황색에 대한 선호도로 나뉘었다. 

4.2.2. 엔터테인먼트 맥락 

엔터테인먼트 맥락에서는 몰입과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감정이나 분위기, 환경 모두 사용자가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몰입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어두운 빛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색상 

선호도에 대한 답변과도 연결된다. 남색, 보라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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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색상을 낮은 명도로 제공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맥락에서는 Ambient Light 가 
콘텐츠의 장르나 내용에 따라 자동화되거나 다양한 
인터랙션을 보조해줄 수 있는 장치로서 기대한 답변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영화의 장르에 따라 빛의 강도 
효과가 다를 것 같다(P4)’, ‘게임이나 영화가 현실과 
이어지는 느낌으로 색상이 비슷한 톤이었으면 

좋겠다(P6)’, ‘콘텐츠에 맞춰 알아서 빛이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P5)’, ‘게임이나 음악은 해당 
분위기에 맞춰 조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P1)’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움직임에 대해서도 엔터테인먼트 
맥락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빛의 움직임과 강도가 

더욱 세게 제공되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4.2.3. 휴식 맥락 

사용자들이 휴식 맥락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감정은 
편안함과 아늑함이었으며 이는 차분한 분위기와도 깊은 

연관을 띄었다. 차량 안에서 휴식할 때는 ‘휴식은 바깥과 
분리되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P5)’, ‘동승자가 있을 때 
휴식하는 건 혼자 휴식할 때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휴식할 때는 혼자 있는 느낌이 필요하다(P6)’처럼 
독립적이고 분리된 느낌을 원했다. 휴식 맥락에서 
선호하는 색상은 짙은 남색, 파란색, 보라색 또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주황색으로 색상의 범위가 다소 넓었다.  

휴식 맥락은 앞서 편안하고 아늑한, 분리된 느낌과 
연관된 만큼 빛의 강도가 약하고 움직임 역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Ambient Light 에 
움직임이 있을 경우, 주기적인 움직임이나 생체 
바이오리듬에 맞춘 움직임처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움직임일 때는 휴식 맥락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하였다. 

4.3 결과 분석 

FGI의 인터뷰 답변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코딩하고, 
친화도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답변에서 단어와 문장을 중심으로 

145개의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공통 질문과 
맥락별 질문을 중심으로 개인차가 뚜렷한 답변 13개를 
제거하고, 공통 질문에서 25 개와 맥락별 질문에서 

107 개의 답변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엔터테인먼트, 휴식 맥락 각각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비주행 맥락별로 제공되어야 하는 Ambient Light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맥락별 발견점을 

정리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맥락별 발견점 

구분 발견점 

업무

x 
감정  업무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피곤함, 짜증, 

스트레스이다. 

색상 업무에서는 초록색, 파란색 계열 또는 

난색 계열이 적합하다. 

환경 업무는 폐쇄적이면서 적당히 소음이 

있는 카페 분위기를 선호한다. 

빛의 움직임 

및 강도 

업무 모드가 전환될 때 이외에는 

움직임과 빛의 강도가 약해야 한다. 

기타 업무 맥락에서는 움직임이 사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엔터

테인

먼트 

감정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열정, 흥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환경 •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몰입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영상 시청, 

음악 감상, 게임 등 행위에 따라 서로 

다른 환경과 분위기가 필요하다. 

빛의 움직임 

및 강도 

•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 엔터테인먼트는 빛의 강도가 세게 

제공되어도 무방하다. 

기타 콘텐츠의 분위기에 따라 빛의 색상, 

강도, 움직임 등이 차량과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자연스럽게 제공되면 좋겠다. 

휴식 감정 휴식할 때는 편안함과 쾌적함을 느낀다. 

색상 휴식할 때는 어둡고 은은한 색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환경 휴식할 때는 분리된 공간 또는 진공 

상태처럼 깊은 분위기가 필요하다. 

빛의 움직임 휴식에서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으며, 

움직임이 있을 경우 생체 바이오리듬을 

활용하거나 주기적인 움직임이어야 

한다. 

 

5. 비주행 맥락의 AMBIENT LIGHT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안 

5.1 비주행 맥락 간 사용자 니즈의 차이를 고려한 
Ambient Light 설계의 중요성 

연구 결과, 비주행 맥락에 따라 Ambient Light의 색상, 

분위기, 움직임에 대한 사용자 니즈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맥락은 휴식이나 업무 
맥락과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차량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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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와 휴식은 유사함을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과 

업무에서는 Ambient Light가 따뜻한 색상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만 엔터테인먼트는 생동감을 
제공해야 한다. Light 의 움직임 역시 휴식과 업무 

맥락에서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같은 비주행 맥락 내에서도 세부 행위에 따라 
맥락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Ambient Light 를 달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휴식 맥락 내에서도 휴식과 
수면은 다르게 구분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수면을 할 
때는 Ambient Light가 크게 의미없다(P5)’라는 의견은 

수면 맥락에서 Ambient Light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함을 시사하였다. ‘일반 휴식에서도 빛의 강도는 
약한 것이 적합하지만 수면에서는 암측 상태에 

가까웠으면 좋겠다(P6)’, ‘휴식은 잔잔하고 차분한 
느낌이라면 수면은 진공 상태가 연상된다(P4)’ 등의 
답변을 고려한다면 휴식과 수면을 구분하여 Ambient 

Light를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맥락 내의 다양한 행위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2 엔터테인먼트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Ambient Light의 필요성 

엔터테인먼트 맥락에서 Ambient Light 의 가장 큰 
역할은 사용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동기화된 맞춤형 

Ambient Light를 설계해야 한다. 먼저, 콘텐츠 유형에 
따라 Light 의 색상과 움직임, 강도의 차이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 ‘영상 시청과 게임, 음악은 서로 다른 

행위라고 느껴진다(P3)’라는 답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화, 게임, 드라마 등 콘텐츠의 유형에 따른 사용자 

경험은 차이를 갖는다. 예를 들어 ‘영상 시청은 
남보라색이나 보라색이 어울리지만 게임은 모든 컬러를 
적용하는 것이 어울린다(P6)’처럼 콘텐츠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색상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게임 속에 인터랙션이 있다면 빛도 자연스럽게 
콘텐츠에 맞춰 바람부는 느낌이나 흔들리는 느낌으로 

움직이면 좋겠다(P4)’와 같이 게임에서는 Ambient 
Light 의 움직임을 적극 활용해 사용자가 느끼는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화의 경우, 장르에 따라서도 Ambient Light의 강도를 
다르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화는 장르에 따라 빛의 강도 효과가 다를 

것 같다(P2)’, ‘액션 외 잔잔한 장르에서는 빛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빛의 강도가 약하거나 거의 안 켜지는 게 
낫다(P1)’와 같이 참가자들은 Ambient Light가 콘텐츠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를 기대했다. 사용자가 차량 

안에서도 몰입감을 느끼며 엔터테인먼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스릴러, 로맨스, 액션 등 장르를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Ambient Light 모드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5.3 Ambient Light의 개인화 및 구체적인 색조, 명도 
구분의 중요성 

답변에서 언급된 색상의 종류를 보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연두색, 주황색, 보라색, 남보라색, 남색, 
검정색이었으며, 남보라색과 남색, 그리고 검정색은 
낮은 명도의 빛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됐다. 

한국공업규격(KS A0062)와 먼셀 표색계의 톤 분류를 
살펴보면 명사로 빨강(Red)으로 통용되면서 밝은 
빨강(Light Red), 선명한 빨강(Vivid Red)과 같이 

명도와 채도가 다름에도 실질적인 색을 나타내는 단어는 
한 가지이고, 동일한 색채값에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혼재된 양상이 나타난다.[17] 선행연구에 따르면 

푸른색의 경우 초록과 파랑에 거쳐 비교적 넓은 색상 
영역을 갖는다.[18] 주황, 초록, 보라 등과 같은 중간색의 
경우에는 원색이 가지고 있는 색상 범위에 따라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를 다르게 인식하여 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답변을 살펴보면 ‘업무에 있어 파랑색, 
초록색, 보라색은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P4)’와 ‘업무에는 초록색, 파란색 계열이지만 
딱딱하거나 진하지 않게 파스텔 느낌이 나는 색이 
몰입하기에 적절하다(P6)’등 같은 색상을 언급했지만 

명도의 차이나 빛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에 따라 다른 

색상 선호도를 보였다. 

맥락별 색상 선호도를 살펴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맥락은 다른 두 맥락에 비해 화려하고 강한 색상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업무와 휴식 맥락은 수면 

행위 외에는 비슷한 색상 선호도를 보였다. 그러나 업무 
맥락에서 ‘너무 편안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파란색과 
초록색의 푸른 색상을 선호한다(P2)’, ‘편안한 마음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주황색이 적합할 것 같다(P4)’ 등 
한색과 난색 계열의 색상이 대비적으로 나타났고, 휴식 
맥락에서도 ‘휴식할 때 깊은 바다나 우주, 밤하늘 같은 

이미지가 연상된다(P4,P6)’과 ‘휴식 때 주황빛이 
은은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P5)’로 파란색 계열 
중에서도 짙은 색상에 대한 선호도와 따뜻한 주황색에 

대한 선호를 보였는데, 이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환경적인 선호도에 따라 다른 색상 선호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도출한 
Ambient Light 색상 설계의 디자인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색상 설정에서 색상의 명도나 색 온도를 세분화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거나, 기본 색상 선택 후 색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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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의 설정을 탑승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탑승자가 원하는 환경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이 달라지므로, 탑승자를 인식하여 해당 탑승자가 
이전에 선호했던 조명을 맥락에 따라 자동으로 제공해줄 

것을 제안한다. 

5.4 방해 요소가 아닌 보조 역할로서 Ambient 
Light의 움직임 활용 

Ambient Light의 움직임은 빛의 패턴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이전에 유용성 측면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은 맥락에 따라 Light의 유용성을 다르게 
평가했는데, ‘게임이나 음악은 오히려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 어울린다(P1)’, ‘엔터테인먼트를 볼 

때 빛의 움직임이나 강도가 더 세게 제공되면 좋을 것 
같다(P5)’등 엔터테인먼트 시청시 움직임이 유용하다고 
보았지만, 업무와 휴식 맥락에서는 ‘업무할 때 시선이 

움직임을 따라가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P4)’, ‘휴식할 때는 변화없이 Light 가 쭉 
켜져 있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P3)’ 등 움직임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맥락 간의 전환시 Ambient Light의 움직임에 
대한 니즈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참가자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휴식에서 업무 모드로 변경되는 것처럼 모드 
전환 시점에 움직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P4)’,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에 전환되는 느낌을 주면서 Light 의 

움직임이 있거나 한 번 확 세게 켜지면 좋겠다(P2)’, 
‘움직임도 처음에는 강하게 효과를 주지만 그 이후에는 
산만함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가 약한 것이 적합하다(P5)’ 

등 맥락별 상황이 전환됨에 따라 상황 변화에 대한 
시각적인 알림을 위한 움직임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능을 동반한 Light 의 움직임을 
기대하였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맥락에서 이러한 니즈가 

나타났는데, ‘게임 중 인터랙션에 맞게 움직임이 확 
바뀌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P4)’, ‘게임이나 영화의 
분위기에 맞춰 조명이 제시된다면 더 몰입이 잘 될 것 

같다(P1)’등의 답변을 보였다. 휴식 맥락에서는 ‘휴식 
상황에 Light 가 움직인다면, 생채 바이오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P6)’, ‘휴식 맥락에서 

Light의 움직임은 일정한 방향, 형태를 갖고 주기적으로 
움직여서 모닥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P5)’ 등의 유기적이고 잔잔한 움직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맥락과 업무 및 휴식 맥락을 구분하고, Ambient Light의 

움직임을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5.5 Ambient Light디자인 제안 

앞서 제안한 Ambient Light 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 4>와 같이 비주행 맥락을 업무 및 휴식, 
엔터테인먼트, 수면 세 가지로 재분류하였다. Ambient 

Light 의 움직임은 구체적인 패턴보다도 움직임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비주행 맥락별로 색상, 움직임 
유무에 알맞은 5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였다. 우선 

업무 및 휴식 맥락은 참가자 답변 대부분 편안한 분위기 
조성에 대한 필요를 보였는데, 색상 선호도의 경우 
업무와 휴식 모두 한색과 난색 계열에 대한 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나 휴식 맥락에서 한색 계열은 
모두 우주나 바닷속 같은 자연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로서 ‘파랑색’과 ‘남색’ 등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두 

색상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업무 및 휴식 맥락의 색상은 
색채 심리를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부드러운 
환경색으로 사용되는 ‘주황색’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초록색’의 조명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19], 업무나 
휴식 맥락 모두 Light 움직임에 대한 뚜렷한 사용자 
니즈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 맥락은 특정 
색상군 보다는 움직임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Ambient 
Light 의 색상은 영상 시청을 제외하고는 화려한 

색상이나 콘텐츠 무드에 맞는 색상이 공간에 그대로 
담기기 바란다는 요구를 발견하였다. 게임이나 음악의 
리듬감에 맞춰 Light 가 함께 반응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형광 노랑’과 ‘보라’ 색상을 띄고, 
사용자 행동에 맞춘 인터랙티브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조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수면 맥락은 휴식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난 의견으로, 참가자 대부분이 
수면 시간에는 차량 내 Ambient Light가 어두운 환경을 
원했기 때문에 ‘짙은 남색’으로 제안하여 진공상태의 

깊은 바다, 혹은 조명이 아예 꺼져있는 듯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 3. 디자인 제안 

비주행 
맥락 

색상 
움직임 
유무 

디자인 시안 

업무 

및 

휴식 

따뜻한 

주황색 
무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난색 계열에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움직임이 없는 Light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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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휴식 

초록색 무 

 

자연이 연상되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초록색 조명과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는 움직임 없는 Light 

디자인 

엔터테

인먼트 

형광 

노랑 
유 

 

콘텐츠의 화려한 색감을 반영하는 형광 노랑 조명과 

게임이나 음악의 리듬감에 맞춰 움직이는 Light 디자인 

엔터테 

인먼트 

보라색 유 

 

콘텐츠의 화려한 색감을 반영하는 보라 조명과 게임이나 

음악의 리듬감에 맞춰 움직이는 Light 디자인 

수면 

어두운 

남색 
무 

 

조명이 꺼진 듯한 느낌을 주는 남색 조명과 암흑으로 

보이게 하는 움직임 없는 Light 디자인 

 

6. 결론 

이 연구에서는 FGI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차량의 비주행 
맥락별로 Ambient Light가 다르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였다. FGI 분석 결과, 비주행 맥락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업무와 휴식 맥락은 행위에 따라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같은 맥락 안에서도 

행위에 따라 Ambient Light 의 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맥락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색상 선호도는 개인차가 두드러지기도 

했다. Ambient Light의 움직임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제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맥락별 

색상과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가지 Ambient 
Light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5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였다. 이 연구는 

비주행 맥락을 구분하여 Ambient Light 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먼저, 

참가자들의 발화만으로 이루어진 FGI 를 통해 정확한 
색상값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색상 이미지를 
제시하였음에도 색상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이었고, 

발화를 통해서는 색상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 밝고 
어두운 정도 또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색상은 다른 색과의 배색에 따라 사용된 비율과 대비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감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언급한 색상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FGI 

참가자들이 모두 자율주행 차량 탑승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시한 비주행 상황에 몰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비주행 맥락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행위를 세분화하지 않아 같은 
맥락 내에서도 상이한 답변이 나타났고, FGI 참가자들 

또한 답변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맥락 내 활동을 
세분화하여 활동별로 Ambient Light 디자인의 
방향성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색상에 대한 연구 또한 

색상의 범위와 정확한 색상값을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색상이 사용된 
비율과 대비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제안된 Ambient 
Light 디자인은 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안 검증이 필요하며, 사용성의 

정량적 평가도 후속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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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importance of 
determining to what extent robots should be 

viewed as moral agents. Next, we provide a brief 
review of the existing theories about whether and 
how the status of moral agency can be assigned to 

artificial agents. Lastly, we propose to consider 
various types of agents and cultural diversity in 
testing the applicability of the existing theories of 

artificial moral agency in contexts of human-robo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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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hical issues in Human–Robot Interaction 

Robots are rapidly being integrated into everyday 
life. For example, in South Korea, service robots—
robots that perform useful tasks for humans, 

outside of industrial settings (Zielinska, 2016)—can 
be frequently encountered in various places, such 
as airports, restaurants, café, and museums. In 

2020 report publish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Robot Industry Advancement, professional service 
robots and personal service robots were identified 

as two of the robotics fields that have been most 

actively expanding in South Korea. 

Robots can be defined as nonhuman actors in that 

they can be the source of actions, affecting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s well as interactions 
between robots and humans (Latour, 2007).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robotics technology 
advances, the level of robot autonomy would 
further increase, diversifying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robots that assist humans at a close 
distance. With this anticipation of the increased 

interaction between robots and humans, there also 

have been growing ethical concerns. For having 
physical embodiment, robots are likely to exert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people than 

nonembodied AI (Lin, Abney, & Jenkins, 2017). 
Thus, many researchers have discussed ethical 
issues stemming from Human–Robot Interaction 

(HRI) contexts (e.g., Anderson & Anderson, 2011; 
Coeckelbergh, 2022; Lin et al., 2017; Wallach, & 

Allen, 2008).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ethical issue related 
to moral agency of robots. We first discuss why 

determining to what extent a robot should be 
judged as a moral agent is important in our society. 
We then briefly review the existing theories of 

whether and how the status of moral agency can be 
assigned to these artificial agents. We finally 
propose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one of the 

major theories of artificial moral agency in HRI 
contexts varied by cultural backgrounds and types 

of interactants. 

2. The importance of determining moral 

agency of robots 

Determining a robot’s moral agency is important 
because its moral agency influences judgments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 robot should be held 

morally accountable for the consequences of its 
actions (Coeckelbergh, 2009; Floridi & Sanders, 
2004). The question of how moral agency should 

be attributed to robotic agents is relevant in 
contexts where their action leads to either positive 
or negative consequences, but it becomes most 

imperative when robots’ action incurred harm to 

people. 

To illustrate, imagine that a caregiver robot at an 

elder care facility prevented a patient from having a 
stroke by administering medication on tim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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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is indeed morally praiseworthy. However, 
we expect that the medical staff that supervised the 

robot or engineers and computer scientists that 
developed the robot, rather than the robot that 
prevented the stroke, would be applauded by 

people. 

On the contrary, imagine that a server robot at a 
restaurant spilled hot porridge over a customer, 

causing serious skin burns to the customer. In this 
situation, the issue of deciding who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injury becomes critical. 

Importantly, would the robot be held accountable 
for the injury? The robot may be deemed entirely 
irrelevant to this issue if one rejects to view it as an 

entity capable of having moral agency. However, 
as many studies showed, people are prone to 
anthropomorphize robots (Fussell et al., 2008; 

Złotowski et al., 2015). Thus, it is likely that 
people would also ascribe moral agency to robots 
as they would when interacting with other people. 

Further, as Matthias (2004) asserted, as the level of 
autonomy of machines increases, especially with 
the aid of machine learning, there will be situations 

where the human manufacturers and the operators 
of robots cannot predict the actions of the robots, 
making it difficult to assign accountability solely to 

the manufacturers or the operators.  Therefore, we 
view that it is crucial to have discussions about 

how moral agency of robots should be determined. 

3. The existing theories of moral agency of 

artificial agents 

Some researchers posited that it is possible to 
develop artificial moral agents by making the 

agents follow moral principles and further 
highlighted that these nonhuman agents’ attribute 
of not being swayed by emotions could be a 

powerful strength (Anderson & Anderson, 2011). 
In contrast, other researchers argued agains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artificial moral agents as 

certain capabilities, such as to feel emotions and 
have freewill, are essential for moral agents but are 
impossible to be implemented into artificial agent 

systems (Coeckelbergh, 2009; Johnson, 2006). 

Alternatively, Floridi and Sanders (2004) portrayed 
a philosophical framework for assessing artificial 

moral agenc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mental 
states, such as desire and intentionality, and 

freewill are not required for an artificial agent to 
have moral agency. In this sense, this framework is 
consistent with the Actor–Network Theory 

(Latour, 2007) grounded in social constructivism. 
Instead of focusing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may distinguish humans from other entities, 

Floridi and Sanders (2004) presented four basic 
components that would enable a diagnosis of the 
moral agency of artificial agents. These 

components are the capacity for (im)moral action, 
interactivity, autonomy, and adaptability. 
Specifically, interactivity indicates that an agent can 

act upon its environment as well as be influenced 
by its environment. Autonomy indicates that an 
agent can change its state in the absence of external 

stimuli or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Finally, adaptability indicates that an agent’s 
interactions can modify the rules governing the 

transitions between different states. As this theory 
rules out any consideration of mental states, 
freewill, and emotions that may be challenging to 

incorporate into robotic systems, we consider it as 
a potentially useful framework to discuss how 
moral agency of robots should and could be 

determined. To test its usefulness, therefore, it 
would be important to examine how well this 
philosophical framework can be applied to 

capturing different degrees of moral agency of 
robots and explaining people’s judgments of the 

robots’ moral accountability. 

4. The need for considering various agent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determining 

robot moral agency 

In discussing robot moral agency within the 
framework proposed by Floridi and Sanders (2004), 
we suggest considering different categories of 

agents to serve as meaningful reference points. 
These agents include non-human living beings, 
such as cats and dogs, an individual person, a 

group of people with diverse roles and status, such 
as programmers, engineers, and users, and even 
organizations, such as governments and corporate 

companies. If a robot’s agency was evaluated to be 
closer to that of a dog, it would be less likel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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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bot would be held accountable for harm it 
caused to people. However, if a robot’s agency was 

evaluated to be closer to that of a person, it would 
be more likely that the robot would be held 

accountable for harm it caused to people. 

Moreover, we argue that it would be essential to 
investigate especially the latter two categories—a 
group of people with diverse roles and status and 

organizations—in comparison to robots as different 
cultures may have different expectations about 
judgments of collective or distributed responsibility 

(Isaacs, 2011; Sanders et al., 1996). For example, 
in South Korea, if a robot manager wrongly orders 
a group of human interns to disregard certain 

warning signs during a factory safety inspection, 
who would be held accountable for safety issues 
that may arise later? Sanders et al. (1996) showed 

that there also are variations in distributing 
responsibility across an individual, their co-worker, 
their boss, and the company between the U.S., 

Japan, and Russia. With the emergence of robots, a 
new category of being, it would be important to 
understand how differences in cultures, in which 

those robots are deployed, and types of agents, 
with which those robots interact, affect judgments 

of moral accountability. 

5. Conclusion 

In 2022,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65 or 

older in South Korea has reached 17.5%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2). Thus, it is 
likely that the field of service robots will continue 

to play a key role in everyday life as well as 
robotics industry and research in South Korea. In 
this paper, we discussed one of the ethical issues 

that would become more and more pronounced 
when the use of service robots surges. W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obot moral agency 

in light of determining moral accountability and 
suggested Floridi and Sander’s (2004) theory as a 
useful framework to start investigating robot moral 

agency. Our proposal about testing the 
applicability and validity of their framework of 
artificial moral agent is speculative, however. In 

future work, therefore, we plan to conduct 
empirical studies to measure the four components 
(the capacity for moral action, interactivity, 

autonomy, adaptability) of robot moral agency. 
We also plan to examine each component’s 

influences on judgments of moral accountability in 
HRI contexts where a robot’s actions result in 

negativ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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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플레이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소통 증가, 
수도권의 교통체증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반복되는 

일상과 더불어 심각한 피로를 유발하고 있다. 여행 
경비의 급격한 상승은 해외여행 수요 저하의 결과를 
낳고, 비대면 소통의 활성화는 인적 네트워킹의 경로를 

좁힌다. 도심의 밀집된 인구는 모빌리티 이용 시 극심한 
피로를 유발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부터의 
탈출구로 최근 사회 기득권 층 사이에서는 우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서 
나열한 사회적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가상 우주환경에서 모빌리티로 이동하며 세계를 

여행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주요 키워드인 여행, 우주, 모빌리티, 소통 관련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였다. 이후 4개의 메타버스 

경쟁사 조사를 통해 메타버스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그 다음 사용자 분석 
단계에서는 유저 리서치를 통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응답 결과를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여 각 주제에 대한 니즈를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2개의 페르소나를 제작, 제안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컨셉을 잡고 각 페르소나의 
저니맵을 제작했다. 더 나아가 해당 서비스가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들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제작했다. 최종적으로 로블록스 스튜디오 (Roblox 
Studi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의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했다.

 

 

주제어 
메타버스, 여행, 서비스경험디자인, 모빌리티, 소통, 
우주 

1. 서론 

1.1 연구 배경 
2022년의 현대 사회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들을 겪고 있다. 이중 
경제적 이슈로 꼽을 수 있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해외여행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한국관광공사가 

여행신문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해외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8.16%를 차지했다. [1] 그러나 해외 여행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 조사 결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여행경비의 문제가 줄곧 1~2위를 

유지해왔다. 해당 조사 결과에 기반 하였을 때, 현 
시점에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의향이 
있지만 높은 해외여행 경비로 인해 여행에 대한 욕구를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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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이슈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실천에서 비롯된 비대면 소통의 증가로 개개인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어려움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연세소식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팬데믹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느껴진 변화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적 네트워킹 감소가 가장 컸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38.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 

사회적 이슈로는 도시에 거주지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인구가 겪는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인구 밀집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지리적으로 면적이 넓지 않은 한국의 
도시지역에서 이동수단 관련 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들은 도시 면적에 

비해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도로 이용자들은 
교통체증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인구가 심하게 밀집된 수도권 지역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불쾌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만 지리적 
한계로 인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대인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형태의 욕구 불충족을 해소시키기 위한 

엔터테인먼트적 메타버스 서비스 제안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무중력 우주 공간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모빌리티를 타고 목적지 행성으로 

이동한 후, 가상으로 여행하는 나라에서 여러 랜드마크 
등을 감상하며 일상에서 금전적, 육체적, 시간적 자산을 
크게 소비하지 않고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며 지식 또한 

쌓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저 간의 음성채팅을 통한 
소통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소통 기회 부재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에 본 서비스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서 열거한 다음의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사용자 경험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리서치 순서는 크게 관련 메타버스의 정의와 

이해를 위한 사례 조사, 관련 선행 연구, 사용자 분석 및 
정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어떠한 용도로 그 기능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본 서비스와 유사한 테마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례 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둘째, 여행, 우주 
혹은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메타버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낸다. 셋째, 사용자 분석 및 정의 단계에서는 유저 
리서치를 통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주요 타겟층인 

20대 중후반 세대의 니즈를 파악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페르소나를 제작한다. 이후 도출된 

결과들을 기반으로 서비스 컨셉을 설정하고 
서비스로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양방향의 상생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BM) 또한 제안하여 서비스 

구현의 토대를 세운다.
 

  

2. 본론 

2.1 선행 연구 
가상 현실(VR)을 다루는 기술들이 근래에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가상 여행을 주제로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다.   

2.1.1 소통  

이하은&한정섭(2021)은 기존의 몰입형 가상현실 기반 
관광 콘텐츠 사례를 조사한 결과 기존 콘텐츠들이 
싱글플레이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3D 아바타의 

활용도가 낮아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미비한 점을 
한계로 꼽았다. [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D 
메타버스 환경을 기반으로 사용자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2.1.2 우주  
정현서 외(2021)는 가상여행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상여행의 신선함이나 
흥미도를 나타내는 탐색적 가치가 방문 의도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우주‘를 
전 세계인이 인종 및 언어에 관계 없이 평등한 
공간이자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각 참여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2.1.3 모빌리티  

김한섭&이지은(2018)은 VR기기와 구글 스트리트 
뷰를 활용한 가상의 도보 여행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해당 연구가 제안하는 서비스는 정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어 사용자의 체험성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체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2.1.4 여행 
디자인적 사고 방식을 도입한 정현학 외(2022)의  

연구는 여행 계획 공유 앱을 활용한 가까운 사람과의 
동반 국내여행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서비스의 목적을 확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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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외 여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현지인과 
교류하며 몰입을 경험하는 서비스를 설계하였다. [6] 

 

2.2 경쟁사 조사 
서비스 제작 계획에 앞서 메타버스 시장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사례를 
조사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서비스의 분야인 
세계여행, 우주, 모빌리티, 소통과 유사한 분야를 주 

테마로 삼고 있는 4개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여 정리하는 단계를 거쳤다. 

1. 크립토복셀 (CryptoVoxels)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이용해 토지를 사고 팔며 원하는 

컨텐츠를 건설 가능한 가상부동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타버스 환경 내 특정 구역에 원하는 컨텐츠를 
사용자의 직접 건설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벤치마킹 요소로 삼았다. 

2. 에일리언 월즈 (Alien Worlds) 

플레이어가 NFT를 얻기 위해 다양한 행성을 
횡단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여 독특한 아이템을 

얻고 게임 내 화폐를 모으는 우주 탐험 게임이다. 
상상력이 가미된 요소인 우주 환경 내에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여러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 요소로 삼았다.  

3. 메타시티 M 

글로벌 통합 서버 메타버스 게임으로, 각종 게임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천개가 넘는 마을과 수백개의 

도시로 구성된 거대한 메타버스 세계로, 사용자들은 
게임 내의 NFT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부동산 
시스템으로 토지와 모든 형태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고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게임 내 다양한 

모빌리티로 여행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Moyaland (모야랜드) 

프랑스의 아티스트인 패트릭 모야(Patrick Moya)가 

2007년에 메타버스 플랫폼인 세컨드라이프 (Second 
Life)에서 구축한 메타버스 환경으로, 자신의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다양한 예술 관련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박물관, 전시장, 학회장 등의 공간을 구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파티, 이벤트, 콘서트 등의 
행사 또한 모야랜드 내에서 개최하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끔 한다. 
단순히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이드 투어 
시스템 또한 운영하고 있어 참여자를 자신의 가상 

모빌리티에 탑승시키고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건축물들과 자신의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조사한 4개의 경쟁사들이 유저에게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기능을 중심으로 양적 분석을 
진행했다.  

표 1. 메타버스 플랫폼 양적 분석 결과 

 크립토복셀 에일리언 

월즈 

메타시티

M 

모야랜

드 

심미적 기능 O X O O 
금전적 기능 O O O O 
커뮤니티 중심 X X O O 
NFT 중심 O O O X 
 

전체 사례 조사 결과를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사한 
4개의 플랫폼 중 3개의 플랫폼이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 기능 혹은 공간을 창조 혹은 구축하는 기능을 

제공했다. 4개의 플랫폼 모두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상 혹은 실제의 금전적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했다. 2개의 플랫폼이 사용자 간의 소통 및 

커뮤니티 기능에 중점을 두어 사용자로 하여금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다. 3개의 플랫폼이 NFT 기능을 내세워 사용자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을 바탕으로 양적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크게 메타버스 플랫폼은 3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욕구 충족의 용도 혹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 및 거래할 수 있는 용도, 즉 
1단계에 해당하는 의식주 생활에 관한 욕구 충족의 

용도로 나뉘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대부분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 중이지만, 가장 

높은 5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하는 호기심, 즉 
익숙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는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가상 
공간 내 우주 공간 및 세계 여행 체험 서비스가 
유의미한 연구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3 사용자 분석 

2.3.1 심층 인터뷰 
20대 중후반 남녀 4명을 대상으로 여행, 모빌리티 

경험, 우주, 소통과 친목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비스 제안을 위한 핵심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유저들의 답변을 그룹화하여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기법을 사용했다. 그룹화 된 카테고리는 총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2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2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5개로, ‘모빌리티 사용‘, ‘소통과 친목‘, ‘여행’, ‘우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다. 4명의 심층 인터뷰 

대상의 답변들을 각각 컬러 코딩으로 분류하여 
시각화했다. 

 

그림 1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얻은 주요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1. [모빌리티 사용] 모빌리티에 불만족을 느끼는 

요소는 ‘좁은 도로 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과 ‘불쾌한 운전 환경‘이다.  

2. [소통과 친목] 실제 차량 운전 시에는 타인과의 
소통을 꺼리지만 여행 중 혹은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원한다. 

3. [여행] 해외여행에서 얻는 경험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여행을 쉽게 
계획하지 못한다. 

4. [우주] 우주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론 먼 

이야기로 느껴지지만 소재 자체는 매우 흥미롭게 
느낀다. 

5. [서비스에 대한 의견] 가상세계에서의 
모빌리티를 통한 여행 서비스에 있어서 사용자들은 

‘aesthetic‘과 ‘gamification‘을 통한 흥미 향상을 
중요시한다.  

응답자들의 ‘그래픽의 현실성이 중요하다‘, ‘예쁜 차를 
사고 싶었다‘ 등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을 

때, 모빌리티의 디자인과 인터페이스의 ‘aesthetic‘한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주행 중 게임 혹은 테마파크에서 VR을 

활용한 오락적인 기능 등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3.2 페르소나 제작 
본 연구에서는 4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를 정리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2개의 페르소나를 구성하였다. 

 

그림 2 20대 중반 남성 페르소나 

 

20대 중반 남성 페르소나는 재미있는 모빌리티 관련 

경험을 얻고자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찾고자 
한다. 

 

그림 3 20대 후반 여성 페르소나 

 

20대 후반 여성 페르소나는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 높은 경비에 여행 계획을 망설이며 
다양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자 하지만 인연을 

만드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페르소나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는 
것과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고 가성비가 좋은 해외여행을 하고자 한다. 

 

2.3.3 서비스 사용자 정의 

1. 트랜스페이스의 플레이어는 가이드 · 모빌리티 
운전자(여행자) · 동승자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이루어진다. 여행은 1:1 매칭이 이루어진 가이드와 

여행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 및 종료되며, 동승자는 
자유롭게 여행에 동행할 수 있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주 공간에서 최초로 

만나 특정 여행지를 상징하는 각 행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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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이드는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가이드는 여행자와 음성을 

활용하여 1:1 로 대화하며 여행하는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여행자와 소통한다. 

3. 여행자의 경우 ‘개인화된 여정의 설계자’ 

역할과 가이드와 동승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가이드와 대화하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동승자와 소통한다.  

4. 동승자는 ‘자유로운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어 가이드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허용되지 않지만, 여행자와 채팅을 통해 소통하며 요구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표 2. 기능 별 서비스 사용자 정의 

 가이드 여행자 동승자 

여행 도중 이탈 O O X 

실시간 음성 대화 O O O 

실시간 채팅 O X O 
 

2.4 서비스 제안 

2.4.1 서비스 컨셉 
사례 조사와 인터뷰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의 타겟층을 위해 1) 모빌리티 이용 경험을 
개선하는 2) 메타버스 기반의 3) 모빌리티 통합 4) 여행 
플랫폼 트랜스페이스(Transpace)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동‘을 뜻하는 ’Transfer’, ‘여행‘을 뜻하는 ’Travel‘,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Space‘의 
합성어인 ’Transpace’는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플레이어에게 차별화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2.4.2 페르소나 별 저니맵 
앞서 제작한 두 개의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각 

페르소나의 서비스 이용 시 여정을 나타낼 수 있는 
저니맵을 구성했다. 서비스는 크게 ‘여행지 선택’ → 
‘출발 대기’ → ‘이동수단 탑승(우주 공간)’ → ‘여행지 

도착(우주 속 구현된 각 행성)’ → ‘차량 내 여행경험’의 
흐름으로 전개된다.

 

 

그림 4 20대 중반 남성 저니맵 

 

그림 5 20대 후반 여성 저니맵 
 

2.5 서비스 구현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 확정된 서비스 디자인 컨셉을 
활용하여 추후 실제 이용 가능한 메타버스 환경을 

로블록스 스튜디오(Roblox Studi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현했다. 로블록스는 제작자가 공개한 
컨셉을 개발자가 자유롭게 접근하여 구축·게시·운영할 

수 있는 로블록스 스튜디오(Roblox Studio) 플랫폼을 
제공한다. [7]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여행을 떠나는 우주 컨셉과 실제 확인하게 될 주행 

화면을 3D 메타버스 환경으로 구현했다. 

그림 6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구현된 서비스의 우주공간 

 

그림 7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구현된 서비스의 여행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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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3.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금전적인 부담감으로 인한 해외여행 계획의 
어려움, 부정적 경험을 초래하는 도심 내 모빌리티 사용 

및 비대면 소통의 증가로 인한 인적 네트워킹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활발한 현대 사회 구성원인 
20~30대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의 모빌리티를 이용한 우주 체험 및 
세계여행 서비스를 제안했다. 첫째, 해당 서비스를 통해 
현실의 물리적 제한이 없는 가상공간을 통해 유저들이 

금전적/육체적/시간적 자산의 큰 소비 없이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우주 
공간에서 모빌리티로 이동하며 돌아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구축하여 가상 우주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여행 시 각 
유저에게 배정되는 1:1 가이드를 포함하여 우주에서 

모빌리티를 이용한 횡단 시 함께 횡단하는 유저들과의 
채팅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 욕구에 해당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넷째, 우주 

테마의 가상공간을 통해 반복되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지친 중산층의 현대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써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했다.

 

 

3.2 비즈니스 모델 (BM) 제안 

트랜스페이스는 사용자를 고려한 무료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전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한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여 
서비스의 용도와 더불어 해당 서비스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제공할 주요 가치들을 정리했다.

 

 

그림 8트랜스페이스 서비스 다이어그램
 

 

3.3 향후 연구 방향 
구현된 서비스를 활용해 사용성 평가 (User Test)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서비스가 실제 타겟층의 니즈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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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sing awareness of recycling and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is the 

fundamental resort of influencing individuals 

to engage in a sustainable lifestyle.  

By utilizing gamification of recycling with the 

use of an OptiTrack motion capture system, 

this study aims to conceptualize contributions 

to the main factors of improving awareness of 

recycling of individuals.  

In this paper, we present a comparison model 

based on the survey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influence of group commitment of the 

individuals by means of extending and 

contemplating findings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The experiment result reveals that 

the influence of group commitment contributes 

to the willingness to recycle by 28.9%, and 

decrement of 10.7% in prioritizing self-

convenience when it comes to recycling, thus 

providing a basis to explore the impact of 

group commitment and other factors on 

environmental awareness and behavior. 

 

Keyword 

awareness of recycling, group commitment, 

gamification, motion capture 

1. Introduction 

Effectiv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volves 

taking actions that meet the current needs of 

society while also preserving resources and 

protecting the natural world for future 

generations. One key aspect of this is 

minimizing waste production and reducing the 

use of toxic materials, which can help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It is important that 

we prioritize these efforts and seize every 

opportunity to improve our environmental 

performance [1]. 

Preventing pollution is a crucial aspect of 

achieving long-term sustainability. It involves 

practices such as recycling and proper waste 

disposal, but at its core, it requires raising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inspiring individuals to adopt more sustainable 

lifestyles. By increasing understanding and 

fostering a sense of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 health of the planet, we can encourage 

people to make choices that will reduce 

pollution and promote sustainability [2]. 

2. Related Work 

2.1 Effect of Group Commitment and 

Awareness of Recycling  

There is evidence that the social identities and 

group commitments of individuals can 

influence their behaviors. Social identification 

and group commitment are psychological 

processes that involve an individual's sense of 

self-categorization within a social group and 

the motivation to align with the group's norms 

and values [3]. 

Recycling is a behavior that requires effort 

and commitment from individuals. Studies have 

shown that social norms and the perceived 

pressure from society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n individual's likelihood of 

recycling [4].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ocial context in which individuals live and the 

group commitments they hold can shape their 

behaviors and decision-making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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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Implications of Motion Capture and 

Gamification  

Motion capture is a technology that allows for 

the recording of live performances and the 

conversion of that data into a digital format. It 

has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cademia and the film and 

video game industries. One of the main 

benefits of motion capture is the ability to 

capture real-time motion data, which can be 

useful for a variety of purposes [5]. This 

technology can be used to record and analyze 

the movements of humans, animals, and other 

objects in order to study their behavior, 

design products or environments, or create 

realistic animations and simulations. 

Graphical interactive systems are typically 

designed to be used by a single individual or a 

small group. However, there are also cases 

where motion capture systems are used in 

group settings, such as for entertainment or 

team-building exercises [6]. In these 

situations, the motion capture technology can 

be used to track the movements of a large 

group of people, allowing for interactive 

experiences that involve collective 

participation. This can be useful for creating 

engaging and immersive experiences that 

involve multiple people working together or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Gamification refers to the use of game 

mechanics and elements in non-game contexts 

to influence attitudes, perceptions, and 

behavior. It involves the integration of game-

like features, such as points, rewards, 

challenges, and competition, into everyday 

activities in order to motivate and engage 

people. Gamification can be used to promote 

collaboration and teamwork, as it often 

involves working towards a shared goal with 

others [7, 8]. This approach can be effective 

in a variety of settings, such as education, 

training, marketing, or health promotion, and 

can be used to encourage a range of desirable 

behaviors and outcomes. 

The use of gamification techniques in the 

context of recycling has been shown to 

increas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promote positive behavioral change. 

Gamification elements, such as rewards and 

challenges, can motivate individuals to engage 

with recycling activities and become more 

involved in these efforts. Gamification can also 

help to create a sense of community and 

encourage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which can further drive participation in 

recycling. By incorporating gamification 

elements into recycling programs, it may be 

possible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of individuals in efforts to 

promote sustainability [9]. 

3. System Overview 

3.1 Recycling Simulator  

The OptiTrack motion capture system is 

known for its high accuracy and ability to 

track and measure data with precision. It can 

be used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including 

tracking recyclable trash in small volumes. To 

ensure optimal performance, it is important to 

minimize any obstructions or trip hazards in 

the capture volume, as physical impacts with 

objects can affect the calibration quality. 

Figure 1 illustrates the overall architecture of 

a motion capture system implementation. 

 

Figure 1  System Overview. 

As part of their task, players are required to 

recycle at least 30 recyclable items. Their 

progress is tracked using a motion capture 

system, which records the real-time 

movement of the recyclable items as they are 

collected. This data is then digitized and 

represented as 3D objects within the game 

engine on a personal computer. Players 

receive both visual and auditory feedback as 

they interact with the game screen, as 

depicted in Figures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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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layer Interaction 1. 

Figure 3 Player Interaction 2. 

In order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task, 

players must correctly sort the trash and earn 

a sufficient number of points within the 

designated time limit. This requires them to 

carefully categorize the trash and place it into 

the appropriate recycling bin. 

3.2 Awareness Survey  

The survey for this study was developed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of literature 

on recycling awareness and previous research 

on recycling behavior. It combines elements of 

two previously published surveys and is 

designed to assess factors that influence an 

individual's recycling habits [10, 11]. 

The criteria of the survey are the following:   

•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ssues 

•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 Willingness to make effort for a sustainable 

lifestyle  

• Personal priorities in lifestyle  

• Impact of group commitment to recycling  

3.3 Methodology  

Each participant is given time to understand 

the mechanics of the motion capture system 

and the rules of the recycling simulation. Then 

every participant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lay the simulation twice, in single-player 

mode and multiplayer mode. 

After the tutorial, the participants will go 

through the simulation in a single-player mode 

where only one participant would perform that 

task and interact with the game screen. Then 

participants are randomly grouped to proceed 

to the multiplayer mode.  

The task is to sort and throw 30 recyclable 

trash accordingly within 60 seconds. Each 

trash is worth 100 points, and to complete the 

task, they must collect 3000 points. Before 

each mode, the participants are given an 

amount of time to come up with a strategy. 

 

Figure 4 Methodology Overview.   

Figure 4 is the overview of the methodology 

whereas the result from the awareness survey 

after the simulation is compared. The 

influence of group commitment in multiplayer 

mode is analyzed. 

4. Results 

4.1 Simulation Result 

A total of four groups of 12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 entire 

average points in the single-player mode are 

1,575 points, and Table 1 shows the average 

points by the divided group. 

Table 1. Average Points in Single-player Mode. 

Index Group1 Group2 Group3 Group4 

Point 1,800 1,300 1,400 1,800 

 

None of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complete the task in single-player mode 

within the allotted time. However, all groups 

were able to complete the task in multiplayer 

mode. The average time for the group to 

complete the task was 52 seconds, just barely 

within the time limit of 60 seconds. Table 2 

displays the time taken for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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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ime Taken in Multiplayer Mode. 

Index Group1 Group2 Group3 Group4 

Point 47 sec 50 sec 55 sec 52 sec 

 

4.2 Survey Result 

The results for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ssues were consistent across 

both modes. On a scale of 1 to 5, with 5 being 

the highest level of agreement,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their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pollution and its 

impact on health.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methodology and recycling 

simulation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participants' views on environmental issues.  

Before participating in the multiplayer mode, 

participants were asked who they believed 

should be responsible for address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eir initial 

responses were distributed among citizens 

(42.0%), government (33.0%), and businesses 

(25.0%). After playing the multiplayer mode, 

the distribution of responses shifted 

significantly, with a majority of participants 

believing that citizen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ddressing environmental 

pollution (83.0%).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n the survey 

results were observed in the categories of 

willingness to make an effort towards a 

sustainable lifestyle, personal priorities in 

lifestyle, and the impact of group contribution 

to recycling. The overall average willingness 

to make an effort towards a sustainable 

lifestyle increased after the multiplayer mode, 

particularly in the area of recycling, which 

saw an increase of 28.9%. In terms of personal 

priorities, participants indicated a willingness 

to sacrifice their own convenience for the 

sake of a sustainable lifestyle. Specifically, the 

importance of self-convenience in relation to 

recycling decreased by 10.7%. 

Finally,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the 

impact of group commitment on their personal 

experience during the simulation. The results 

showed an increase in the impact of group 

commitment, as well as a voluntary increase in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recycling by 

6.01%. 

5.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e positive effect of group 

commitment on the adoption of a sustainable 

lifestyle through the use of a recycling 

simulation in a motion capture system. While it 

was clear that group performance in the 

simulation exceeded that of individuals, the 

results also revealed that group commitment 

can influence and motivate individual behavior 

when it comes to recycling.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ways to harness the power of 

group commitment to support and encourage 

sustainable living, with a particular focus on 

recyc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orking together as a group can not only 

be more effective in terms of performance, but 

also serve as a motivator for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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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심리 상담에서는 상담 효과를 위해 상담사와 

내담자의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디지털 멘탈 헬스 

영역에서 각광받고 있는 AI 심리 상담 챗봇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살펴봤으며, 심리 상담 챗봇에 대한 

사용자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라포 전략에 따른 

현존감과 매력도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 챗봇과의 라포 형성 전략이 사용자의 

인지된 친밀도를 매개로 현존감과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텍스트 기반 

상담 챗봇 특성을 고려해 언어적 표현 라포 형성 

전략에 따른 에이전트-사용자 상호작용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AI 심리상담 챗봇, 정신 건강 관리(mental health 

care), 라포(rapport), HCI. 

 

1. 서 론 

코로나 19 라는 전세계적인 전염병, 산불,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 상담 수요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명상 

어플리케이션, 사회 불안 및 우울증을 관리해주는 

멘탈 헬스 케어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용자와 상호작용 

가능한 AI 대화형 에이전트는 일대일 소통을 통해 

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1, 2]. 

하지만 현재 AI 심리상담 연구는 실제 면대면 

심리상담에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이 챗봇 대화를 

통해 상담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효과성 검증 

연구와[3], HCI 측면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와 

상담했을 때의 사용자 만족도 등 사용성 평가[4]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면대면 상담의 물리적 

접근성(시간 및 공간), 재정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의 어려움[5, 6]에 대한 보완으로 AI 심리 

상담 챗봇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심리 

상담 챗봇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심리 상담에서 내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7] 

내담자는 상담 세션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고민과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상담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편안하고 긍정적인 유대감을 

라포(rapport)라고 한다[8]. 

AI 심리 상담은 주로 텍스트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라포 형성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실제 심리 

상담에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라포(rapport) 형성 대화 모델을 

구축하여 사용자가 상담 챗봇과의 대화에서 공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라포가 형성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라포 형성에 따라 사용자가 상담 챗봇에게 

매력도를 느끼고 챗봇과 함께 있음을 

느끼는지(사회적 현존감) 확인하기 위해 라포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2. 문헌 연구 

2.1 심리 상담에서의 라포 형성 중요성 

라포란 상호간의 안정적이고 호의적인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8].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라포는 심리상담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9]과 협업[10]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 상담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 세션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내담자의 중도 포기율이 높다[11]. 

따라서 첫 세션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편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1]. 라포 형성을 위해서는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이 있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상대방의 

말에 끄덕여주거나, 상대방과 눈맞춤하는 것이 

있으며[12], 언어적 표현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기, 스몰토크하기, 상대방 말에 대해 공감 

표현하기가 있다[8, 12, 13, 14]. 현재 대부분의 

AI 심리상담 챗봇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라포 형성 전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2.2 AI 심리 상담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자 평가  

자연어 처리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달로 고객과 

상호작용을 위한 대화 가능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4 시간, 시간에 구애없이 

사용 가능한 챗봇은 언제든 자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 상담 영역에서도 

유용하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기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HCI 학문에서도 심리 상담 챗봇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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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해왔다. AI 심리 상담 챗봇에 대한 연구는 

크게 2 가지가 존재한다. 1) 기존의 상담 기법이 

인공지능 상담 챗봇에도 상담 효과가 있을지 

확인하는 연구[3, 15]와 2) 사용자와 AI 챗봇 

상담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확인하는 

연구로 진행됐다[4, 16, 17]. 

사용자와 AI 챗봇 상담의 상호작용 연구 대부분은 

‘컴퓨터는 사회적 행위자(Computers are social 

actors: CASA)’라는 관점에서 사용자 인식을 

확인하는 연구로 진행됐다. CASA 패러다임은 

컴퓨터 에이전트가 사람과 유사한 외적인 특성을 

보이거나 친절한 사회적 매너를 보일 때, 사람 

사용자는 컴퓨터 에이전트를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대한다고 설명한다[18]. 즉, 대화 상대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쉽게 듣는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듯이, 챗봇이 스몰토크를 

하고 먼저 자신에 대해 털어놓으면 사용자는 

챗봇에게 자기 이야기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챗봇이 사용자 이야기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을 때 사용자는 챗봇 사용에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9].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AI 심리 상담 

연구에서는 실제 심리 상담에서 중요한 라포 요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심리 상담 챗봇 

개발을 위해 실제 상담 대화 모델뿐만 아니라, 

텍스트 기반이라는 챗봇 특성에 맞춘 언어적 표현 

라포 형성 전략에 따른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 

상호작용 연구가 필요하다. 

2.3. 연구 가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상담 챗봇의 친밀감(라포) 형성 전략에 따라 

사용자는 챗봇에 대해 친밀감을 느낄 것이다.  

가설 2. 상담 챗봇의 친밀감 형성 전략에 따른 

사용자의 인지된 친밀감은 챗봇에 대한 사회적 

현존감과 매력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본 연구 모델 

 

3. 연구의 방법 

3.1 실험 조건 

본 연구는 심리 상담 챗봇의 라포 형성 전략에 따른 

사용자의 라포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제 집단과 

실험집단용 AI 심리 상담 챗봇을 구현했다. 두 

집단의 참가자 모두 자신의 일상적인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챗봇 

대화 모델을 기반으로 챗봇 대화를 진행했다. 

통제집단의 조건은 챗봇 대화에서 라포 형성 전략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고민을 묻는 대화 방식이며, 

실험집단의 조건은 챗봇이 사용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하고, 응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사용자 이름 부르기, 스몰토크하기, 

공감 표현하기 등의 라포 형성 전략을 기반[8, 12, 

13, 14]으로 챗봇 대화를 이어나갔다.  

3.2 참가자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하여 89 명의 참가자가 

모집되었다. 모집된 참가자들은 각 조건에 랜덤으로 

배정되었으며, 각기 통제집단에 49 명, 실험집단에 

40 명이 할당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37.10 세 (SD=8.463) 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성 

34 명, 여성 55 명이었다. 

3.3 실험 과정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은 임의로 나눠졌으며 두 

집단은 각각 심리 상담 챗봇과 자신의 고민에 대해 

평균 3 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 챗봇과 대화를 

마친 참가자들은 해당 챗봇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설문 응답하도록 안내받았다. 

3.4 측정 

참가자들은 실험에 참여한 이후 상담 챗봇에 대해 

라포 형성 정도, 사회적 현존감, 매력성 평가를 5 점 

리커트 척도로 자기 보고 형식으로 

평가했다(1 점=매우 아니다, 5 점 =매우 그렇다). 

라포 문항은 사용자가 챗봇에 대해 얼마나 친밀함과 

유대감을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문항[20, 21]으로 

“나는 방금 대화를 나눈 챗봇에게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해당 챗봇이 내 이야기에 잘 

공감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등 총 7 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Cronbach’s alpha = .960, M = 2.862, 

SD = 1.065). 챗봇에 대한 매력도를 묻는 문항[22, 

23]으로는 “나는 방금 대화한 챗봇을 매력적으로 

느꼈다,” “나는 방금 대화한 챗봇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등 총 6 개 문항이 

사용되었다(Cronbach’s alpha = .971, M = 2.556, 

SD = 1.090). 챗봇과 대화하면서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현존감 문항은[22] “나는 방금 챗봇과 

대화하면서 함께 있다고 느꼈다,” “나는 방금 

챗봇과 대화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느꼈다” 등 

총 7 개 문항이 사용되었다(Cronbach’s alpha 

= .820, M = 2.994, SD =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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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제안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다변량 분산분석이 (One-way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수행되었다 (표 1). 다변량 

분석 결과, 심리상담 챗봇의 친밀감 형성 

전략(라포)은 사용자들의 경험적 측정 요인 전체를 

대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았다 (Wilks’ Lambda = 0.9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측정 변인들에게 유의미한 

영향력이 관찰되었다. 챗봇의 친밀감 형성 전략은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친밀도를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으며 (일반 전략: Mean = 2.532, SD = 

1.047, 친밀감 형성 전략: Mean = 3.131, SD = 

1.011),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F(1,87) = 7.474, p 

< 0.01, ηp
2 = 0.079, 유의미하였다. 또한, 현존감 

(일반 전략: Mean = 2.800, SD = 0.759; 친밀감 

형성 전략: Mean = 3.152, SD = 0.716), 매력도 

(일반 전략: Mean = 2.300, SD = 1.032; 친밀감 

형성 전략: Mean = 2.765, SD = 1.102) 에서도 

각각, 현존감의 경우 F(1,87) = 5.036, p < 0.05, 

ηp
2 = 0.055,  매력도의 경우 F(1,87) = 4.768, p < 

0.05, ηp
2 = 0.046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표 1. 일원배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변수 

일반 전략 라포 전략 

F (ηp
2) 

Mean 

(SD) 

Mean 

(SD) 

친밀도 2.532 

(1.047) 

3.131 

(1.011) 

7.474** 

(0.079) 

현존감 2.800 

(0.759) 

3.152 

(0.716) 

5.036* 

(0.055) 

매력도 2.300 

(1.032) 

2.765 

(1.102) 

4.768* 

(0.046) 

Note: * p < 0.5, ** p < 0.01. 

 

더 나아가,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챗봇의 친밀감 

형성 전략이 사용자의 인지된 친밀도를 통해 현존감,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과정 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에는 PROCESS Macro 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매개 분석에서는 변수의 

영향력에 관한 신뢰구간,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L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사이에 0 이 포함된다면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없음, 다시 말해 통계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24]. 

 

표 2. 인지된 친밀도의 매개 효과 분석 결과 

종속 변수 B S.E. 

신뢰구간 

LLCI ULCI 

현존감 0.368 0.133 0.102 0.619 

매력도 0.536 0.195 0.155 0.927 

Note: * p < 0.5, ** p < 0.01. 

 

매개 분석 결과, 가설에서 제안된 인지된 친밀도를 

통한 간접 효과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 보다 구체적으로, 챗봇의 

친밀감 형성 전략은 앞서 MANOVA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인지된 친밀감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으며, B = 0.599, S. E. = 0.219, t = 2.736, 

LLCI = 0.164, ULCI = 1.034, 이는 각기 사용자의 

챗봇에 대한 현존감 인식, B = 0.615, S. E. = 0.040, 

t = 15.584, LLCI = 0.536, ULCI = 0.693, 그리고 

매력도, B = 0.894, S. E. = 0.058, t = 15.455, 

LLCI = 0.779, ULCI = 1.009, 에도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5. 논의 

본 연구는 심리 상담에서 상담 효과를 위해 중요시 

여기는 상담사와 내담자 간 유대감 형성이 AI 대화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에도 적용되는지 검증하였다. 

텍스트 기반 챗봇 특성에 맞춘 선행연구를 통해 

언어적 라포 형성 전략(예: 상대 이름 부르기, 

스몰토크하기, 공감하기)을 구현하여 에이전트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심리 

상담 챗봇의 라포 형성 전략이 사용자의 인지된 

친밀도(라포)를 매개로 챗봇에 대한 현존감과 

매력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상담 

챗봇의 라포 형성 전략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챗봇에게 친밀감을 느꼈으며 사용자의 인지된 

친밀감(라포)는 챗봇에 대한 현존감과 매력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인 AI 심리 상담 연구에서 상담 효과를 위해 

중요한 요인인 라포 효과를 살펴봤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화만으로 상담 챗봇에게 

매력을 느끼고 함께 대화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심리 상담 챗봇을 디자인할 

때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상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실질적 의의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텍스트 기반 

소통에서 이모티콘 사용 및 준언어적 표현(예: 

물음표, 느낌표, 물결 표시 등)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25] 언어적 표현에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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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고안하는 심리 상담 챗봇 개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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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최근 빅데이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정보를 다양한 차원으로 표현하는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 
정보를 3 차원적인 물질로 표현하는 ‘데이터 
물질화(Data Physicalization)’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데이터 물질화에서의 정보-물질 
관계성 및 표현적 특성을 심층적인 데스크 리서치와 
사용자 창의성 실험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인식 및 연상 요소가 전반적으로 
반영되며, 데이터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특정한 물질 
속성을 대응하는 행태를 발견하였다.  
 
주제어 
데이터 물질화(Data Physicalization),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데이터 표현(Data 
Expression),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감성 
경험(Emotional Experience) 
 
1.   서 론 
컴퓨터 디스플레이의 2 차원적 공간에서의 표현적 
자유도가 급상승하고 데이터의 실시간성과 
상호작용성이 더해져 역동적인 표현이 자유로워지면서 
대화형으로 역동적인 데이터 시각화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웹, 앱 등의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 차원 평면의 틀을 벗어나 
데이터를 다양한 차원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동시에 일어났다.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흐름이 ‘탠저블 
컴퓨팅(tangible computing)’ 혹은 ‘TUI(tangible user 
interface)’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스크린 위의 
2차원 이미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3차원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큰 흐름을 만들어낸 연구 
영역이다[6]. 
본 연구는 데이터 물질화(Data Physicalization)를 
이해하고 비물질적인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물질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모색해보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정보-물질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 정보 

경험에 따른 표현 방법에서의 새로운 연계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데이터 물질화의 사례분석과 사용자 창의성 
실험을 통해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은 2015 년도부터 2022 년도까지의 데이터 
물질화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물질화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심층적인 분석과 
분류를 통해 데이터 정보 속성과 물질 속성의 연계성을 
알아보고 인덱스를 체계적으로 생성하였다. 
사용자 창의성 실험은 생성한 인덱스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에 따른 비물질적 정보의 물질적 표현과 
원리를 모색해보고, 정보 속성-물질 속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관계성을 도출해 보고자 
4 가지의 태스크(Task)를 선정하여 사용자 창의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데이터 물질화의 개념 

데이터 물질화란 ‘구조 혹은 재질적 성질로 데이터를 
표시한(encode) 물리적 인공물(Jansen등, 2015)’으로 
정의되며, 최근 이루어졌던 데이터 물질화(Data 
Physicalization)의 Dragicevic 와 Jansen(2021)의 
연구에서는 데이터 물질화란 물리적 인공물(Artifact) 
또는 재료(Material)를 통해 데이터를 입체화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5],[7]. 정보를 이해하기 용이한 
형태로 표현한다는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을 
공유하면서 2차원 평면이 아닌 물리적 형태로 대체한 
개념이다. 따라서 데이터 물질화는 디지털 정보의 
물리적 표현과 비슷한 의미가 있다. 데이터 물질화는 
실제 데이터를 3 차원의 환경에서 시각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데이터를 물질적으로 제작하여 표현하는 
하나의 데이터 표현 방법이다. 

2.2 데이터 물질화의 현황 

데이터 물질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디지털 정보의 물리적 
표현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보자면 앞선 분야들도 
데이터 물질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Dragicevic 등(2021)은 최근 데이터 물질화의 연구 
동향을 분야별로 분류하였다[4]. 커뮤니케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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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있어서는 (그림 2)와 같이 과학과 의학의 
데이터 모델을 설명하거나, (그림 3)과 같이 공공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이 데이터 
정보를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3].  

그림 2. 심장 혈류를 3차원으로 표시 [1] 

 
그림 3. Cairn FORM–에너지 효용을 예측하여 변형되는 
원통형 디스플레이 [3] 
 
3.   사례 분석 

3.1 데이터 물질화 사례 수집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 앞서 Dragicevic 와 Jansen 이 
관리하는 연도별로 정리해둔 정보의 물리적 시각화 
사례 목록을 기반으로, 2015년부터 2022년도 사이에 
창작된 데이터 물질화의 사례를 수집하였다[4]. 
추가적인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 새로운 사례를 
포함하여 총 122개의 데이터 물질화 사례의 심층적인 
데이터 정보 분류와 그에 따른 물질을 분석하였다.  
      3.2 정보-물질 분류 
데이터 정보와 물질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6가지의 카테고리로 수집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카테고리 

데이터 재료 

형태 특성 유형 속성 사용 속성 

데이터 형태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이터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4 가지 형태인 ‘명목형(Nominal Data)’, 
‘순위형(Ordinal Data)’, ‘이산형(Discrete Data)’, 
‘연속형(Continuous Data)’의 데이터 형태를 사용하여 
사례 분류를 진행하였다[8]. 
데이터 특성에 따른 유형 

데이터 특성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16 가지의 분류체계를 참조하였다[9].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특성에 알맞은 총 24 개의 세부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2. 데이터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데이터 분류 세부 유형 

국가 정치 인구    

과학기술 통신 과학    

교육      

교통      

재난안전 피해 사건    

경제 금융 소득    

개인 관계 활동 생활 감정 소통 

보건의료 인체 신체 질병 수명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 인식 언어    

국토지리 경로 지역    

환경기상 날씨 자원 오염   

그림 5. 데이터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데이터 속성 
데이터 속성의 경우 데이터 정보의 형태, 특성, 유형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표 3)과 같이 총 13가지의 요소를 통해 분석하였다. 
표 3. 데이터 속성 

데이터 속성 

정도 수 종류 위치 양 수치 시간 

높이 특성 상태 형태 선호 활동  

재료 속성 
재료 속성의 경우 명확하게 데이터 표현 방법을 규명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보 디자인 
이론에 따른 자크 베르탱(Jacques Bertin)의 7 가지 
그래픽 요소인 위치(Position), 크기(Size), 형태(Shape), 
색(Color), 명도(Value), 기울기(Orientation), 
질감(Texture)의 요소를 사용하여 재료 속성에 따른 
표현 방법을 구분하였다. 그 밖의 움직임(movement), 
양(Amount), 소리(Sound), 연결(Connection), 
속도(Speed), 길이(Distance/Length)를 추가적인 
요소로 사용하여 재료 속성을 구분하였다[2]. 

3.3 정보-물질 속성 매핑 
데이터 정보와 물질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구분해보고자 정보-물질 속성의 인덱스를 생성하였다.  
데이터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요 
구성요소는 시각적 매핑(Aesthetics), 척도(Scale), 
좌표계(Coordinate System), 축(Axis) 등이 있다.  
시각적 매핑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데이터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데이터 시각화에 흔히 
사용되는 시각적 속성은 위치(Position), 형태(Shape), 
크기(Size), 색(Color), 선 굵기(Line Width),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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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Line Type)이다. 이와 같은 속성은 특정 데이터 
값과 매핑하여 시각화를 진행하며 한다. 이 때, 위치, 
크기, 선 굵기, 색상은 데이터 형태에 해당하는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에 모두 적용되고, 모양과 선 
유형은 이산형 데이터에만 적용된다[8]. 예를 들어, 
(그림 4)에서는 버스/기차 지연 데이터를 지연 상태에 
따라 실의 색상 속성을 활용하여 매핑하였고, (그림 
5)에서는 각 나라 별 연령 비율 데이터를 도자기의 형태 
속성을 활용하여 작품을 표현하였다. 

  
그림 4. Self knitted Scarf of Train Delays [4] 

그림 5. State of the World as Population Pyramids [4] 
 
데이터 물질화 인덱스 생성 
데이터 물질화에 관한 122 가지의 사례를 수집하고, 
심층적인 데이터 매핑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데이터 ‘형태’, ‘특성’, ‘유형’, ‘속성’ 그리고 ‘사용 재료’, 
‘재료 속성’ 요소로 분류하여 (그림 6)과 같은 인덱스를 
구성하였다. 

 
그림 6. 인덱스 생성 사례 일부 
 
4. 사용자 창의성 실험 
4.1 실험 개요 

선행 연구에서 정보-물질 매핑 분석을 바탕으로 
미흡하였던 개인 데이터 정보에 중점을 두어 연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하여, 총 4 가지의 데이터 
태스크(Task)를 통해 참여자들이 데이터 정보를 어떤 
형태로 물질화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4)와 
같이 수면, 지출, 경로 그리고 감정에 대한 데이터 
정보와 그에 따른 맥락도 함께 제공하였다. 

표 4. 4가지 태스크(Task)와 맥락 
Task1 Task2 Task3 Task4 

수면 지출 경로 감정 

일주일 

동안의 
수면패턴을 

표현해주세요 

일 년(한 달) 

수입/지출을 
표현해주세요

. 

일주일 동안 

이동한 경로를 
표현해주세요

. 

소개팅 당일의 

감정 변화를 
표현해주세요

. 

실험 진행 
실제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4명으로 구성된 인원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데이터 경험을 이해하고, 데이터 창작물 
결과의 연계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실험자들에게 특별했던 데이터 측정 및 경험의 사전 
인터뷰 질문, 창작물에 대한 설명, 데이터 표현 
방법에서의 재료 선정 이유에 관한 사후 인터뷰 
설문지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총 6 명의 외부 
참여자들은 실험 진행 시 태스크와 그에 대한 맥락에 
따라 개인의 데이터 경험을 물질화하였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사용자 창의성 실험 후에, 실험자들의 사후 인터뷰 
답변과 함께 정보-물질 간의 생성한 인덱스를 기반으로 
실험자의 창작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매핑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수면 데이터   

 
그림 7. 수면 데이터 결과물 
수면 데이터를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정보-물질 
속성의 관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면 데이터의 
속성에 있어서 ‘수’는 재료 속성의 ‘형태’ 또는 ‘갯수’로 
가장 많이 표현되었다. 또한, 데이터 속성인 ‘위치’의 
경우에는 재료 속성에 있어서 ‘형태'와 ’질감'으로 
데이터 정보를 표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면이라는 데이터 정보는 실험자들에게 
연상되는 생각과 그에 따른 감정표현 요소가 창작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감정의 경우에는 재료 속성에 있어 
‘색상'으로 표현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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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면 데이터 분석 결과 
지출 데이터 

 
그림 9. 지출 데이터 결과물 
지출 데이터의 경우에 데이터 속성과 재료 속성이 매핑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변동성이 없는 
‘수입'의 데이터 속성의 경우에는 ‘형태'의 재료 
속성으로 실험자들이 표현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의 
수면 태스크의 결과와 같게 실험자들은 전부 지출에 
따른 감정을 창작물에 표현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감정'의 데이터 속성도 ‘색상'의 재료 속성으로 
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0) 

 
그림 10. 지출 데이터 분석 결과 
경로 데이터 

 

그림 11. 경로 데이터 결과물 
경로 태스크의 정보-물질의 속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데이터 속성인 ‘경로’는, ‘연결’ 또는 ‘움직임'의 
재료 속성으로 가장 많이 표현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위치'의 경우에는 ‘형태'의 재료 속성이 
데이터를 물질화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됨을 
확인하였다.(그림 12) 

 
그림 12. 경로 데이터 분석 결과 
감정 데이터 

 
그림 13. 감정 데이터 결과물 
감정 태스크의 정보-물질의 속성을 분석해본 결과 
(그림 14)과 같이 대응되는 부분을 발견하였다. 감정 
태스크의 경우에는 데이터 속성인 ‘수'는 ‘형태'의 재료 
속성으로 표현하였으며, ‘감정’은 ‘색상'으로 정보를 
물질화하는데 있어 사용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림 14. 감정 데이터 분석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태스크별 정보-물질의 
속성을 (표 5)와 같이 요약하였다. 
표 5. 태스크별 정보-물질 속성  

정보-물질 속성 매핑 

수면 지출 경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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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태, 
갯수 

수입-형태 경로-연결, 
움직임 

수-형태 

위치-
형태,질감 

감정-색상 위치-형태 감정-색상 

감정-색상  감정-색상  

결과 분석 
실험결과에서 나타나는 정보-물질 상관성을 물질 
속성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분류하기 위해 (그림 15)와 
같이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림 15. Affinity Diagram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 
분석결과, 정보를 물질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물질(재료)의 속성에 따른 특징들이 도출되는 한편, 
물질(재료)을 활용하는 방식에 따른 특징들도 
도출되었다. 각각의 특성들은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6. 인사이트 결과 

 
 
 
 
 
 
 
 

속성 

색상 토픽에 관련된 색상을 선택하여 표현 

개인의 긍정/부정 인식을 색상으로 

투영 

형태 데이터에서 연상되는 요소와 유사한 
형태 선택 

하나의 물질 안의 여러 형태를 

이용하여 데이터 매핑 

연결 연속되거나 반복되는 형태는 물질을 

연결하여 표현 

질감 데이터에 연상되는 감정 및 느낌을 

물질의 질감을 통해 표현 

크기 / 

갯수 

하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표현 

재료 

특성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과 재료의 

유동성을 매핑하여 표현 

 

표현
방식 

재료 재료의 표현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 표현 

데이터 제시된 시간 및 데이터를 개인이 

임의적으로 분리하여 표현 

 
5.   결론 
본 연구는 데이터 물질화 표현에 있어서 정보와 물질 
간의 속성적 관계성을 분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22 개의 데이터 물질화 사례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정보 속성과 표현 매체의 물질 속성 간의 매핑 
관계를 명세화 하였다. 이 인덱스는 향후 데이터 물질화 
표현에 있어서 유용한 참조 점을 제공한다. 반면, 
데이터 물질화 표현이 단순히 정보와 물질의 관계 
맺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끌어내고 어떻게 형상화 하는지 중요한 점을 알 수 있다. 
후자는 사용자 창의성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각기 다른 맥락의 데이터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물질적 
표현에 이르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물질(재료)의 속성과 정보의 속성을 대응하는 패턴에 
있어서 인덱스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지만, 색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형태 연상, 재료의 특성 반영, 재료 표현 
방법, 표현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정보-물질 연계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식 및 연상 요소가 전반적으로 활용되며, 
데이터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특정한 물질 속성을 
대응하는 행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속 연구의 일부로서 사용자 
특이성(idiosyncrasy)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정보의 물질 표현의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정보-물질 관계성에 대한 이해와 표현 
방식을 기반으로 실제적 데이터 물질화 시도를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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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Dall-E 䅯 ㈃ ◟䀇ᶫ㈃ ㎧㋇ ㌛䀔 ᚫᵐ䀃┛, ㈣

ᚯ ᵐ⋐ ⭬䄷䀃ᴿ ᰽ ⳃ㎫㈃ ⚣㑫 ⮈⯜ ᚫᵐ䀇 

䄀⭛╓ḣ(diffusion model) ᾜ㉐䀟 ⑹ ឫ ឋ 

㈳ᶏ. ᾏ ╓ḣ text-to-image 䃀ⶈほ ᣛ⛃䀇 ㈰⋐

 ㄿ᠗䀃ᭃ ⭗ㅔ㈻㈃ ㈰㉐ほ⯇ᴿ た⁏ った ᠗◣㈃ ㌛

䀔 ㈻ⶋ ㅻ䀃ᴿ ㎧㋇ル ⵏ㭫㈧㈃ ᢣ⑧ ⮈⯜䀃ᴿ 

ḛ ㊬䀔䀇㑫 ⶏ䀴䀟 ➟ᣛ ㊯ほᴿ ⿷ ⳃ ぱᶏᴿ 䀇ᝯ 

ᛁᴿᶏ.  ᢤ➠䀃ᣛ ㆯ䀟 ⭗ㅔ㈻ᾏ ビ∧㈣ 㦏♏ᵳ

㶛 䄇Ẅ 㱠䀟 ⳃ⑹ ⶇ䀴㛔ハ 㤃┛ ㊬䀔䀇 㯸ⵏ

㵣 㾯⌗㾯㵣 ⛇䀃ឋ, ហ㇋䀃ឋ, ᛇ⯋䀃ᣛ ㆯ䀇 㝟ᝯ

㊬㈣ ᰣ⋐ ᣛㅣឋ ㈳┛, ᢣ 㱠䀟 ⊗ 㯸ⵏ㵣 

㾯⌗㾯㵣 み㑫ᵳた⑬ 㳟ṯ 㑼ᶓ㑫⯜ 㱠䀟 ᛇ⛇䀟 ᭃ

ᚫឋ ㈳ᶏ. ➣ ᰧ◣ほ⯇ᴿ た ⭗ㅔ㈻ᾏ た⁋䀇 ឧ

㋀ᭃ 䇻 㝻 㝃⊧ ᶫ䀇 ㉋㉗ហᚯ ᚫ㑯 ╓

ḣ 㭻䀃ឋ, ⭗ㅔ䀃ᣛ ㆯ䀟 ᰣ⋐䀃ᴿ㑫 ⠯⯈䀃カᶏ. 

 ㆯ䀟 AI ㅔ䀇 ⑷䃿㼸 ⚣㑫 ⮈⯜ほ ᶫ䀟 䄇

⛇䀇 ᰧ㈃ᚫ 㑯䀴ểឋ ㈳┛ Tag Generator∧ᴿ 㯸

ⵏ㵣 㾯⌗㾯㵣 ㈰⋐ ㆯ䀇 㳟 ⑷ᾋ 㤟∧⢷ AI

ᢣ⑧ 㛯ᮻ ゛᠗㉐ⰷ⌇ ⯋㋀䀃カᶏ. ゛᠗ᶫ⭬⌇ᴿ 

78,911ᛇ㈃ ⶇ ⳃ㑼䀳ឋ, ᢧ≃ 䄀⭛╓ḣ㈃ 㾯⌗

㾯㵣 ⶏ䀴ほ ឫ䀇 ⶇ䀴㛔ハル ㈣㯛㹃ⵏ㈃ ᾿㈻㈣ឧ 

⚫㊼䈳 ឫ⋓ệ ⶇ 1,068ᛇ 㠿㡇䀃 ⠯⯈䀃カᶏ. 

 ⚿㮀⌇ ㎧㋇⠯⯈ ⛔❀ 㱠䀟 ⭗ㅔ㈻㈃ 䀴Ẅ 㷓

㯟ឧ ឫ⋓ệ 8ᛇ㈃ ㇋䃀ឧ 25ᛇ ✿㎧⌇ ⠯␃䀳ᶏ. ₻, 

⭗ㅔ㈻ほ ㈃䀟 ⰷᛇệ ⚣㑫 ⮈⯜ AI ➟㌛ ⯇⣯ⵏᚫ 8

ᛇ㈃ 䀴Ẅ 㷓㯟 ㇋䃀 ㎼ た⁏ ㇋䃀ほ 䀟ᶤ䀃ᴿ㑫 ⠯⯈

䀳ឋ,  ⚿㮀⌇ ᶫᢇ╓ 䄀⭛╓ḣ AIほ ᢧᚯ䀇 

⚣㑫 ⮈⯜ ⯇⣯ⵏ㈃ UI/UX ᛇ⯋ ㆯ䀇 ⶏ㝇㊬ ⛔⿳ 

㋇⿳䀃カᶏ.   

주제어 

NovelAI Image Generator, ⑷䃿㼸 ⚣㑫 ⮈⯜ AI, 㮇

ᢣ, 㾯⌗㾯㵣, ⯇⣯ⵏ, text-to-image ╓ḣ 

1. 서 론 

AI ㅔ䀇 ⮈⯜㊬ ⚣㑫 ⑷ᾇᴿ ゛᠗ほ ㈳た⯇ᴿ 

ᢣ ╔㊬ឧ ឧ㈃ 㪯㶛 ᾜ ᶏ〼䀇 ⛔䁐⌇ ゛᠗ểた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Variational 

Auto Encoder (VAE), Flow ᣛ⛃ ╓ḣ ᾜ ㅔểឋ 

㈳ᶏ. ᶫった╓ḣ GPT-3 ᣛ⛃㈃ DALL-E 2ᚫ 䃿

㋇ᚫ ệ 䅯, 㵤䈳 䄀⭛╓ḣ ᣛ⛃⌇ ⚣㑫ル 㯸ⵏ㵣

㈃ ㌛䀔ほ Ί␣ ◟䀇ᶫ㈃ ㈻㇋ṯ ᚫ㑫ᴿ ⚣㑫 ⮈⯜ 

ᵐ⋐ឧ ㈣ᚯ ⭬⭬⋐ ⭬䄷䀃ᴿ ᾚ䀇 ឧ◧ほ ᶫ䀇 ឫ

 䀇㛨ᶏ. 

䄀⭛╓ḣ ◟㈼ㆯ⌇ ⯋㮈ệ 㿨⯫ᾏ⌇ ⎓た㑯 ㄇឌ

ệ ⚣㑫 ㅔ䀟 䀄ⵠ䀇ᶏ. ╓ḣ ⊲ ㄇឌệ 

⚣㑫 ㅻ≃ 䃀㮇⌇ ➠ㅻ䀃ᴿ ⛔❀ ⛛ㅟᶏ. 䄀⭛╓ḣ

 ㈯㈃㈃ 㿨⯫ ន∧ ㄇឌệ ⚣㑫 ⑷ᾏឋ, CLIP 

(Contrastive Language-Image Pre-training, った-

⚣㑫 ᶫ㌛ ᣛ⛃ ⭗㊯ 䅳⋓)㈃ ṯㅫ ⛆┛ ㈰⋐ệ 㯸

ⵏ㵣ほ ⠫䀔䀃ṯ⌈ ➠ㅻ䀃ᴿ ឧ㋀ほ⯇ ワ㊯䈳 ⭳⌇ㅟ 

⚣㑫 ⑷ᾋᶏ. ㈰⋐ểᴿ った᠗◣㈣ 㯸ⵏ㵣 㾯⌗㾯

㵣(prompt) ⰸ㈃ ㎧ ㈼ 䃀ⶈ ⚺ ㈰⋐ ㊳㛓㈃ ❫䃿

ほṯ ╓ḣ ⚧ᚻ䀃 ⛃ㇼ䀇ᶏᴿ 㵤㒀 ᚫ㑯ᶏ. ╓ḣ

㈃ ᚯᶓ䀇 ╓ⶈṯᴿ [ᢣ⑧ 1]ឧ ᛄᶏ.  

 

ᢣ⑧ 1. ⿳㋀㊬㈣ 䄀⭛╓ḣ㈃ ᠗⯜ឧ Ẅ㈼⛔ⶈ ➟㎧ᴿ 

ᢣ⑧ (A walk through latent space with Stable Diffusion by 

Ian Sten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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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㑫 ⮈⯜ ㈼ばほ⯇㈃ 䄀⭛╓ḣほ ᚫᵐ⯜ឧ ᢣ ㅔ

ほ ឫ䀇 ゛᠗ほ ㈳た⯇ᴿ Ho et al(2020)ᴿ 䄀⭛╓ḣ㈃ 

ᚫᵐ⯜ほ ᶫ䀇, Radford et al(2021)ឧ Rombach et 

al(2022)ᴿ 䄀⭛╓ḣ㈃ ⯜ᵐ ⚺ ឧ◧㈃ 㼳㑳 䁐⭬ 

ㆯ䀇 ⛔䁐⯜ ㋇ⶇ䀃カᶏ [1-3]. 

䀇㹣, Yang et al(2020) Human-AI Interaction ᣛ⛃

㈃ ㋇㼳 ⚺ ⯇⣯ⵏ ឧ㋀ほ⯇ AIᴿ ᢣ ㅔほ ㈳た ワ㊯

䈳 ⭳⌇ㅟ 㷓⊗ᶏ㈯㊯䄃 㿯ㄿ䀃ឋ, Ẅ㈼⛔ⶈほ ᶫ䀇 

⛛ᝨ㑫ⶈឧ ᝨ䂃 ㄿ᠗䀇ᶏᴿ ㊻ほ⯇ UX ᾿㈻㈣ほ⯇ 

⭗ㅔ䀃ᣛ た⋏ㅟ ě⭳⌇ㅟ ㉗⍷Ĝ∧ ᰧ㈃䀇 ⚿ ㈳ᶏ [4]. 

ル ᛄ 㣌┟ほ⯇ DALL-E 2, Midjourney, Stable 

Diffusion ᾜ 䄀⭛╓ḣ ᣛ⛃ text-to-image ⯇⣯ⵏᚫ 

ᭃハឋ ㈳ᴿ 㑫ᢳ, ⑹ ⭗ㅔ㈻ᚫ ➣㈣㈃ ㈃ṯル ⚿≓ 

ᶟ 㵤㋀䀇 ㎧㋇ル 䃀ⶈ ᛁ㡃 ⚣㑫 ⑷ᾇᴿḛ た

⋏ㅫ ឋ ㈳ᶏ. 

ᢣ ㇋⌇ᴿ (1) ㈰㡇⋐ឧ ⮈⯜ ឧ㋀ほ ㈳た ㎼ㄿ䀇 

䀋 䀃ᴿ 䄀⭛╓ḣ㈃ ㉋㉗ ហᚯ(latent space) ⰸ㈃ ㋀

䄀䀇 Ẅ㈼ᣛ㊯ほ ᶫ䀟 ⛈䂫㑯 ⚿ᚫ 㬗㑫 ⿵ᣛ ῷ◣┛, 

(2) ᣛ㌟㈃ ⚣㑫 ⮈⯜ ㆯ䀇 た㾷㦫Ⰳឧ ㊯䂫 

ᶏ␣ った 㮇ᢣ 䃀㮇㈃ ㈰⋐ ㄿ᠗䀃ᣛ ῷ◣ᶏ. ₻, 

(3) ⊗䀇 ⛔ⶈ ㄣほṯ ⚣㑫 ⮈⯜㈃ ⯣⠫⭗䀘 ㌛

㊳䀃ᴿ 㶷∧⚣㯛(parameter)㈃ ㈰⋐ ⛔ⶈ ᾜ 㑬ឫ㊬

㑫 ⿵ᶏ. ⊗䀇 ⠳䀔䀓 ᛇ⯋䀃ᣛ ㆯ䀟 ╓ḣ ᭟⠫

 ⠯⯈䀃 ㉋㉗ហᚯ ⰸ Ẅ㈼ᣛ㊯ ⯏┰䀃⋏ 䀃ᭃ, 

コ㣌 ᚫᵐ䀇 ⚣㑫 ⮈⯜䀋 ⳃ ㈳ṯ⌈ 㡇⋐ ឧ 

ᴿ 㾯⌗㾯㵣 㶻⒏䀃ᴿ ᾜ ᶏ〼䀇 ⶇṯᚫ ⎓た㑫

ឋ ㈳ᶏ [5-6]. 

ᢣ⊗ᭃ, 䄀⭛╓ḣ ᣛ⛃㈃ ⚣㑫 ⮈⯜ AI ⯇⣯ⵏ 

ㅔ䀓ほ ㈳た ㈰⋐䀋 㾯⌗㾯㵣 ṯ㡇䀃ᴿ ឧ㋀ほ⯇ ⭗

ㅔ㈻ᚫ ឋ ㈳ᴿ ⠳㹣 ◟ひឋ, ⯇⣯ⵏ ᠗⯜ほ ㈳た 

㿯ⳃ㊬㈣ UI ㄿⰷル ⯇⣯ⵏ ᾿㈻㈣ ᛇ⯋ほ ᶫ䀇 ゛᠗ᴿ 

㉃ ⎓た㑫ឋ ㈳㑫 ⿵ᶏ. ⊗䀇 ◣㋇㊻ 䀟䀃ឋ㈻, 

➣ ゛᠗ほ⯇ᴿ ⚣㑫 ⮈⯜ AI ⯇⣯ⵏ ᾿㈻㈣㈃ ᛇ⯋ 

⛔䁐 ㋇ⶇ䀃 ⯇⣯ⵏ ㅔ ឧ㋀ほ⯇ ⛇⮈䀃ᴿ ⠳㿯

ㄿ䀇 ㊳㛓 ㎯ឋ, ⭗ㅔ㈻ᚫ ㅻ䀃ᴿ ⚣㑫 ⮈⯜䀋 

ⳃ ㈳ṯ⌈ 䀃ᴿ ᜮ ╔㼇⌇ 䀃カᶏ. ゛᠗㈻ᾏ ⊗䀇 

⭳⌇ㅟ ᾿㈻㈣ ㉗⍷⌇⯇㈃ ⮈⯜╓ḣ ㇼㅔ䀇 ㈣㯛㹃

ⵏ ᾿㈻㈣㈃ ᛇ⯋ ⛔䁐 ㋇ⶇ䀃ᣛ ㆯ䀟 ⭗ㅔ㈻㈃ 䀴

Ẅ 㷓㯟ឧ ⯇⣯ⵏ ᚯ㈃ ឫᝯ 㶷⿰ ⯋䀴ểた〧 䀇ᶏឋ 

ឋ⋏䀃カᶏ. ゛᠗㈻ᾏ 㝖㒣, ⚣㑫 ⮈⯜ AI ⯇⣯ⵏ

 ㅔ ㎼ほ 㯸ⵏ㵣 㾯⌗㾯㵣 ṯ㡇䀃ᣛ ㆯ䀟 ⭗ㅔ㈻

ᴿ た⁏ 䀴Ẅ 㷓㯟 ➟┛, ἃ㒣, ᚬ 䀴Ẅ 㷓㯟 た⁏ 

ឫᝯᚫ ㈳ឋ た⁏ ㈧⋓㈃ ឧ㋀ 㤃ᴿ㑫, ⯶㒣, 㵤㋀ 

䀴Ẅ 㷓㯟 㞴㑯䀃ᭃ ⠳㿯ㄿ䀇 ㊳㛓 ㎯ᣛ ㆯ䀟 

⭗ㅔ㈻ᚫ ᛇ⛇䀇 ➟㌛ ⯇⣯ⵏ ⚿㮀⌇ た⁏ ᛇ⯋ệ  

⯇⣯ⵏᚫ 㿯ㄿ䀇ᚫ∧ᴿ ⯣ ᚫ㑫 ゛᠗㑳◣ ⯋㋀䀳ᶏ. 

 㭻᠗䀃ᣛ ㆯ䀟 㠇ᢧ AI ㅔ䀇 ⑷䃿㼸 ⚣㑫 

⮈⯜ほ ᶫ䀟 䄇⛇䀃 ᰧ㈃ểឋ ㈳┛ Tag Generator

∧ᴿ 㯸ⵏ㵣 㾯⌗㾯㵣 ㈰⋐ 㳟 ⑷ᾋ 㤟∧⢷ AI

ᢣ⑧ 㛯ᮻ ゛᠗ᶫ⭬⌇ ⯋㋀䀃カᶏ. ゛᠗㈻⍷⌇ 

ⶇ 78,911ᛇ ⳃ㑼䀳ឋ, 㦏♏ᵳ㶛ほ⯇ ᚫ㤃 ㈣㋀

⛆ 㠿㝇ⳃ 10 ⭬㈣ ⶇ 1,068ᛇほ ㎧╔䀟 ⠯⯈

䀃カᶏ. ㎧╔䀇 ⶇ 䄀⭛╓ḣ㈃ 㾯⌗㾯㵣 ⶏ䀴ឧ 

ⶇ䀴㛔ハ ឧ㋀ ㉃ ➟㎧ឋ, ㈣㯛㹃ⵏ ᾿㈻㈣ឧṯ 

⚫㊼䈳 ឫ⋓ểた ㈳びᶏ. 

⠯⯈ほ ㈳た⯇ᴿ ㎧㋇ ⠯⯈(thematic analysis) ⛔❀ 

㱠䀟 ⯣ ┰㈃ ᶏ␣ ゛᠗㈻ᚫ ⭗ㅔ㈻㈃ 䀴Ẅ 㷓㯟ឧ ឫ

⋓ệ 8ᛇ㈃ ㇋䃀ឧ 25ᛇ ✿㎧⌇ ⠯␃䀳ᶏ. ₻, 㦏♏ᵳ

㶛㈃ ⭗ㅔ㈻ほ ㈃䀟 ⛃➠㊬⌇ っᢴểᭃ ⭗ㅔệ 

⚣㑫 ⮈⯜ AI ➟㌛ ⯇⣯ⵏᴿ ゛᠗㈻ᾏ ṯ㡇䀇 8ᛇ㈃ 

䀴Ẅ 㷓㯟 ㇋䃀 ㎼ た⁏ ㇋䃀ほ 䀟ᶤ䀃ᴿ㑫 ⠯⯈䀟 ゛

᠗ឧᚫ 䁐䅯 ㈣㯛㹃ⵏ ⠯⯈䀃ᴿ 㤟㯷ឋ⌇ ⭗

ㅔị ⳃ ㈳ᴿ㑫, ⶏ㋇ ᾿㈻㈣ 㑯䀴䀓ほ ⶏ㝇㊬㈣ 㑫㤓

⌇ ⭧ ⳃ ㈳ᴿ㑫 ᢣ ᚫᵐ⯜ ㋇ⶇ䀃カᶏ. 

➣ ゛᠗ほ⯇ ㋀㈃䀇 ⭗ㅔ㈻ 䀴Ẅ 㷓㯟 ㈧⋓㈃ ឧ㋀ほ

⯇ ᾿㈻㈣ ᛇ⯋䀓ほ Ί∧ ⭗ㅔ㈻ᚫ た 䀴Ẅ䀋㑫

 コ㣌䀃ᴿḛ ㇋ㅔ䀇 㶻ᶓ ᢧᚫ ị ⳃ ㈳ ᜮ⌇ 

⮈ᚬể┛, ㋇ⶇ䀇 ⛔䁐⯜ ⚿㮀⌇ ⚣㑫 ⮈⯜ AI 

⯇⣯ⵏ ᾿㈻㈣ ᛇ⯋䀇ᶏ┟, 〉⯇ っᢴ䀇 ㈣ᚯ㎼ AI 

ឫ㊻ほ⯇ ➟ᶏ ⯏┰⋐ ㈳ឋ 㑬ឫ㊬㈣ ㈣ᚯ-AI ⭗ㅔ㈻ 

ᝨ䂃 ㋇ហ䀋 ⳃ ㈳ ᜮᶏ. 

 

2. 이론적 배경 및 현황 

2.1 Stable Diffusion 

Stable Diffusion Stability AIほ⯇ ᛇ⛇䀇 䄀⭛╓ḣ

(diffusion model) ᣛ⛃ ⚣㑫 ⮈⯜ AIᶏ. 㦟㾓㶰 ㈻ㅻ

 ㊬ ⰷ⣯䀃┟⯇ṯ ハ㾳ⰷⵏ∧ᴿ 㵤㒀 Ḁ㮈ほ ㉗䀄

ⵠ(fine-tuning)ほ ㅔ䀳ឋ, ⑹ Stable Diffusion ᣛ

⛃ ⚣㑫 ⮈⯜ AIᚫ ⭳⌘ ᾜ㉐䀃カᶏ. 㵤䈳 ⑷䃿㼸 

⚣㑫 ⮈⯜ AI ほ 㬛 ガ䁐 ᬧ㝻 Waifu Diffusion, 

NovelAI Diffusion ᾜ㈃ ╓ḣ ᛇ⛇ểびឋ, NovelAI 

Image Generator ᛄ ⭬ば㊬ AI ⚣㑫 ⮈⯜ ⯇⣯ⵏ

ᚫ 㡇ⶇểᣛṯ 䀳ᶏ [5]. 

Stable Diffusion㈃ text-to-image ╓ḣ ハ㱋㈣㧿᷿

㈃ ㅻ ⚿㮀⌇ 㯸ⵏ㵣⌇⠫㯛 ⚣㑫 ⮈⯜䀇ᶏ. 

ハ㱋㈣㧿᷿ᴿ ㈣㧿᷿ル ᾿㧿᷿⌇ ᠗⯜ểᴿḛ, ㈣㧿᷿

ᴿ ⭗ㅔ㈻ᚫ ㈰⋐䀇 㯸ⵏ㵣 AIᚫ 䀟䀋 ⳃ ㈳ṯ⌈ 

❌㯛䃿䀃ឋ, ᾿㧿᷿ᴿ ㈯❋ ❌㯛 ⭗∷ 䀟䀋 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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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ᴿ ⚣㑫 ᾜ㈃ 䃀㮇⌇ 㡇⋐䀇ᶏ. Stable Diffusionほ

⯇ᴿ ⚣㑫 ❌㯛䃿ⶇ㭓 䅯 ㉌ㇷ(noise) ㈰䈳ឋ ➠

᠗(denoise)䀃ᴿ ឧ㋀ほ⯇, ㅻ➣ ⚣㑫㈃ ㋀➟ルᴿ ឫ

ᝯぱ ㈃ṯ㊬⌇ ⭗ㅔ㈻ᚫ ㈰⋐䀇 ㋀➟ ⛃ガⶇ㭏

ᣛ ㆯ䀟, ㈣㧿᷿ 㱠䀟 ⑷ᾏた㑯 ㈯❋ ❌㯛 ᶓ⯇⌇ 

㋇ហ䀃 ⚣㑫 㡇⋐䀃ṯ⌈ 䀇ᶏ. 㐴, AIᚫ ➠᠗䀳

ᶏឋ ⚪ᴿ ⚣㑫ᴿ ⶏ㋇⌇ᴿ ⭗ㅔ㈻ᚫ ㈃ṯ䀇 ㋀➟ 

⛃ガ䀃 㛨㈼ệ ワ㊯䈳 ⭳⌇ㅟ ⚣㑫㈣ ᜮᶏ [3, 9]. 

2.2 NovelAI Image Generator 

NovelAI Image Generatorᴿ Anlatanほ⯇ ᛇ⛇䀇 ⑷

䃿㼸 ⚣㑫 ⮈⯜ AI ⯇⣯ⵏ⌇, Stable Diffusion ᣛ

⛃⌇ ᚬ ⑷䃿㼸 ⚣㑫ル 㯸ⵏ㵣 䀇 ⶸ⌇ 䀄ⵠⶇ

㭓 NovelAI Diffusion ╓ḣ 㱠䀟 㼳㑳 ᰽ ⑷䃿㼸 

⚣㑫 ⮈⯜䀃 ⑹ ឫ ⛆〃ᶏ. ⶏ㋇⌇ [ᢣ⑧ 

2]ル ᛄ 㯸ⵏ㵣 㾯⌗㾯㵣 ㈰⋐䀃┟ ᛄ ᠗ṯ⌇ṯ 

ᶏ〼䀇 ⵏ㭫㈧㈃ ⚣㑫 た䀓 ぱ ⮈⯜䀋 ⳃ ㈳ᶏ. 

⛃┟, NovelAI 㣌 ហⶈ 㵣ㆯ㯛ほ⯇ ⠳㸷 ⚣㑫ᚫ ⑹

 Danbooru⌇⠫㯛 䀄ⵠ ḛ㯛 ⳃ㑼䀳ᶏឋ ⛈䂫 

㊫㈼ᠷ ◣㋇ほ ᶫ䀟 ⣯㶻 ⛆ᣛṯ 䀳ᶏ. 䅯 䀟㭤 ហ

⌇NovelAI Diffusion ╓ḣ㈃ ⰷⵏ 㧿ᾇᚫ ㇋㡇ồ

ほ Ί∧, ⌇㦗 䄃ᝨほ⯇ ᛄ ㌛ ㈰⋐䀃┟ ᣛ㌟ ⯇

⣯ⵏル ㈃ Ẅ㈧䀇 ᢣ⑧ ⮈⯜䀋 ⳃ ㈳ ểびᶏ. ᚬ

㌰ ㈣㯛ᯢ AI ᢣ⑧ 㦏♏ᵳ㶛ほ⯇ ⚣㑫 ⮈⯜, 㾯⌗㾯

㵣 ហ㇋, ╓ḣ ㉗䀄ⵠ ᾜ ᶏ〼䀇 ᰧ㈃ᚫ ᷿ 䄇⛇䀟㋷㑫

⑷, ⛔ⱌほ⯇ ㈼ば㎼㈣ ᢣ⑧ ◟ᶓ ➠㋇䀃 AI⌇ ワ

⯜䀇 䅯 ㊫㈼ᠷ ㎧㉐䀃ᭃ AI ᢣ⑧ ⭬ば㊬⌇ 㶻

⒏䀃ᴿ ᾜ ㈧⠫ ⭗ㅔ㈻ᚫ ᰧ∫ ㈧㭏┛ 〼┟⯜ ➟

㎧ឋ ㈳ᶏ. 

⭗ㅔ㈻ ㈧⠫ᴿ ᠗Ṱ⍷ほ ᶫ䀇 ⠫ᶟ, 㦏ⵏ㯛⑳㒀㈃ ㈻

㇋ṯ ᾜ㈃ ㇋⌇ Stable Diffusion web UI ᣛ⛃⌇ 

⌇㦗 䄃ᝨほ⯇ NovelAI Diffusion ╓ḣ ᠗Ẅ䀃ឋ ㈳

ᶏ. <㼇 1>ほ⯇ᴿ 㤟∧⢷ AIᢣ⑧ 㛯ᮻほ⯇ 㱠ㅔể

ᴿ ㋀➟ ᣛ⛃⌇ ⚣㑫 ⮈⯜ ㆯ䀟 㿯ㄿ䀇 Stable 

Diffusion web UI ⯏㋀ ឫ⋓ ㅔた ㋀䀃カᶏ [7]. 
 

3. 연구 방법 및 결과 

3.1 연구 방법 및 범위 

㤟∧⢷ AIᢣ⑧ 㛯ᮻ 2⑷ ┰ ᯃᴿ ᠗Ṱ㈻ ᚫ

㑯 ᶫ䃀 AIᢣ⑧ 㦏♏ᵳ㶛ᶏ. 2022ᯯ 9ㅿ 8㈧ほ 㝖 

ⶇ プ∧ビ 䅯, 2022ᯯ 11ㅿ 14㈧ほ 〨 8⑷ 

ᛇ㈃ ⶇ プ∧ヿ ㋀ṯ⌇ ⭗ㅔ㈻ ᚯ㈃ 䄇⛇䀇 ⰷ

㱠 ⎓た㑫ឋ ㈳ᶏ. 㞳ᣛほᴿ ᶏ〼䀇 ⚣㑫 ⮈⯜ 

AIほ ᶫ䀟 ᶏ⏃㑫⑷, 䂯㉗ᴿ ᶫ⠫⠯㈃ ⶇ ⑷䃿

㼸 ⚣㑫 ⮈⯜ AIほ ᶫ䀟 ᶏ⎓ឋ ㈳ᶏ. 2022ᯯ 11ㅿ 

14㈧ ᣛ㎫⌇ 㠿㝇 10ᛇ ⭬ ⛆ ⶇ 1068

ᛇ ╓ỻ ゛᠗ᶫ⭬⌇ ᶏㇷឧ ⯣ ᚫ㑫 ᶓᝯ⌇ ゛᠗ 

㑯䀴䀳ᶏ. 㝖㒣, ⯋㋀䀇 ⶇ ㈨ឋ ⑷䃿㼸 ⚣㑫 

⮈⯜ AI ⯇⣯ⵏ ⭗ㅔ㈻ほ ᶫ䀇 ⭗⋫゛᠗ 㑯䀴䀃カᶏ 

[7]. ἃ㒣, ⭗⋫゛᠗ ᣛ⛃⌇ ㅻ䀃ᴿ ⚣㑫 ⮈⯜ 

ㆯ䀟 ⭗ㅔ㈻ᚫ ㈰⋐䀋 㾯⌗㾯㵣 㛩ᴿ ឧ㋀ 㶷⿰䀃

ឋ, ㎧㋇ ⠯⯈(thematic analysis) 㱠䀟 䀴Ẅ 㷓㯟㈃ 

✿㎧(category)ル ㇋䃀(theme) ㋀㈃䀃カᶏ [10]. ⯶

㒣, 㹣㈃ ㆯ䀟 ⭗ㅔ㈻ᚫ ㈻⛇㊬⌇ ⑷ᾏᭃ ㋇⿳䀇 

⯇⣯ⵏᚫ た⁏ ㇋䃀㈃ 䀴Ẅ 㷓㯟 ㇋䃀 ➟㌛䀃ᣛ ㆯ䀇 

ᜮ㈣㑫 ⠯⯈䀃ឋ, ṯ㡇ệ ㇋䃀ឧ ᚬ ⯇⣯ⵏ㈃ ㉐ᶓ㊻ 

⚿㮀⌇ 㠿ᚫ ⠯⯈䀃 ⭗ㅔ㈻ᚫ ㅻ䀃ᴿ ᢣ⑧ ⮈⯜

䀃ᴿ ᝨ䂃 ᢤᶫ䃿䀋 ⳃ ㈳ᴿ ⛔⿳ ㋇ⶇ䀃カᶏ. 

ᢣ⑧ 2. NovelAI Image Generator⌇ ᛄ ⯏㋀ほ⯇ ㈼ᚫ 㮇ᢣ⑷ ❫ᝨ䀃 ⮈⯜䀇 ⚣㑫. ᚬ ⚣㑫 䀃ᶓ ⯏㋀䀇 ㈼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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㼇 1. Stable Diffusion web UI ⯏㋀ ឫ⋓ ㅔた [7] 

ㅔた ⯏┰ 

Model Stable Diffusion ᣛ⛃ AI ╓ḣ(.ckpt) 

Hypernetwork U-Net ㈃ ᚬ Step ほ⯇ Query, Key, 

Value ᚽ ㎼ 㯸ⵏ㵣ル ゛ឫệ Key, 

Value ᚫ㎼㤃(.pt) 

Prompt ㇋㊫ᚫ AI ほ ㈰⋐䀃ᴿ 㯸ⵏ㵣 ㊯㝟. 

Main promptほ ㈰⋐ệ ㋀➟ ᣛ⛃

⌇, Negative promptほ ㈰⋐ệ ㋀➟

 ⛛㋇䀃ᴿ ⛔䁐⌇ ⚣㑫 ⮈⯜ 

Tag Prompt᭟ ᚬᚬ㈃ ᶓた. ⴧ㼇(,)⌇ ᠗⠯ 

Embedding AI ╓ḣほ⯇ ⚣㑫 ╓ㇷ 䀄ⵠⶇ㧇 

⭳⌇ㅟ ᛇ ⒏㤘ⶇ㭓 㵤㋀ 㮇ᢣ 

Sampling ⚣㑫 ⮈⯜䀃ᴿ ឧ㋀. ➟㱠 step 

᰽ⳃ⌈ ᢣ⑧ 㼳㑳 ᰽㑫㑫⑷ ⶇ

ᚯ ⑹ ᜣឋ, ㈧㋀ ⳃ㤃 ⭬㈧ 

ῷᴿ 㼳㑳 ハ䈳⋏ ⁓た㑻 

CFG Scale ⭗ㅔ㈻ᚫ ᯎ 㾯⌗㾯㵣 ㈰⋐ で⑳

ᭃ Ί㑫 㶻ᶓ䀃ᴿ 㝄ṯ. ᰽ⳃ⌈ 㾯

⌗㾯㵣 ㈰⋐ 㑫㭏┟⯇ ᢣ⑧ ⮈⯜

䀃ឋ, ᭙ⳃ⌈ AI ᚫ 䀟⯈㈃ ㈻㇋ 

ᚫ㑫ឋ ᢣ⑧ ⮈⯜ 

Seed 㠇㞳㈃ ᰣ㐳 ⚣㑫 ⮈⯜ほ ⭗ㅔể

ᴿ ᚽ(-1㈧ ᝨㅛ ᭇⳃ ㈻Ẅ ㈰⋐) 

3.2 프롬프트 탐색 행동 사례연구 

ᚬ ⶇ 䀃ᭃ㈃ ⭗⋫⌇ ᚯ㎧䀃ឋ ᭟ㅔ ᣛ⛃⌇ 

ⶇ㈃ ㎼ ᭟ㅔ ㄿ〨䀃ឋ URLឧ 䀓ᦃ ◣⯇䃿䀳

ᶏ. 㾯⌗㾯㵣 㭻䀃ᣛ ㆯ䀟 ⭗ㅔ㈻ᚫ 㢓䀃ᴿ 䀴Ẅほ 

㑼㎼䀃 ◣⯇䃿ệ ᭟ㅔ ⚿㮀⌇ ✿㎧䃿 ⶇṯ䀳

ᶏ. ✿㎧䃿 ឧ㋀ほ⯇ ᚬ ✿㎧㈃ ᢧᚫ ểᴿ ᭟ㅔ ᶏ

ⶇ 㠿㡇䀃ᴿ ឧ㋀ 㝻 25ᛇ㈃ ✿㎧ ṯ㡇䀃カᶏ. 

ṯ㡇ệ ✿㎧ᴿ <㼇 2>㈃ ✿㎧ル ᛄᶏ. 

3.3 프롬프트 탐색 행동 패턴 유형 및 범주 정의 

25ᛇ㈃ ✿㎧ ⚿㮀⌇ <㼇 2>ឧ ᛄ 8ᚫ㑫 䀴Ẅ ㇋

䃀 ㋀㈃䀳ᶏ. ✿㎧ほ⯇㈃ 䀴Ẅ ឧ㊬⌇ た⁏ 䀴

Ẅ⌇ ㈧⛃䃿ị ⳃ ㈳ᴿᚫほ ᶫ䀟 㑼㎼䀃カᶏ. ᶓ, ㈃

⚣ 㭻䀃ᴿ 䀴Ẅឧ ㈃⚣ ㈯㈃⌇ ᛀ䃿-〨䃿䀃ᴿ 

䀴Ẅ ㊼ᢧ ⛔ⶈほ 㬛 㛓ᚫ ㈳ᣛほ, ㈃⚣㊬ ㊼ᢧឧ 

ⳃ㤃㊬ ㊼ᢧ⌇ ᠗⠯䀃 䀇 ✳ ᷿ ⠯␃䀳ᶏ. 

㼇 2. ㋀㈃ệ 㾯⌗㾯㵣 㭻 䀴Ẅ 㷓㯟 ㇋䃀 ⚺ ✿㎧ 

㇋䃀(themes) ✿㎧(categories) 

ⰷ⣯ ᶏ␣ ⭗ㅔ㈻㈃ 㾯⌗㾯㵣 ╓⛔ 

ᶏ␣ ⭗ㅔ㈻ほ 㑳◣ 

㦏♏ᵳ㶛 ᭟⠫ ㋀➟ ᜫ 

㭻 ㈃⚣㊬ 

㊼ᢧ 

㋀ⶈ ┰㤘 㭻 ᾜ ㈃⚣㊬ ㊼ᢧ 

 㮇ᢣ ᚯ㈃ ហ㱠㊻ឧ 㵤㒀 ⚿㮀⌇ 㮇

ᢣ ᚯ㈃ ᠬ䀔 㶻ᶓ 

 ㈃ṯ䀇 ㄿⰷᚫ ᭃハṯ⌈ ⣯ⵢ䀇 ㆯ㤃ᭃ 

㵤㒀 ហ㇋䀃ᴿ 㮇ᢣ⌇ ᶫ㝟㊬ ㊼ᢧ 

 ⯣⠯䃿䀇 ㄿⰷ 㮇ᢣ⌇ ⭗ㅔ䀟 コ㣌 ᚫ

ᵐ䀇 ✿ㆯ㈃ ⚣㑫 ⮈⯜ 

 ⳃ㤃㊬ 

㊼ᢧ 

㎼⠫㋀, 〨䃿ệ 㮇ᢣ ⠫㋀⌇ ⚣㑫

 ⮈⯜䀃ᴿ ⳋたᰧ㊬ ㊼ᢧ 

 ⛃➠ ㈰⋐ 㱠䀇 㮇ᢣ ᛀ䃿 

 ᚫ㎼㤃 ⯏㋀ ᣛ⛃ 㮇ᢣ ᛀ䃿 ⚺ 〨䃿 

⮈⭛ ᶏ␣ ⭗ㅔ㈻ル 㾯⌗㾯㵣 ហ㇋ 

➟㹣㊬ 㼳㑳 䁐⭬ ㆯ䀇 㮇ᢣ ㋇ⶇ 

㦏♏ᵳ㶛 ㄣ⠫ ㋀➟ ᜫ ⚺ ហᢴ 

㋀ 㾯⌗㾯㵣 ឫ⋓ ㋀➟ ㋀ 

ᢣ⑧㈃ ㎧ㄿ ㄿⰷ ⠯␃䀃 㾯⌗㾯㵣 

᭟㈃ 㮇ᢣ 䃀ⶈឧ ⳇ⯇ ㋀䃀䃿 

⯏ᝯ ㈯❋ 㱠䀇 㮇ᢣ ㋀㈃ 

╓ḣ ㉗䀄ⵠ, ⯇⣯ⵏ ᛇ⛇ ᾜ 㾯⌗㾯㵣 

ㄣ㊬ ᛇ㝄 䄇Ẅ⌇ 㾯⌗㾯㵣 㭻 ㆯ

䀇 ㈣⭗㵣 䄸ᾈ ⚺ ㋇ហ 

ᚫ㋀ AI ㈼Ẅ ឧ㋀ ㈣ᚯ ◣㉐ 㝃䀃ᴿ 

⭗ឋ ឧ㋀ほ ᶫ㈰䀃 ㊼ᢧ 

AI ╓ḣ 㵤㒀 㭻᠗ ⚺ 䀄ⵠ ḛ㯛 ᾜ ᣛ

⛃ 㾯⌗㾯㵣 ㋇ⶇ 

ⶏ䂃 㦏♏ᵳ㶛ほ⯇ ㋇ᣛệ ᚫ⯏ ᜫ㑈 

⊗ 㮇ᢣ ㌛䀔䀇 㾯⌗㾯㵣 ⮈⯜ệ 

⚣㑫 ➟ឋ ᝨ䂃㊬⌇ ㊼ᢧ䀃 㮇

ᢣ ᚯ㈃ ᠬ䀔 㶻ᶓ 

ᶫ㌛ⶏ䂃 㱠䀇 㾯⌗㾯㵣 ⯋❯ 

ⶇ䀴㛔ハ 㱠䀇 䇟ⵏ㶜 㭻 

䂬ⶋ ᢣ⑧㈃ ㎧ㄿ ㄿⰷ ᠗㌛ ㉗᠗⯜ 

╓㑫, ╓㶛㨃, ㇋ᵳ㧿ᾇ ◣㈻ ᾜ 

㮇ᢣ⌇ 䄇ㅔ䀃ᴿ ⣯った㊬ ㊼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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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䀇, ㈧⋓㈃ ⶇ ⠯⯈䀃ᴿ ឧ㋀ほ⯇ ᚬ 䀴Ẅ 㷓㯟 

㇋䃀ᾏ [ᢣ⑧ 3]ឧ ᛄ ឫᝯ 㑫ᵷᶏᴿ ⭗ⶏ 䄀

㈣䀋 ⳃ ㈳びᶏ. 

 

ᢣ⑧ 3. 䀴Ẅ 㷓㯟 ㇋䃀 ᚯ㈃ ឫᝯ ṯⶈ 
 

3.4 이미지 생성 AI 보조 서비스 분석 

⭗⋫゛᠗ 㑯䀴䀃┛ 䄀㈣ệ ⚣㑫 ⮈⯜ AI ➟㌛ ⯇⣯

ⵏᴿ <㼇 3>ឧ ᛄᶏ. 
 

㼇 3. ⭗ㅔ㈻ᚫ 㦏♏ᵳ㶛ほ ⰷᛇ䀇 AI ➟㌛ ⯇⣯ⵏ[4] 

⯇⣯ⵏ ⯏┰ 

Snowshell  ⚣㑫㈃ 䃿㑳 ᰽㎧ᴿ ばⵏ㦫㈧⊗ 

Illuminarty ⚣㑫ᚫ AIᚫ ᢣ ᢣ⑧㈣㑫 㶻ᶓ 

AI ⚣㑫 

EXIF ⢛た 

⚣㑫 EXIF ㋀➟ ᣛ⛃ 㾯⌗㾯㵣 㠿㡇 

⚺ ῐ⊗ᶈ ᣛ⛃ ㋇⿳ 

NovelAI  

㮇ᢣ ⮈⯜ᣛ 

㾯⌗㾯㵣ほ 䄇ㅔ䀋 㮇ᢣ ⠯␃, 㾯⌗㾯

㵣 ㊫㉐, ➠㋇ ➟㌛ 

WebUI  

㮇ᢣ ㈻Ẅワ⯜ 

㮇ᢣ ㈻Ẅワ⯜ ⚺ Danbooru 㮇ᢣ ⳃ

 ᣛ㎫⌇ ㋀⋗䀃 㠿㝇 

AIBooru AI ⮈⯜ ᢣ⑧ ⚺ 㾯⌗㾯㵣 ㋀➟ ហ㇋ 

Prompt 

Search 

AI ⮈⯜ ᢣ⑧ ⚺ 㾯⌗㾯㵣 ㋀➟ ហ㇋, 

㠿㝇 ᣛ㎫❯ ㋀⋗, EXIF ⢛た, ㈰⋐䀇 

㾯⌗㾯㵣 ᣛ㎫⌇ ហ㇋ệ ᢣ⑧ ㎼ ᚫ

㉐ ㇋⭗䀇 ᢣ⑧ ㋇ⶇ 

NovelAI Tag 

Experiments 

㮇ᢣ ⠯␃ ⚺ ⯣⠫ 㮇ᢣ ㋀, ⚣㑫 

⚺ 㾯⌗㾯㵣 ហ㇋ 

Quick NAI Web UI ◣❀ 㑫ㅻ, ⒉㡏䃀 㮇ᢣ 㠿㝇 

ⶇⵏ㰇, 㐻ᝓ㛩ᣛ 

㮇ᢣ ᚫ㎼㤃 

❫䄃ᣛ 

Web UI ⚺ NovelAI Image Generator 

◣❀ ⭬䃣 ❫䄃 

Anime-Face 

-Detector 

⑷䃿㼸 ⚣㑫ほ⯇ 㤻㯛 で ⠫⠯

⑷ ㈻Ẅ ㈣ⶈ ⚺ ⳃ㑼 ➟㌛ 
  

<㼇 3>㈃ ⯇⣯ⵏ ㄣほṯ ⚣㑫ル 㮇ᢣ ⒏㤘䀇 䅯 䀄

ⵠ ḛ㯛ㅔ⌇ ㋀ᢇ䃿ệ ⚣㑫 ᶏㅟ⌇ᾇ ⛆ ⳃ 

㈳ 䀃ᴿ ⯇⣯ⵏ, ㅻ䄇䀇 䀄ⵠ ㆯ䀇 ⯇✯ ហ㇋ ⯇⣯

ⵏ, 㯛㤘 ⯇⣯ⵏ ᾜほ ᶫ䀇 ⳃㄿᚫ ㈳ㇷ 䄀㈣䀳ᶏ. 

⚣㑫 ⮈⯜ AI ➟㌛ ⯇⣯ⵏル ゛ឫệ 㾯⌗㾯㵣 㭻 

䀴Ẅ 㷓㯟 ㇋䃀 [ᢣ⑧ 4]ル ᛄᶏ. 

 

4. 논의 및 제언 

[ᢣ⑧ 4] 㱠䀟 ᚯ㊼㊬⌇ 䂬ⶋឧ ⯏ᝯ ➟㌛䀃ᴿ 

⯇⣯ⵏᚫ ⠫㌜䀃┛, ᚫ㋀ឧ ⶏ䂃, ㋀, ⳃ㤃㊬ ㊼ᢧ ᣛ

⛃ 㭻 ➟㌛䀃ᴿ ⯇⣯ⵏ ⶇ ➟ワị 㿯ㄿᚫ ㈳ㇷ 

䄀㈣䀋 ⳃ ㈳ᶏ.  ㎼ ➟ワ㈃ 䅓ㅔ⯜ 㬟 ⯏ᝯ, ⶏ䂃, 

㭻 ➟㌛ ⯇⣯ⵏ㈃ 㑈㑯 ㆯ䀟 ㋇っ䀃ឋ㈻ 䀇ᶏ. 

4.1 역설계 관련 제언: 이미지 정규화 기능이 있고 
직관적인 UI를 가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ᝯᴿ AIほ ᶫ䀇 ㋀➟ ⚿㮀⌇ 㾯⌗㾯㵣 ㄣ㈃ 

ㄿⰷ⌇ ╓ḣ ᛇ⯋䀇ᶏᴿ 㵤㒀 ῷ◣ほ, ㊼ᢧ ᭇṯᚫ 

⒏ㅛ ᰽ 㹣ほ ⰸ䀇ᶏ. [ᢣ⑧ 3]ឧ [ᢣ⑧ 4] 䀓ᦃ ⣯

䀟➧ ῷ, ⰷ⣯ほ⯇ ⮈⭛ ᶓᝯほ ṯᶗ䀃ᴿ ᜮ➟ᶏ ᶏ␣ 

ᶓᝯほ⯇ ⯏ᝯ ᶓᝯ⌇ ṯᶗ䀃ᴿ ᜮ ᷿ 䉃ᾏᶏᴿ ᜮ

 ㇋㠿䀟➧ ⳃ ㈳ᶏ. ⯏ᝯᴿ 㿯゛㊬⌇ 䀄ⵠ ḛ㯛

ᚫ 㿯ㄿ䀇ḛ, ⚣㑫-㮇ᢣ ⒏㤘 ᢣឋ 䀄ⵠ ḛ㯛ほ 

⒉ ⚣㑫 㬗ᣛ㈃ ㋀ᢇ䃿ᚫ 㿯ㄿ䀃ᶏ. Ί∧⯇, ⮈⯜ệ 

ḛ㯛 䀄ⵠ ḛ㯛䃿䀟⯇ ㈻㇋⌘ ᶏㅟ⌇ᾇ ⛆ 

ⳃ ㈳ᴿ ḛ㯛❋ⵏ ⯇⣯ⵏᚫ 㿯ㄿ䀋 ᜮ⌇ ➟㈣ᶏ. 

₻䀇, ㊼ᢧ⯜ 䁐⭬ⶇ㭗 ⳃ ㈳ṯ⌈ 㑬ឫ㊬㈣ ᾇ≃ᢣ 』 

ᾇ⌘(Drag and Drop) ᾜ㈃ 䃀㮇⌇ UI ᛇ⯋ṯ 㿯ㄿ䀃┛, 

⑹ ⭗ㅔ㈻ᚫ ⯏ᝯ ᶓᝯほ ṯᶗ䀋 ⳃ ㈳ ㊯ ᶓ

ᝯ㈃ ⯇⣯ⵏ㈃ ㊯⛃㊬ ᛇ⯋ 㿯ⳃ㊬㈧ ᜮᶏ. 

4.2 실험 관련 제언: 실시간 이미지 생성 과정(step) 
시각화 및 챌린지(Challenge) 서비스 

ᶫ㌛ⶏ䂃 㾯⌗㾯㵣㈃ 䅓ឧ ᢇ┰䀋 ῷ, ᚫ㉐ ⶋ⍛ṯ 

᰽ ⛔❀㑫⑷, (1) Seedほ Ί∧ ᶏ␣ ឧᚫ ᭃハᴿ 

ᾜ ㉗䂯 ⿳ ị ᚫᵐ⯜ (2) ឧ◧ てᣛ㑫 ᣟ ⰷ⣯

ⶇᚯ (3) ᮳◟ ⑹ ᝨㅛ㈃ ⳃ⌇ ㈣䀟 ᭙ ㈧⛃䃿 ᚫᵐ

⯜ ᛄ 㬛 ᶓ㊻ ㌟㉗䀇ᶏ. ⑷〨 ⚣㑫 ⮈⯜ ㎼ ᚬ 

Step㈃ ឧ ⶇᚬ䃿䀟㎫ᶏ┟ ᚫ㋀㊬ ㊼ᢧ⌇ ガᚻ

(insight) てᴿ ⭗ㅔ㈻ᚫ ⮈ᣣ ⳃ ㈳ឋ,  㱠䀟 ⑷

ᾏた㑯 ᚫ⯏ ᜫ㑈䀃┟⯇ ⶏ䂃 ᷿ 䄇⯜䃿ị ⳃ ㈳ 

ᜮᶏ. ₻䀇, Kaggleឧ ⣯ⵢ䀇 㛷㑫 ⯇⣯ⵏᚫ ⮈ᣟ

ᶏ┟ ㋇ⶇệ ◣㋇⌇⠫㯛 ガᚻ てた ⭳⌇ㅟ ⶏ䂃 ◣㋇

 ㋇ⶇ䀃ឋ, 㞳➟㈻ᴿ 䀟ệ ◣㋇⌇⠫㯛 ⭗ㅔ❀ ゛

ⵠ䀃 ᷿  ⯏ᝯ ᶓᝯほ ṯᶗ䀋 ⳃ ㈳ṯ⌈ ⛇㶻

 ⑳⋓䀃ᴿ 䅓ឧṯ ᣛᶫ䀋 ⳃ ㈳ ᜮ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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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탐색 관련 제언: 프롬프트 인터페이스 정형화 및 
가중치 수치 UI 개선 

㈃⚣㊬ ㊼ᢧ ᣛ⛃ឧᴿ ᶏ␟ ⳃ㤃㊬ ㊼ᢧ ᣛ⛃ 㭻 

ⶇṯᚫ ㊬ឋ ㈧⛃䃿ᚫ ㉃ ⎓た㑫㑫 ⿵ឋ ㈳ᶏ. ᴿ 

ⳇ⯇, ᶓた㈃ ᚫ㎼㤃, ⳋたᰧ㊬ ㊼ᢧ ᾜ ⭬䄔ほ Ί∧ 

❫䃿◟ⶸ䀇 㶷∧⚣㯛ᚫ ᮳◟ ⑹ᣛ ῷ◣ᶏ. ⑷㈧ 㾯⌗

㾯㵣 㯸ⵏ㵣 ㈰⋐䀃ᴿ 䃀㮇ᚫ ᵷ 㮇ᢣル ᚬ 㮇ᢣ

㈃ ᚫ㎼㤃 ⳃ㤃 㑫㋀ệ ⳃ㤃⌇⑷ ⯋㮈䀋 ⳃ ㈳ 䀃

┟ ᝨㅛ㈃ ⳃᚫ ㎯たᾏた ⳃ㤃㊬ ㊼ᢧ ᣛ⛃ 㭻㈃ 

⊗ ㄿⰷほ ᶫ䀇 ㈧⛃䃿 ᚫᵐ⯜ ᰽㑳 ⳃ ㈳ᶏ. 㐴, ㈣

㯛㹃ⵏ ㋀䀟㑯 ⳃ㤃㈃ ✿ㆯ ⿳ほ⯇ ⭗ㅔ㈻ᚫ ㌛㊳

䀋 ⳃ ㈳ᴿ UI ᛄ ⭗ㅔ⯜ 㝟ᝯ㊬ឋ 䀔㊬㈣ ⛔

❀⌇ ᛇ⯋䀃┟ ᶫ㌛ⶏ䂃㊬ ㊼ᢧ ㅔ䀟㑳 ᜮᶏ. 
 

5. 결론 

➣ ゛᠗ᴿ ⶇ ᣛ⛃ ㎧㋇ ⠯⯈ 㱠䀟 ⭗ㅔ㈻ᚫ ⑷

䃿㼸 AI ⚣㑫 ⮈⯜ ㆯ䀟 㾯⌗㾯㵣 㭻 䀃ᴿ 䀴

Ẅ 㷓㯟 ㇋䃀 8ᚫ㑫 ṯ㡇䀃カᶏ. ₻䀇, ⭗ㅔ㈻ᚫ ⰷ

ᛇ䀇 ⚣㑫 ⮈⯜ AI ➟㌛ ⯇⣯ⵏ ⠯⯈䀃 た⁏ ㇋

䃀 ➟㌛䀃ᴿ㑫 㶷⿰䀃ឋ, ⯇⣯ⵏᚫ ᷿ 㿯ㄿ䀃ᭃ ᛇ

⯋ểた〧 䀋 ㇋䃀 ◟ひ㈣㑫 䄀㈣䀋 ⳃ ㈳びᶏ.  ㎼ 

⯏ᝯ, ⶏ䂃, 㭻 ㇋䃀 ⯋㋀䀃, 㠇㌰㊬⌇ ឫ⋓ 

⯇⣯ⵏ㈃ ᛇ⛇ᭃ ᛇ⯋㊻ ㋇⿳䀳ᶏ. 䀇㹣, ➣ ゛᠗ᴿ 

㤟∧⢷ ᢣ⑧ AI 㛯ᮻ㈃ ⶇ⑷ ᶫ⭬⌇ 㑯䀴

䀃 ᶏ〼䀇 㦏♏ᵳ㶛㈃ ㈃ ⛃ガ䀃㑫 ╦䀳ᶏᴿ 䀇

ᝯ㊻ ㈳┛, 㠿㝇 ᣛ㎫⌇ ឧ䀃 㿯㯛⑬ẻ ᚫᵐ

⯜ ₻䀇 ㌟㉗䀇ᶏ. 䁐䅯 㑬㊼ ⯇⣯ⵏ ᛇ⛇䀇 䅯 ḛ

㯛 ⳃ㑼䀃ᭃ, ㈣㯛⢛ル ᛄ 〼㊬ ゛᠗ᚫ Ẅ⛃䀇 ⭗

ㅔ㈻ ㌛⭗ 㱠䀟 ᠗㝟㊬㈣ ⠳㹣⭗䀘ឧ 㿧ᾇ⛜ ⠯⯈

䀇ᶏ┟, ⚣㑫 ⮈⯜ AI ⯇⣯ⵏ ᾿㈻㈣ ᷿ ⭗ㅔ㈻ 㤇

䃿㊬㈣ ⛔䁐⌇ ᛇ⯋䀋 ⳃ ㈳ ᜮ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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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세계 최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최근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렇듯 글로벌 
서비스가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리뷰 분석을 
통해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이해하고, 서비스별로 
사용자들의 니즈(needs)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스포티파이와 관련 서비스들의 리뷰를 분석하여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과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진출 

상황을 진단하였다. 또 스포티파이를 중심으로 국가 간 
리뷰 분석을 진행하여 국가별로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글로벌 서비스의 유입으로 

달라진 국내 시장을 분석하고, 국가 간 리뷰 비교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이해하고자 했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전략적 방향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제어 

리뷰 분석, LDA 토픽모델링, 텍스트 마이닝,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1. 서 론 

음악 청취는 더 이상 국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해외 음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점점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게 글로벌 서비스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스포티파이(Spotify)는 2008 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2022년 9월 기준 

1.95 억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1]. 현재 

8,000 만개의 음원 트랙과 470 만개의 팟캐스트를 
183개국에서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2월 2일에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였다. 2021년 6월 
기준 31%에 육박하는 글로벌 점유율[2]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1.46%(22년 2월 기준)의 점유율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중 8 위로 부진한 성적으로 

보이고 있다[3]. 

하지만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꼭 낮은 점유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스포티파이와 비슷한 글로벌 
서비스의 진출 사례로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 애플 뮤직(Apple Music) 등이 있다. 

스포티파이와 달리 유튜브 뮤직은 이용자 수가 
459 만명(2022 년 10 월, 만 10 세 이상 안드로이드 
사용자 표본조사)으로, 10 년 이상 1 위를 유지한 

멜론(454 만명)을 역전했다[4]. 유튜브 뮤직은 
스포티파이보다 6 개월 앞선 2020 년 9 월 2 일에 
출시되었고, 2년만에 이용자 수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튜브 뮤직과 스포티파이는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임에도 

결과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애플 뮤직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제외한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는 멜론, 지니 
뮤직, 플로, 카카오 뮤직 등이 있다. 국내 주요 
서비스들은 이동통신사(SKT, KT, LG U+)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이동통신 요금제와의 결합 
판매로 크게 성장하였다[5]. 또한 이들은 독점 콘텐츠 
기반으로 경쟁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유사한 음악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어 특정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독점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5]. 즉, 해당 서비스들은 
차별적 요소가 거의 없어 상당히 유사하며,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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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 따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결정되었을 확률이 높다.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달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6]. 이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콘텐츠 이외의 측면에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다[5][7-8]. 국가 간 소비자 
차이에 주목한 연구[5],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브랜드가 제공하는 음악적 경험(branded musical 
experience)으로 보고, 음악 큐레이션(curation)에 
주목한 연구[7],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의 리뷰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만족도의 결정 요소를 살펴본 

연구[8] 등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리뷰 분석을 통해 변화한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니즈(needs)가 국내 
서비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간 

리뷰 분석도 진행하여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뮤직의 

상반된 성적의 원인이 무엇인가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사용자들의 실제 데이터를 통한 

시장 진단이 가능할 것이며, 차후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인사이트까지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분석 프로세스는 ① 데이터 수집 – ② 데이터 전처리 
– ③ LDA 토픽 모델링의 총 3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단계에서는 스포티파이, 국내 경쟁사 서비스, 
스포티파이 미국의 리뷰를 각각 수집하였다. 이어 
2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적절한 전처리를 통해 

정제하였고, 3 단계에서 LDA 토픽 모델링을 각 

서비스에 대해 수행하였다. 

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에서 
사용자 리뷰를 크롤링(crawling)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크롤링(crawling)은 python 패키지 app-

store-scraper 와 google-play-scraper 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 대상은 스포티파이(한국), 국내 
점유율 상위 3개 서비스(멜론, 지니 뮤직,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미국 영문 리뷰로 하였다. 각 서비스에 
대해 날짜, 리뷰 본문, 평점(5 점 만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스포티파이(한국) 리뷰는 2021 년 정식 런칭 이전인 
2014년부터의 리뷰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정식 런칭 

이후 사용자들의 리뷰 변화도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멜론, 지니 뮤직의 경우 해외 
서비스의 국내 진출 전·후 리뷰를 모두 반영하기 

위해서 각각 2017년, 2018년부터의 리뷰를, 유튜브 
뮤직은 정식 런칭인 2020 년 이후의 사용자 리뷰를 
수집하였다. 스포티파이(미국)은 최신 리뷰가 

충분하여 2022년 리뷰를 중점적으로 2017년부터의 
리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표 1 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연도별로 수집한 데이터는 그림 1과 같다. 

표 1. 서비스별 앱 리뷰 데이터 

서비스명 개수 
평점 

평균 

평점 

표준편차 

스포티파이(한국) 8,691 3.73 1.61 

스포티파이(미국) 13,200 3.78 1.56 

멜론 13,200 2.58 1.63 

지니 뮤직 10,700 2.23 1.54 

유튜브 뮤직 10,700 3.64 1.58 

그림 1. 연도별로 수집된 앱 리뷰 데이터 

 

2.2 데이터 전처리 

분석에 앞서 노이즈(noise)로 작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는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정규표현식을 

이용하여 이모티콘, 특수문자를 제거하고, 리뷰 작성 
언어 이외의 외국어를 제외하였다. 또 한글 리뷰의 
경우 한글 자음 혹은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제거하고 의미없이 반복되는 단어들도 제거하였다. 
이후 스포티파이, 멜론, 지니 뮤직, 유튜브 뮤직 등 
서비스명과, 음악, 노래 등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stopword 처리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어 리뷰는 KoNLPy의 Okt[9]를 사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였고, 길이가 1 미만인 단어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의도치 않게 분리된 복합명사의 
경우(‘플레이리스트’를 ‘플레이’와 ‘리스트’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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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고자 명사 사전에 해당 단어들을 
추가하였다. 영어 리뷰는 Natural Language 

Toolkit(NLTK)[10]을 사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였고 
길이가 3 미만인 단어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2.3 토픽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 방법인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잠재 디리클레 

할당)를 사용하였다. LDA 는 문서 내의 토픽을 
계층적인 베이즈 추론(Bayesian hierarchical 
modeling)을 통해 알아내는 기법이다. LDA 는 

문서들을 토픽들의 혼합으로 보고 각 토픽마다 
확률분포에 따라 단어들을 생성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관찰한 단어들로 토픽을 판단하게 된다[11]. 

LDA 토픽 모델링 시, 명사만을 이용했을 때 의미론적 
일관성(semantic coherence)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12] 리뷰의 명사만을 이용해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토픽의 개수는 각 토픽 키워드 간의 유사도를 
평가하는 coherence score 가 가장 높도록 

선정하였다[13]. 그 결과 스포티파이(한국) 6개, 멜론, 
지니 뮤직, 유튜브 뮤직 각각 5개, 스포티파이(미국) 

6개로 토픽 모델링을 Python Gensim 패키지[14]를 

이용해 진행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각 서비스별로 리뷰의 토픽을 5개(멜론, 

지니 뮤직, 유튜브 뮤직) 혹은 6개(스포티파이 한국, 
미국)로 나눌 수 있었다. 둘째, 국내 서비스는 기능적 
오류에 대한 리뷰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글로벌 

서비스는 해당 앱 사용 이유와 장점을 명시하는 토픽이 
존재했다. 셋째, 스포티파이와 달리 유튜브 뮤직은 
별도의 사용자 유입 경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스포티파이 추천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용자들이 공통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요금제에 대해서는 한국 사용자들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1 서비스별 토픽 모델링 결과 

표 2~표 6 은 각각 서비스별 LDA 토픽 모델링을 

진행한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각 토픽마다 출현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키워드로 정리하였고, 해당 
토픽의 기여도 높은 상위 20 개의 리뷰 원문과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토픽을 해석하였다.

 표 2. 스포티파이(한국)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토픽 구분 주요 키워드 
전체 
비율 

평균 
평점 

긍정 부정 

1 개인화된 추천 추천, 기능, 사용, 취향, 음질 18% 4.34 83% 17% 

2 프리미엄 결제 프리미엄, 무료, 결제, 가입, 유료 7% 2.47 30% 70% 

3 가사 및 인증 가사, 멜론, 로그인, 인증, 버전 9% 3.75 67% 33% 

4 서비스 언어 한국, 제목, 스트리밍, 영어, 지원 9% 3.89 70% 30% 

5 타 서비스와의 비교 음질, 음원, 가격, 멜론 , 유튜브 12% 4.10 75% 25% 

6 앱 오류 재생, 플레이리스트, 오류, 설정, 검색 45% 3.00 43% 57% 

표 3. 멜론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토픽 구분 주요 키워드 
전체 

비율 

평균 

평점 
긍정 부정 

7 재생, 로그인 오류 재생, 로그인, 문제, 오류, 업데이트 39% 2.60 33% 67% 

8 차트 차트, 실시간, 가사, 기능, 유튜브 11% 2.77 38% 62% 

9 결제, 이용권 결제, 이용권, 해지, 구매, 환불 15% 2.23 25% 75% 

10 플레이리스트 기능 플레이리스트, 재생, 검색, 삭제, 화면 17% 2.98 42% 58% 

11 
업데이트 후  
불편 사항 

업데이트, 댓글, 버전, 사용, 디자인 19% 2.37 28% 72% 

표 4. 지니 뮤직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토픽 구분 주요 키워드 
전체 
비율 

평균 
평점 

긍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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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플레이리스트,  
재생목록 기능 

플레이리스트, 재생목록, 추가, 삭제, 검색 25% 3.20 50% 50% 

13 타 서비스와의 비교 기능, 차트, 스트리밍, 검색, 음질 11% 2.54 33% 67% 

14 네트워크 오류 오류, 네트워크, 연결, 재생, 문제 31% 1.54 7% 93% 

15 결제 및 로그인 오류 로그인, 결제, 이용권, 해지, 구매 15% 1.80 14% 86% 

16 
업데이트 후  
불편 사항 

재생, 업데이트, 화면, 실행, 문제 18% 2.23 21% 79% 

표 5. 유튜브 뮤직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토픽 구분 주요 키워드 
전체 
비율 

평균 
평점 

긍정 부정 

17 유튜브 프리미엄 프리미엄, 추천, 사용, 업데이트, 알고리즘 44% 4.12 78% 22% 

18 기능 및 사용성 기능, 재생목록, 개선, 검색, 셔플 14% 3.45 59% 41% 

19 가사 지원 가사, 음원, 지원, 영상, 음질 14% 3.83 70% 30% 

20 재생 오류 재생, 화면, 사용, 반복, 문제 16% 2.62 33% 67% 

21 재생목록 사용성 재생목록, 추가, 저장, 오프라인, 삭제 13% 3.21 49% 51% 

표 6. 스포티파이(미국) LDA 토픽 모델링 결과 

# 토픽 구분 주요 키워드 
전체 
비율 

평균 
평점 

긍정 부정 

22 긍정적인 사용 경험 love, best, nice, amaze, super 27% 4.48 87% 13% 

23 재생 play, playlist, listen, shuffle, skip 19% 3.15 47% 53% 

24 프리미엄 및 요금 premium, free, listen, like, minute 18% 3.84 69% 31% 

25 업데이트 update, playlist, change, artist, feature 12% 2.86 40% 60% 

26 
플레이리스트 및  
다양한 콘텐츠 

listen, awesome, playlist, find, podcast 14% 4.56 90% 10% 

27 앱 오류 work, download, time, account, problem 11% 3.11 48% 52% 

    

3.2 국내 서비스와 글로벌 서비스 간의 비교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지니 뮤직)와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의 

토픽 모델링을 통해 리뷰 토픽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국내 서비스와 글로벌 서비스 간의 비교 

 국내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평점 2.59, 2.26 3.73, 3.45 

토픽 

내용 

기능적 오류 서비스 사용 이유 

플레이리스트 가사, 언어 지원 

평점: 우선 스포티파이(3.73)와 유튜브 뮤직(3.45)의 

평균 평점이 멜론(2.59)과 지니 뮤직(2.26)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편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들이 
국내 서비스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토픽 내용: 국내 서비스의 토픽들은 대부분 기능적 
오류(토픽 7, 11, 14, 15, 16)에 대한 것이다. 반면 

글로벌 서비스는 오류 관련 토픽이 있긴 하나, 
‘개인화된 추천’(토픽 1), ‘유튜브 프리미엄’(토픽 
17)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뚜렷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 토픽 3, 4, 19를 
통해 가사 및 언어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한다. 국내 서비스의 경우, 토픽 10, 12 를 통해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 리뷰가 작성되고 있으며, 
토픽의 평균 평점이 서비스 전체 평균 평점을 상회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플레이리스트의 기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국내와 글로벌 서비스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내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기능적 오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글로벌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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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가사 및 언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스포티파이의 경우, ‘타 서비스와의 
비교’(토픽 5)에서 4.10 의 높은 평균 평점을 보이고 
있다. 해당 토픽의 리뷰를 통해 스포티파이가 국내의 

다른 서비스에 비해 다양한 음원을 더욱 좋은 음질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3.3 글로벌 서비스 간의 비교 

유튜브 뮤직은 2022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이용자 수 
1 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현재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뮤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튜브 뮤직 가입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토픽 모델링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리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78%가 긍정 리뷰에 해당한다. 또 스포티파이와 달리 
유튜브 뮤직 리뷰에는 결제 관련 토픽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유튜브 뮤직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무료 
부가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유튜브 뮤직의 성공을 유튜브 뮤직 

자체의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3.4 한국과 미국 스포티파이의 비교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프리미엄 및 결제(토픽 2, 24) 

관련 토픽이 발견되었다. 해당 토픽에 대해 국내 
사용자 30%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데 반해, 미국 
사용자들의 69%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사용자 리뷰의 
경우 ‘긍정적인 사용 경험’(토픽 2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스포티파이 사용 경험 자체를 

칭찬하는 리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화된 추천’(토픽 1)과 ‘플레이리스트 및 다양한 
콘텐츠’(토픽 26)에 속하는 리뷰들을 통해 한국과 미국 

사용자들은 스포티파이를 통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개인화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국내 사용자들은 미국 사용자들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내 사용자들의 
긍·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를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평점 3초과이면 
긍정 리뷰, 3 이하이면 부정으로 분류하여 감성별로 
사용된 단어들의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를 이용해 

긍·부정 리뷰의 중심 화제 거리를 분석하였다. 

그림 2. 스포티파이 긍정 리뷰 워드클라우드 

 

그림 3. 스포티파이 부정 리뷰 워드클라우드 

 

그림 2 를 통해 긍정 리뷰에는 무료, 추천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요금제와 스포티파이의 추천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는 
무료, 프리미엄, 결제, 유료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부정 리뷰에서는 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 리뷰를 분석하여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진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티파이(한국, 미국), 
유튜브 뮤직, 멜론, 지니 뮤직 앱 리뷰를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주요 토픽과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보다는 글로벌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국내 서비스는 기능적 오류에 
대한 리뷰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글로벌 서비스의 

경우 ‘개인화된 추천’, ‘유튜브 프리미엄’, ‘타 
서비스와의 비교’ 등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사용자 

반응을 의미하는 토픽이 대다수였다. 

또한 스포티파이와 달리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단독으로는 
결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관련 토픽이 존재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유튜브 프리미엄’ 토픽에 해당하는 
내용과 평점은 유튜브 뮤직 자체에 대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도 볼 수 있다. 

또 한국과 미국 스포티파이의 리뷰를 통해 
스포티파이의 강점이 요금제와 추천 기능에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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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프리미엄 결제 
및 요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각국에 도입된 요금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무료 광고형 요금제가 없으며, 요금제 종류도 훨씬 

제한적이다. 결국, 국내 사용자들은 스포티파이의 
추천 기능에 대해서는 미국 사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족하고 있으나, 프리미엄 요금제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LDA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갔다는 점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4개로 제한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서비스의 리뷰를 
활용해 토픽 모델링 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을 통해 

국내·외 서비스간 리뷰 내용의 차이와, 동일 서비스의 
국가 간 차이를 검증할 것이다. 해당 분석을 통해 
파악한 국내와 해외 서비스 간의 기능적 차이와 

국내·외 사용자의 니즈(needs) 차이를 바탕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과 해외 서비스의 
현지화 전략 수립을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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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 ᾿㈻㈣㊬ ⭗ឋ ⛔❀⌋ほ ᣛ⛃䀃 ㆤ⭗㵣 
⑬㬗 ㊫㉐, ហ㇋ ⚺ ឫ ㆯ䀇 ⭗ㅔ㈻ 㤇䃿㊬ 
》㾷㦫Ⰳ ᾿㈻㈣ ㋇ⶇ䀇ᶏ. 䂯㉗ ᛇ㈣ ᚯ 
ហ㇋ểឋ ㈳ᴿ ㆤ ⰷⵏᴿ 㑫ⰸ㊬⌇ 㑈ᚫ䀃ឋ 
㈳ᭃ ⭗ㅔ㈻ᾏ ⠬⑳㬗, ㈣ⵏ㯟㵣 ⓿ⶋ㊫ ᾜ 
㊯㱠㊬㈣ ⛔❀ほ ㈃㌟䀃 ⑬㬗 ឫ䀃ឋ ㈳た 
⠳㹣䀓 Ί␣ᶏ. ⊗䀇 ᝨ䂃 ㉗⯏ᝯ䀃ᣛ ㆯ䀟 
゛᠗㑯 ហᚻ䀃ᣛ, ◣㋇ ㋀㈃, ᾿た ṯ㡇, 
㾯⌇㱋㭫㿼, 㯷ⵏ㵣㈃ ⳇ⯇⌇ ᾿㈻㈣㊬ ⭗ឋ 
ⳃ䀴䀳ᶏ. ㉋㉗㊬ ⭗ㅔ㈻㈃ ᵳ㐳ル ㈣⭗㵣 
㶷⿰䀃ᣛ ㆯ䀃 ㈣㯛⢛ ⳃ䀴䀃カ┛, ㈣㯛⢛ 
ឧ ហᚻ㑫ṯ⌇ ㋀䀃 Point-of-View (POV) 
ṯ㡇䀳ᶏ. POV  ᣛ⛃⌇ How-Might-We (HMW) 
㑳◣ ⯣ㅛឋ ᢣ 㑳◣ほ ᶠ❫䀃ᣛ ㆯ䀇 ⰿ⎓Ⰳ 
⢷⊳㈣ⵏ㱋⚸䀳ᶏ. ᢣ 䅯 ᝨ䂃 㾯⌇㱋㭫㿼⌇ 
㠇㊬㈃ ⰿ⎓Ⰳ ㋀䀃ឋ, 䀟ᶤ ⰿ⎓Ⰳほ ᶫ䀟 Low-
Fi 㾯⌇㱋㭫㈰ ㋇㈼䀃 ㉋㉗㊬ ⭗ㅔ㈻ 3 ┰ 
ᶫ⭬⌇ 㯷ⵏ㵣 㑯䀴䀳ᶏ. 㯷ⵏ㵣 ឧ 
㾯⌇㱋㭫㈰ ㉃ Ẅ㈼䀳ᭃ, ⭗ㅔ㈻ᚫ ➠㉌䀇 
㮇ⵏ㬗 ⳃ䀴䀃ᴿ ḛ た⋏ㅫ ᴿ ⠫⠯ ㈳た ᢣ 
ㅻ㈣ 㶷⿰䀳ᶏ. ᢣ 䅯 㯷ⵏ㵣 ឧ ⚺ ⭗ㅔ㈻ 
㿧ᾇ⛜ ⚿㮀⌇ ᾿㈻㈣ ᛇ⯋⿳ ṯ㡇䀳ᶏ.  

주제어 

⑬㬗 ឫ, ╓⚿㈧ 》㾷㦫Ⰳ, ᾿㈻㈣㊬ ⭗ឋ ⛔❀⌋ 

1. 서 론 

1.1 연구 배경 

䂯ᶫ ⭗䄷ほ⯇ᴿ ᶏ〼䀇 ㋀➟ ㆤ URL ᣛ⛃⌇ 
ឫ䀋 ⳃ ㈳ ểびᶏ. ᶫ㼇㊬㈣ コⶇ⌇ 㶷㈧ ហ㇋䀋 
ⳃ ㈳ᴿ 㬟∧ㅛᾇ ⯇⣯ⵏ, ㆯ㤃 ㋀➟ ហ㇋䀋 ⳃ ㈳ᴿ 
㑫ṯ ⯇⣯ⵏ, ⭗ㅔ㈻ ᚯ ㈻㇋⌇ㅟ ㈃⭗ⰷ㱠 ᚫᵐ䀇 
⭗䄷ឫᝯ⒈(SNS) ᾜ ㈳ᶏ. ⶏ㋇⌇ 㬟∧ㅛᾇ ⯇⣯ⵏ 
ⶇ㉐ ᢇ╓ᴿ 2022 ᯯ ᶫ⣯ 2023 ᯯほ 21.2% 㑈ᚫ䀋 
ᜮ⌇ ㊯⒈ểびᶏ [1]. ₻䀇 ᶫ㼇㊬㈣ 㑫ṯ ⯇⣯ⵏ 
Google Maps ㈃ ⭗ㅔ㈻ᴿ ㅿᚯ 1 だ ┰ ⭬ [2], 

Instagram ⭗ㅔ㈻ᴿ ㅿᚯ 2 だ ┰ ⭬⌇ 㑼ᝯểឋ 
㈳ᶏ [3]. 

㝃⊧ ㆤ ⑬㬗⌇ ហ㇋䀋 ⳃ ㈳ᴿ ⰷⵏᴿ 㑈ᚫ䀃ឋ 
㈳㑫⑷, ⑹ ⭗ㅔ㈻ᴿ ⑬㬗 ㈣ⵏ㯟㵣 ⓿ⶋ㊫ほ 
㊫㉐䀟 ᰾ឋ ⭗ㅔ䀃ᭃ ㊯㱠㊬㈣ ㊫㉐ ⛔ⶈ㈣ 
⠬⑳㬗 ㅔ䀃ᴿ ᾜ ⭗ㅔほ ⠳㹣䀓 Ί␟ᴿ 
⛔❀⌇ ⑬㬗 ឫ䀃ឋ ㈳ᶏ.  

✳ ゛᠗㈃ ╔㼇ᴿ ⑬㬗 ㊫㉐ ⚺ ហ㇋ ⑹ 䀃ᴿ 
⭗ㅔ㈻㈃ ᝨ䂃 ᛇ⯋䀃ᴿ 》㾷㦫Ⰳ ᛇ⛇䀃ᴿ 
ᜮᶏ.  ឧ㋀ほ⯇ ㉋㉗㊬ ⭗ㅔ㈻㈃ ᵳ㐳 㡔⠯䈳 
⛇䀃ឋ ⭗ㅔ㈻ 㤇䃿㊬㈣ 》㾷㦫Ⰳ ᛇ⛇䀃ᣛ 
ㆯ䀟 ᾿㈻㈣㊬ ⭗ឋ ⛔❀⌋ [4]ほ Ί∧ ゛᠗ 
㑯䀴䀳ᶏ. ᾿㈻㈣㊬ ⭗ឋᴿ ហᚻ䀃ᣛ, ◣㋇ ㋀㈃, 
᾿た ṯ㡇, 㾯⌇㱋㭫㿼, 㯷ⵏ㵣㈃ ⳇ⯇⌇ 
㑯䀴ể┛ ➣ ᰧ◣ほ⯇ᴿ Low-Fi 㾯⌇㱋㭫㈰ ᛇ⛇ ⚺ 
㯷ⵏ㵣 ឧ㋀㑫 ⳃ䀴䀳ᶏ. 

1.2 관련 연구 

⑬㬗 ឫ䀃ᴿ 》㾷㦫Ⰳ ㋇㈼䀃ឋ [6,7] 
㹴ᚫ䀇 ゛᠗ [5]ᚫ ㈳ᶏ. ᣛ㌟ ゛᠗ほ⯇ ゛᠗㈻ᾏ 
ᛇ⛇䀇 》㾷㦫Ⰳ ⭗ㅔ㈻ほ ⑬㬗 ㋀⋗ ᣛᵐ 
㋇ហ䀳ᶏ [5, 7].  コ ᾏた, ⑹ ⭗ㅔ㈻ᚫ ᾜ⌈䀟 
᰾ ⑬㬗 ㅛ⯋䀟⯇ ➟㎧ᴿ ᣛᵐ ㋇ហ䀇 
》㾷㦫Ⰳ [5] ㌟㉗䀳ឋ, ⑬㬗 ⳇ, ⑬㬗 
㠿ᚫ ⶇᚯⳇ⌇ ㋀⋗䀃 ➟㎧ᴿ ᣛᵐ ㋇ហ䀃ᴿ 
》㾷㦫Ⰳṯ ㈳びᶏ [7]. ⛃┟ほ [6] ⭗ㅔ㈻ᚫ 
ᾜ⌈䀇 ⑬㬗ほ 䀃∧㵣ル ⓿╓ 㠿ᚫ䀋 ⳃ ㈳ᴿ 
㬗⌗ 䄀㉐ 》㾷㦫Ⰳ ㋇ហ䀳ᶏ. 

ᣛ㌟ ゛᠗ [5, 6]ᴿ ㉋㉗㊬ ⭗ㅔ㈻ ⯋㋀䀃㑫 ⿵〃┛, 
㉋㉗㊬ ⭗ㅔ㈻ᚫ 㿯ㄿ⌇ 䀋 ⳃ ㈳ᴿ ᣛᵐ 㶷⿰䀃ᴿ 
ឧ㋀ 㤃㑫 ⿵ឋ 》㾷㦫Ⰳ㈃ 䀠 ᣛᵐ 
㋀䀳ᶏ. コ ᾏた, [5]ᴿ ᯏ✯ 㤟㹃 Ğ᾿㋏⒏ᵳğ�
⭗ㅔ㈻ᾏ ᶏⶇ ➟ឋ ⶡ ⶇほ ᶾ ᶗ ᰾ឋ 
᭟ᚫ ᭓ᣟ ᶾ 䄀㈣䀃ᴿ ᣛᵐ 㱠䀟 ⶇ ᶏⶇ 
➣ᶏᴿ ㊻ほ⯇ 㛔⿳䀃 䀠 ᣛᵐ ㋀䀳ᶏ. ₻䀇 
[6] ⠬⑳㬗 ᣛᵐ ㋇ហ䀃ᴿ 》㾷㦫Ⰳᾏ 

*ហ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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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䀃 ᾜ⌈䀟 ᰾ ⑬㬗ほ ⓿╓ル 䀃∧㵣 
᭓ᣛᴿ ᣛᵐ 䀠 ᠗䂯 ㄿⰷ⌇ ㋀䀳ᶏ. Ί∧⯇, 
ឫ⋓ ゛᠗ ᛇ⯋䀋 ⳃ ㈳ᴿ ㉋㉗㊬ ⭗ㅔ㈻㈃ ᵳ㐳ᚫ 
⛃ガệ ⑬㬗 ឫ 〜 ⯏ᝯ䀃ᴿ ゛᠗ᚫ 㿯ㄿ䀋 ᜮ⌇ 
➟㈣ᶏ. 

2. 본문 

➣ ゛᠗ᴿ ᾿㈻㈣㊬ ⭗ឋ ⛔❀⌋㈣ ហᚻ, ◣㋇ ㋀㈃, 
᾿た ṯ㡇, 㾯⌇㱋㭫㈰ ㋇㈼ ⚺ 㯷ⵏ㵣 Ί∧ 
゛᠗ ⳃ䀴䀳ᶏ. ㅛ⯋ 20~30 ᶫ 䀄⮈ ⚺ 㑬㉐㈣ 
㉋㉗㊬ ⭗ㅔ㈻⌇ ㋀䀃ឋ ᾏ㈃ ᵳ㐳 㛩ឋ 䀟䀃ᣛ 
ㆯ䀟 㼇 1 ឧ ᛄ ỻ ᛇ㈃ ゛᠗ 㑳◣(RQ) ⑷ᾏឋ 
㈣㯛⢛ 㱠䀟 ᵳ㐳ル ㈣⭗㵣 ṯ㡇䀳ᶏ. 

2.1 필요 발견하기 

㿯ㄿ ⛇䀃ᣛ ᶓᝯ㈃ ╔㊬ ㉋㉗㊬ ⭗ㅔ㈻ほ 
ហᚻ䀃 㿯ㄿ䀇 ㋀➟ ⵠᾈ䀃ᴿ ᜮᶏ.  ᶓᝯほ⯇ 
RQ1 ほ ᶠ䀃ᣛ ㆯ䀟 ㉋㉗㊬ ⭗ㅔ㈻ ᶫ⭬⌇ 
㈣㯛⢛ 㑯䀴䀃ឋ ᢣ ឧ⌇ ហᚻ㑫ṯ ㈼⯜䀳ᶏ. 
㈣㯛⢛ᴿ ㊯ほ 㑯䀴ểびḃ ᾿㈻㈣ 㾯⌇⯣ⵏ ឫ⋓ 
゛᠗ [8-9]ル ᛄ ⑬㬗 ហ㇋ル ⚫㊼䀃 ឫ⋓ ㈳ᴿ 
SNS ⯇⣯ⵏ ᛇ⛇㈻㈣ ㊯◣ᚫ 1 ┰(IP1), ㉋㉗㊬ ⭗ㅔ㈻ 
7 ┰(IP2~IP8) ᶫ⭬⌇ 㑯䀴ẻᶏ. 㼇 2 ᴿ ㈣㯛⢛ 
㛣ᚫ㈻ ⯣⠫ ㋀➟ ➟㎫ᶏ. 㛣ᚫ㈻ᴿ ⵏᰣㅛ➧ 
⮃㾷⑬⌇ ╓㑼䀳ឋ ⯋㋀ ᣛ㎫ ᶏㇷឧ ᛄᶏ. 

1.  ⵏ⑳㵣㺛, PC  ⭗ㅔ䀃 ᶏ␣ ⭗∷ឧ ⑬㬗 
ហ㇋䀇 ᝨ䂃 ㈳ᴿ 䀇᠘た ⭗ㅔ ᚫᵐ㈻ 

2. ば◟, ហ⠫ ᾜ ㋀➟ ⳃ㑼㈃ ╔㊬⌇ ㈻ⶋ ㈨ᣛ 
ㆯ䀟 ㆤ ⭗㵣 ⑬㬗 ㊫㉐䀇 ᝨ䂃 ㈳ᴿ 
20~30 ᶫ㈃ ㈣㯛ᯢ ⭗ㅔ 䄇⛇䀇 ㈻ 

゛᠗㑯 ㊯◣ᚫ 㑳◣ ㋇ㄣ䀇 㠇㌰ ㈣㯛⢛ 㑳◣ 㟈 
17 ◣䀘 ㈼⯜䀃カ┛ ᠗㌛䃿ệ ㈣㯛⢛ ⳃ䀴䀳ᶏ. 
㑳◣ Ğ⑬㬗 ឫ ᝨ䂃ğ, Ğ⭗ㅔ䀃ᴿ ⑬㬗 ឫ ṯ᠗ğ, 
Ğ⑬㬗 ឫ ⛔ⶈğឧ ᛄ ㉋㉗㊬ ⭗ㅔ㈻㈃ ⑬㬗 ឫ 

ᝨ䂃ឧ ᢣ ᝨ䂃 㱠䀟 ᴻᬫ ㊻ᾏ ⿷➧ ⳃ ㈳ṯ⌈ 
᠗⯜䀳ᶏ. ᢣឋ ㊯◣ᚫ ㈣㯛⢛ 㛣ᚫ㈻ IP1 ほᴿ 
ហ㇋ ⯇⣯ⵏ ᛇ⛇ ᝨ䂃 ᾜ㈃ 㠿ᚫ 㑳◣ 䀳ᶏ. 

㈣㯛⢛ 㱠䀟 ⳃ㑼䀇 ㋀➟ ⚿㮀⌇ ᢣ⑧ 1 ឧ ᛄ 
ហᚻ㑫ṯ ㈼⯜䀳ᶏ. ហᚻ㑫ṯᴿ SAY, DO, THINK, 
FEEL ㈃ 4 ᛇ ガ⌇ ᠗⠯䀃 ㈼⯜䀳ᶏ. SAY, 
DO ᴿ ㈣㯛⢛ ṯ㎼ ㈣㯛⢛ ᶫ⭬㈻ᚫ ⑻䀇 ᜮឧ 䀴Ẅ䀇 
ᜮ ឫ㛛䀇 䀘╔ᶏ. ⛃┟ THINK ル FEEL ほᴿ 
㈣㯛⢛ 㛣ᚫ㈻ᚫ ⑻䀇 ᜮឧ 䀴Ẅ䀇 ᜮឧ ᷿⠳た 㼇㋀, 
㋇ⵏ㝃, た㌛ ᾜ㈃ ⣯った㊬ 㼇䂯 㱠䀟 ㈣㯛⢛ 
㛣ᚫ㈻㈃ ⮈ᚬឧ ᚻ㋀ ㇋㠿䀇 ᭟ㅔ ㈼⯜䀳ᶏ. 

2.2 솔루션 찾기 

ⰿ⎓Ⰳ 㛩ᣛᴿ ហᚻ䀃ᣛ㈃ ᶓᝯほ⯇㈃ ⳃ㑼ệ ㋀➟ 
⚿㮀⌇ ◣㋇ ㋀㈃ 䀇 䅯, ◣㋇ 䀟䀃ᣛ ㆯ䀇 
⛇⭛㊬ ⭗ឋ ឧ㋀ᶏ. ⓧ㊫ ហᚻ㑫ṯ ㈼⯜ 䅯 ឧ 
㌰䀔䀃 ᵳ㐳ル ㈣⭗㵣 ⛇䀳ᶏ. ᢣឋ RQ2 ほ 
ᶠ䀃ᣛ ㆯ䀃 ⛇ệ ᵳ㐳ル ㈣⭗㵣 㱋ᶫ⌇ 
Point-of-View (POV) ◣㉐ ⑷ᾏびᶏ. 㼇 3  
ហᚻ㑫ṯ 㱠䀟 ⛇䀇 ᵳ㐳ル ㈣⭗㵣, ᢣឋ 
ṯ㡇ệ POV  ㋀䀃 ➟ ㎫ᶏ. ᢣឋ 
POV ⌇⠫㯛 㟈 21 ᛇ㈃ How-Might-We (HMW) 
㑳◣ ⑷ᾏឋ, ᢣ ㎼ ᚫ㉐ ㉋㉗㊬ ⭗ㅔ㈻㈃ ᵳ㐳ル 
㈣⭗㵣 ㉃ ⛃ガ䀃ᴿ 3 ᛇ㈃ HMW  ⯋㋀䀳ᶏ. 
HMW ⯋㋀ 䅯 ᚬᚬ㈃ 㑳◣ほ ᶫ䀃 ⰿ⎓Ⰳ 
ឋ⿳䀳ᶏ. 

HMW 㑳◣ ⯋㋀, ⰿ⎓Ⰳ 㭻 ឧ㋀ ⢷⊳㈣ⵏ㱋⚸ 
㱠䀟 ⎓た㋷ᶏ. ᢣ ឧ㋀ほ⯇ ᾿た 㠇ᶫ䀇 ⑹ 
ṯ㡇䀃ᴿ ᜮ ╔㼇⌇ 䀳ឋ ᶏ〼䀇 ⛔䁐㈃ HMW 
㑳◣ឧ ⰿ⎓Ⰳ ㋇ⶇ䀇 䅯 㠇㊬㈃ ឧ ⯋㋀䀳ᶏ. 㼇 
4 ᴿ ⯋㋀ệ HMW 㑳◣ ⚺ ᢣ ⰿ⎓Ⰳ ➟ ㎫ᶏ. 

㼇 1 ゛᠗ 㑳◣ 

RQ1 
20~30 ᶫ 䀄⮈ឧ 㑬㉐㈣ ⑬㬗 
ឫ䀃ឋ ហ㇋䀋 ῷ 㿯ㄿ䀇 ᵳ㐳ᚫ 
◟ひ㈧? 

RQ2 
⑬㬗 ឫル ហ㇋ほ 㿯ㄿ䀇 ᵳ㐳 
䀟䀋 ⳃ ㈳ᴿ ⛔❀ ◟ひ㈧? 

㼇 2 ㈣㯛⢛ 㛣ᚫ㈻ ⯣⠫ ㋀➟ 

✳䃣 ᭃ ⯜❯ 㑬ば 

IP1 20 ᶫ ⯜ SNS ⯇⣯ⵏ ᛇ⛇㈻ 

IP2 20 ᶫ ⯜ 䀄⮈ 

IP3 30 ᶫ ᭓⯜ 㑬㉐㈣ 

IP4 30 ᶫ ᭓⯜ 㑬㉐㈣ 

IP5 20 ᶫ ⯜ 㑬㉐㈣ 

IP6 30 ᶫ ᭓⯜ 㑬㉐㈣ 

IP7 20 ᶫ ᭓⯜ 䀄⮈ 

IP8 20 ᶫ ᭓⯜ 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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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ệ ⰿ⎓Ⰳ ᚬᚬ ᭟㉗䀇 ᚫ㋀ ᚫ㑫ឋ ㈳┛, ᢣ 
ᚫ㋀ ᜫ㑈䀃ᣛ ㆯ䀟 ᝨ䂃 㾯⌇㱋㭫㿼 [10] 
ⳃ䀴䀳ᶏ. ᝨ䂃 㾯⌇㱋㭫㈰ ⯋㋀ệ ⰿ⎓Ⰳ 3 ᛇほ 
ᶫ䀟 ᚬᚬ ㋇㈼ểびឋ, ⰿ⎓Ⰳ⑳ᶏ 1 ┰㈃ ㉋㉗㊬ 
⭗ㅔ㈻ ᶫ⭬⌇ 㯷ⵏ㵣 ⳃ䀴䀳ᶏ. 㯷ⵏ㵣 㱠䀟 
ᚬ ⰿ⎓Ⰳほ ᶫ䀇 ⭗ㅔ㈻㈃ ⛃ㇼ 䄀㈣䀳ឋ 䀟ᶤ 
ⰿ⎓Ⰳほ ㊯㋇ệ ᚫ㋀㈃ 㭫ᶤ⯜ ᜫ㑈䀳ᶏ. 

ᝨ䂃 㾯⌇㱋㭫㈰ほ ᶫ䀇 㯷ⵏ㵣 ⳃ䀴 ឧ ➣ ゛᠗㑯 
ỻ ✳㒣 ⰿ⎓Ⰳ㈣ Ğ㌛䄷ⳃᚫ ᰽ ⑬㬗ほ ᶫ䀟 㼇ⶇ 
ᶏ␟ 䀃ᣛğᚫ ᚫ㉐ ㊬䀔䀃ᶏឋ 㶻ᶓ䀳ᶏ. ᢣ 䅯, 
ⵏ㱋➟ᾇ ㈼⯜ឧ 㦓⯴ ⣯᾿ハ 㟗ガ ⳃ䀴䀃 䀟ᶤ 
㾯⌇㱋㭫㈰ ㈼ば ⳃ䀴䀃ᣛほ ㊬䀔䀇㑫 䄀㈣䀳ᶏ. 

2.1  Low-Fi 프로토타입 작성 

ⰿ⎓Ⰳ 㭻 䅯, ṯ㡇ệ 㠇㌰ ⰿ⎓Ⰳ ⚿㮀⌇ Low-
Fi 㾯⌇㱋㭫㈰ ㈼⯜䀃ឋ 㯷ⵏ㵣䀳ᶏ. Low-Fi 
㾯⌇㱋㭫㈰ ⑷ᾏᣛ ㊯, ⓧ㊫ ᾿㈻㈣ ⵏ㦫㤃 
㑯䀴䀳ᶏ. 㾷≖㺧ឧ UI 䃀㮇 ᶗ䀃 ᾿㈻㈣ 
⭛㡇◧ 4 ᛇ ⑷ᾏびᶏ. ᢣ㎼ 2 ᛇᴿ ╓⚿㈧ 
》㾷㦫Ⰳ, 1 ᛇᴿ ╓⚿㈧ ㆯ㋚ 》㾷㦫Ⰳ, 
ᭃⓣ㑫 1 ᛇᴿ ㆤ 》㾷㦫Ⰳᶏ. 

 ㅛ⯋ 4 ᛇ ⭛㡇◧ ㎼ ㆯ㋚ 》㾷㦫Ⰳ, ㆤ 
》㾷㦫Ⰳ ⯋㮈䀳ᶏ. ᭃⓣ㑫 ⭛㡇◧ 
⭬ᶫ㊬⌇ ㋇ហ䀃ᴿ ᣛᵐ㈃ 㹣⯜ ⠫㌜䀃 
ᣛᚬ䀳ᶏ. 2 ᛇ㈃ ⭛㡇◧ ⯋㋀ 䅯 㠇㌰ ᾿㈻㈣ ⭛㡇◧ 
㋀䀃ᣛ ㆯ䀟 ᚬᚬほ ᶫ䀇 UI ⵏ㱋➟ᾇ ㋇㈼䀳ᶏ.  

ᢣ⑧ 2 ᴿ ㆤ 》㾷㦫Ⰳほ ᶫ䀇 ㎧ㄿ UI 
ⵏ㱋➟ᾇ ➟ ㎫ᶏ. ῷ, ㊫㉐ệ ⑬㬗ᾏ 㭻䀋 
ῷᴿ た⁏ ᣛᵐᾏ ㋇ហ䀋㑫ほ ᶫ䀇 ᰧ㈃ᚫ 
㑯䀴ểびᶏ. ほ Ί∧ ⑬㬗 ⭬ᶓ ឋ㋀ ᣛᵐ, ㎧㋇❯ 
⑬㬗 ⠯␃ ᾜ 㠿ᚫểびᶏ. 

UI ⵏ㱋➟ᾇ ⚺ 㠿ᚫ ᰧ㈃⭗䀘 ⚿㮀⌇ ᶏㇷ 4 ᛇ 
ᣛ㎫ ⯏㋀䀇 䅯 㠇㌰ 㹴ᚫ 㑯䀴䀳ᶏ. ᚬ ⭛㡇◧ほ 
ᶫ䀃 2 ┰㈃ ゛᠗㑯 ᚬᚬ 1(䀃), 2(㎼), 3(⭬)㊻⌇ 
㹴ᚫ䀳ឋ ゛᠗㑯㈃ 㹴ᢋ 㹴ᚫ ㊻ⳃ㈃ 䀔 ᚫ㉐ ᰽ 
ឧ ⯋㮈䀳ᶏ. 㼇 5 ル ᛄ 㠇㌰ 㹴ᚫ ឧ⌇ ㆤ 
》㾷㦫Ⰳ 㠇㌰ ⯋㋀䀳ᶏ. 

㼇 3 ᵳ㐳, ㈣⭗㵣, POV 

ᵳ㐳 

1) ⑬㬗ほ ᶫ䀇 ⚣➟ᣛᚫ 㿯ㄿ䀃ᶏ. 
2) ᶏ〼䀇 ᣛᣛほ⯇ ᠗㌛䃿ệ ⑬㬗 

 㛩 ⳃ ㈳ឋ 㹣䀃 ហ㇋䀋 
ⳃ ㈳た〧 䀇ᶏ. 

3) ⊗ ⑬㬗ᾏ ㈧ឯ㊬⌇ ឫ䀋 
ⳃ ㈳た〧 䀇ᶏ. 

㈣⭗㵣 

1) ⣳✳䀇 㛯㶰 ハឋ ᚫᴿ 
⓿ⶋ㊫ほ⯇ ⑬㬗 ⳃ㑼䀃ᴿ ㈧ほ 
ⶇᚯ ㊬ ⾛ឋ ⶡᶏ. 

2) ば◟㊬⌇ 㿯ㄿ䀇 ㋀➟ ᶟ 
⑬㬗 ⤋␟ 㛩ឋ ⶡᶏ. 

POV 

ហ⠫ル ば◟ほ ⑬㬗 ➟ឫ ⑹ 
⭗ㅔ䀃ᴿ ⭗ㅔ㈻ᴿ ⑬㬗 ➟ᣛ  
㈻Ẅ⌇ ᠗㌛䃿ⶇ㭏ឋ 㹣䀃 
ហ㇋䀃ᣛ ㅻ䀇ᶏ. ㄇ᭻䀃┟ ᢣ ㈼ば 
✳⌘ឋ ⶇᚯ ハ≃ ᜣᣛ ῷ◣ᶏ. 

㼇 4 ⯋㋀ệ HMW 㑳◣ ⚺ ⰿ⎓Ⰳ 

HMW 㑳◣ ⰿ⎓Ⰳ 

た 䀃┟ ហ⠫ᭃ ば◟ 
ឧ㋀ほ⯇ ⑹ ⑬㬗 
ឫ䀃ᴿ ⭗∷ᾏ ⑬㬗 
ឫほ 㳗㈻䀃ᴿ ⶇᚯ 
㎯㈧ ⳃ ㈳? 

ᶏ〼䀇 ㄣ⠫ 〜ほ 
㊫㉐ểた ㈳ᴿ ⑬㬗ᾏ 
䀔㝻⯇ ᚫ㋣プ ⳃ ㈳ᴿ 
ᣛᵐ ㋇ហ䀃ᣛ 

た 䀃┟ ㊫㉐ệ 
⑬㬗 䀇Ჳほ ➧ ⳃ ㈳ᴿ 
ᚯᶓ䀇 ⚣➟ᣛ ㋇ហ䀋 
ⳃ ㈳? 

㌛䄷ⳃᚫ ᰽ ⑬㬗ほ 
ᶫ䀟 㼇ⶇ ᶏ␟ 䀃ᣛ 

た 䀃┟ ⠳㿯ㄿ䀇 
⑬㬗 㹣䀃 ⭘㋇䀋 
ⳃ ㈳? 

⭘㋇䀇 ⑬㬗 ➟ឫ ⚺ 
➠ㅻ䀋 ⳃ ㈳ᴿ 䇟㑫㱠 
ᣛᵐ, ⑬㬗㈃ ⑷⍷ᣛᚯ 
⯏㋀䀃ឋ ㈻Ẅ ⭘㋇䀃ᴿ 
ᣛᵐ ㋇ហ䀃ᣛ 

ᢣ⑧ 1 ហᚻ㑫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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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ᣛ㎫ 1: [UI ┰⍷⯜] ⭗ㅔ㈻ほ ⶇᚬ㊬⌇ ➟ᣛ 
㹣䀇 ㈣㯛㹃ⵏ ㋇ហ䀃ᴿᚫ? 

 ᣛ㎫ 2: [UI ㌛㈼⯜] ⭗ㅔ㈻ᚫ ㌛㈼䀃ᣛ ⴗㅟ 
㈣㯛㹃ⵏ ㋇ហ䀃ᴿᚫ? 

  ᣛ㎫ 3: [ᣛᵐ 㹣⯜] ⭗ㅔ㈻ᚫ 䅓㇓㊬⌇ ⑬㬗 
ⳃ㑼䀃ឋ 㭻䀋 ⳃ ㈳ᴿᚫ? 

  ᣛ㎫ 4: [㾷≖㺧 Ṱ⑨⯜] ᶏ〼䀇 㾷≖㺧 
㑫ㅻ䀃ᴿᚫ? 

⭛㡇◧ ㋀ 䅯 ㋇㈼䀃⋏ᴿ 》㾷㦫Ⰳ㈃  
Link-it!∧ឋ ┰┰䀳ᶏ. ᢣឋ ⭗ㅔ㈻ᚫ 
㾯⌇㱋㭫㈰⌇ ⳃ䀴䀋 㮇ⵏ㬗 ᚯᶓ, ➟㱠, ➠㉌㈃ 
ᭇṯ⌇ ᠗⠯䀃 ⵏ㱋➟ᾇ ㈼⯜䀳ᶏ. 

 ᚯᶓ 㮇ⵏ㬗: Ğ⠫⭛ 䀴 㧿ⵏ 㠿㝇ğ� ⑬㬗ほ 
㊼ⰸ䀃ᣛ 

 ➟㱠 㮇ⵏ㬗: Ğ㶷⸗ ᣛ㞳 ㋀ğほ ᶫ䀇 䄀ᶫệ 
⚣➟ᣛ ⇯ㅛᣛ 

  ➠㉌ 㮇ⵏ㬗: ㄣ⠫ ⓿ⶋ㊫ほ⯇ ⛆ ㇷ⿰ ⑬㬗 
Ğㇷ⿰ğ� 㮇ᢣ⌇ ㊫㉐䀃ᣛ. ᢣ 䅯, 》㾷㦫Ⰳほ 
ểṷᚫ ㇷ⿰ 㮇ᢣ ᣛ㎫⌇ ⑬㬗 ㋀⋗䀃ᣛ 

 㮇ⵏ㬗 ⵏ㱋➟ᾇ ᣛ⛃⌇ Low-Fi 㾯⌇㱋㭫㈰ 
㋇㈼䀳ᶏ. Low-Fi 㾯⌇㱋㭫㈰ ㌰ ₻ᴿ 㦟㾓㯛 
ᣛ⛃ 㳟 㱠䀟 ⑷ᾇᴿ ᜮ ㈧⛃㊬ᶏ. ➣ ゛᠗㑯 
ỻ ⛔❀ ᚫ㋣ハᴿ ឧᚫ 㬛 㛓ᚫ ぱឋ ⭗ㅔ㈻ᴿ 
㦟㾓㯛 ᣛ⛃ 㾯⌇㱋㭫㈰ ᷿ 㹣䀃 ᴻᬫᶏᴿ ⯋䀴 
゛᠗ [11]ほ ᣛ⛃䀃 ㆤ ᣛ⛃ 㾯⌇㱋㭫㿼 㳟 Figma 
[12] 㱠䀟 㾯⌇㱋㭫㈰ ㋇㈼䀳ᶏ. ᢣ⑧ 3  ㋇㈼ệ 
Low-Fi 㾯⌇㱋㭫㈰㈃ ㈣㯛㹃ⵏ ➟ ㎫ᶏ. 
㾯⌇㱋㭫㈰ 㬗 ㄣ⠫ ⓿ⶋ㊫ほ⯇ ⑬㬗 ហ㇋䀃ᴿ 
⠫⠯, 》㾷㦫Ⰳ ᭟ ᢣᾇ ⢛ ⚺ ⵏ㵣 ⢛⌇ 
᠗⯜ểた ㈳┛ 㮇ⵏ㬗 ⳃ䀴ほ 㿯ㄿ䀇 ⭬䃣㈼ㅔ 
᠗䂯䀳ᶏ. 

Low-Fi 㾯⌇㱋㭫㈰ ㋇㈼ 䅯, 㾯⌇㱋㭫㈰ 㯷ⵏ㵣 
ⳃ䀴䀳ᶏ. 㯷ⵏ㵣 ⳃ䀴䀃ᣛ ㆯ䀟 2.1 ㊳ほ⯇ ⳃ䀴䀇 
㈣㯛⢛ル 2.2 ㊳ほ⯇ ⳃ䀴䀇 ᝨ䂃 㾯⌇㱋㭫㈰ほ 
㛣䀃㑫 ⿵〃┛, ㈣㯛⢛ 㛣ᚫ㈻ ╓㑼 ឧ㋀ほ⯇ 
っᢴ䀇 ⯋㋀ᣛ㎫ほ ⠫䀔䀃ᴿ ㉋㉗㊬ ⭗ㅔ㈻ 3 ┰ 
ᶫ⭬⌇ 㯷ⵏ㵣 㑯䀴䀳ᶏ. 㼇 6  㯷ⵏ㵣 㛣ᚫ㈻㈃ 
⯣⠫ ㋀➟ ➟ ㎫ᶏ. 

㯷ⵏ㵣 ㎼ ᚬ 㮇ⵏ㬗❯⌇ 㛣ᚫ㈻㈃ ě㾯⌇㱋㭫㈰ ハ㌛㈼ 
䅊ⳃĜ, ě㯷ⵏ㵣 ㎼ᶓ䀃ឋ 㑯䀴㈻ほ 㑳◣䀇 䅊ⳃĜ 
ᣛ⌈䀳ᶏ. ハ㌛㈼ 䅊ⳃᴿ 㮇ⵏ㬗 ⳃ䀴ឧ ◟ឫ䀃ᭃ 
㾯⌇㱋㭫㈰㈃ ᣛᵐ ᵷ ㌛㈼ ⶇ䀴䀇 䅊ⳃ 
㈃⚣䀇ᶏ. ₻䀇, 㯷ⵏ㵣 㑯䀴㈻ᴿ 㵤⭗䀘 ⛇⮈ ⶇ 
⭗ㅔ⯜ឧ ឫ⋓ệ ᚬṯ ㊻ⳃ ᣛ⌈䀳ᶏ. ⭗ㅔ⯜ 

㼇 5 ᾿㈻㈣ ⭛㡇◧ 㠇㌰ 㹴ᚫ ឧ 

᾿㈻㈣ 
⭛㡇◧ 

㹴ᢋ 㹴ᚫ ㊻ⳃ 

ᣛ㎫ 1 ᣛ㎫ 2 ᣛ㎫ 3 ᣛ㎫ 4 䀔ᝯ 

ㆯ㋚ 3.0 3.0 2.5 2.0 10.5 

ㆤ 3.0 2.0 3.0 3.0 11 

㼇 6 Low-Fi 㾯⌇㱋㭫㈰ 㯷ⵏ㵣 㛣ᚫ㈻ ⯣⠫ ㋀➟ 

✳䃣 ᭃ ⯜❯ 㑬ば 

TP1 20 ᶫ ᭓⯜ ᶫ䀄⮈ 

TP2 20 ᶫ ᭓⯜ 㑬㉐㈣ 

TP3 30 ᶫ ᭓⯜ ᛇ⛇㈻ 

ᢣ⑧ 2 UI ⵏ㱋➟ᾇ(ㆤ 》㾷㦫Ⰳ) 

ᢣ⑧ 3 Low-Fi 㾯⌇㱋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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ᚬṯ ㊻ⳃᴿ 0~4 ㊻⌇ ᣛ⌈䀃カ┛ ⭬⯣ 㹴ᚫ 
ᣛ㎫ 㼇 7 ឧ ᛄᶏ. 

㯷ⵏ㵣 ឧᴿ 㼇 8 ឧ ᛄᶏ. ╓ᾋ 㛣ᚫ㈻ᴿ ➠㉌ 
㮇ⵏ㬗 ⳃ䀴䀋 ῷ⑷ ハ㌛㈼䀳┛ ᚯᶓ, ➟㱠 
㮇ⵏ㬗ᴿ ハ㌛㈼ ぱ ⳃ䀴䀳ᶏ. TP 1, TP 3  ➠㉌ 
㮇ⵏ㬗ほ ᶫ䀇 㑫ⶇ ᭟ㅔ 㑳◣䀃カ┛, TP 2 ᴿ 
㮇ᢣ ⳇ ㋀⋗ ᣛᵐ 㛩㑫 ╦䀟 䀟ᶤ ᣛᵐほ ᶫ䀇 ⭗ㅔ 
⛔❀ 㑳◣䀳ᶏ. 

㯷ⵏ㵣 㑯䀴 ㎼ 4 ᚫ㑫 㵤⭗䀘 ⛇⮈䀳ᶏ. 㼇 9 ᴿ 
㯷ⵏ㵣 㑯䀴 ㎼ほ ⮈ᣟ 㵤⭗䀘 ㄿ〨䀃 ➟ ㎫ᶏ. 
ᚬṯ 0 ㈃ ỻ 㵤⭗䀘 㮇ⵏ㬗 ᭟ㅔ 䄀㈣䀃ᣛ 
ㆯ䀇 㑳◣び┛ ᚬṯ 3 ㈃ 㵤⭗䀘 ╓ỻ ➠㉌ 
㮇ⵏ㬗 ⳃ䀴ほ ᶫ䀇 た⋏ㅫびᶏ. 㵤⭗䀘 㱠䀟 
⭗ㅔ㈻ᚫ ➠㉌ 㮇ⵏ㬗 ⳃ䀴䀋 ῷ ⭬䃣㈼ㅔ ㄿⰷ 
┰⍷䀃 ⑷ᾏた〧 䀇ᶏᴿ ᜮ 䄀㈣䀳ᶏ.₻䀇, 㯷ⵏ㵣 
㛣ᚫ㈻ᴿ 㯷ⵏ㵣 䅯 ᶏㇷឧ ᛄ ㈃ ㋇ⶇ䀳ᶏ. 

 ㌛䄷ⳇ ➟ᣛ 㛨ほ⯇ 㮇ᢣⳇ ㋀⋗⌇ 㛩ᚫᴿ UI ᚫ 
㑬ឫ㊬㑫 ⿵ᶏ. (TP1, TP2) 

 ㄣ⠫ 〜⌇⠫㯛 ⭳⌇ 㠿ᚫ䀇 ⑬㬗ᚫ Link-it!ほ 
㋇ᶫ⌇ ㊫㉐ểびᴿ㑫 䄀㈣䀃ᣛ た⋠ᶏ. (TP3) 

 ᢣᾇ ⢛ほ⯇ ◟䀇⌇ 䄷㊯䀃ᴿ ㈣㯛㹃ⵏᴿ 
䃧∫ⵏ⊨ᶏ. (TP3) 

㾯⌇㱋㭫㈰ 㯷ⵏ㵣 ឧ ⚺ 㯷ⵏ㵣 㛣ᚫ㈻㈃ 㿧ᾇ⛜ 
㱠䀟 ➠㉌ 㮇ⵏ㬗 ⳃ䀴 ឧ㋀ ㉋㉗㊬ ⭗ㅔ㈻ほ 
た⋏ㅫ ㎫ᶏᴿ ᜮ 䄀㈣䀃カ┛, ㋀⋗ ᣛ㎫ ⯏㋀ 
ᣛᵐឧ ⑬㬗 㼇ⶇ ㈣㯛㹃ⵏほ ᛇ⯋ 㿯ㄿ䀇 ᜮ 
㶷⿰䀳ᶏ. Ί∧⯇ ᶏㇷឧ ᛄ ⳃ㋀⿳ てびᶏ. 

 ㄣ⠫ 》㾷㦫Ⰳほ⯇ Link-it!⌇ 㠿ᚫệ 
⑬㬗ᴿ ⭬ᶓほ ⭳⌇ㅟ ⑬㬗∧ᴿ 㼇ⶇル 䀓ᦃ 
ᛀ㌛䀇ᶏ. 

 》㾷㦫Ⰳ ⭬ᶓ㈃ ㋀⋗ ᣛ㎫ ⯏㋀ ᣛᵐ㈃ 
ᚫṰ⯜ឧ ㌛㈼⯜ ᰽㈣ᶏ. 

 ⭬ᶓほ ᛀ㌛ểた 㼇ⶇểᴿ ⑬㬗ᴿ ⵏ㬗⌏ 䃀ⶈ⌇ 
᠗䂯䀃 ⶇ㈼㊻ឧ ᬈ㊻ ┰䄀䀃 䀇ᶏ. 

3. 결론 

➣ ゛᠗㈃ ╔㼇ᴿ ㋀➟䃿 ⶇᶫほ⯇ ば◟ ⚺ 㢓⚣ 
╔㊬⌇ ◟ⳃ䀇 ⳃ㈃ ⑬㬗 ㊫㉐䀃ឋ ហ㇋䀃ᴿ 
⭗ㅔ㈻㈃ た⋏ㅫឧ ᵳ㐳 㛩ឋ, ᢣ 䀟㛰⌇ 
⭗ㅔ㈻ᚫ ⑬㬗 ㊫㉐ ⚺ ឫほ ⰷ╓䀃ᴿ ⶇᚯ 
㠇ⰷ䃿䀃ᴿ 〜 ᾿㈻㈣䀃ᴿ ᜮᶏ. ➣ ゛᠗㑯 
᾿㈻㈣㊬ ⭗ឋ ⛔❀⌋ Ί∧ 》㾷㦫Ⰳ 
᾿㈻㈣䀳ᶏ. ㈣㯛⢛, ហᚻ㑫ṯ ㈼⯜ 㱠䀟 ᵳ㐳ル 
㈣⭗㵣 㶷⿰䀃ឋ ◣㋇ ㋀㈃䀃カ┛, ᝨ䂃 
㾯⌇㱋㭫㿼⌇ ⰿ⎓Ⰳ ⯋㋀䀃ឋ Low-Fi 
㾯⌇㱋㭫㿼 ⚺ 㯷ⵏ㵣 㑯䀴䀳ᶏ. 

⭗ㅔ㈻ᴿ ⑬㬗 ឫ 〜 㱠䀟⯇ ➟ᶏ 㹣䀃 ⑬㬗 
ⳃ㑼䀃ឋ, ᚫⶇ⯜ ᰽ ⚣➟ᣛ 䃿┟ 㱠䀟 ⳃ㑼䀇 
⑬㬗ほ ᶫ䀟 ㈧╔ㄿ゛䀃 㶷⿰䀋 ⳃ ㈳┛, ᶏ〼䀇 
㋀⋗ ᣛ㎫ 㱠䀟 ᷿ 㝟ᝯ㊬⌇ ⑬㬗 ឫ䀋 ᜮ∧ 
コ⭬ệᶏ. ほ Ί∧ ⭗ㅔ㈻ᴿ ば◟ ⚺ 㢓⚣⮈䄇ほ⯇ 
㿯ㄿ䀇 ⳃ⑹ ㋀➟ 䅓㇓㊬⌇ ឫ䀃 ㋀➟㈃ 
✿∷ほ たᴻ ㋀ṯ ᶫ⣯䀋 ⳃ ㈳ ᜮᶏ. 

ᶏ⑷, ➣ ゛᠗ᚫ ᛁᴿ 䀇ᝯ⌇ᴿ 㭫ᣮ ⭗ㅔ㈻ 
20~30 ᶫ⌇ 䀇㋀䀃 ⭬ᶫ㊬⌇ ╓⚿㈧ 䄃ᝨほ 
㈠Ⳅ䀃㑫 ⿵ ឋ゛⋤㣠 ⭗ㅔ㈻ほ ᶫ䀟⯇ᴿ ឋ⋏䀃㑫 
⿵〃ᶏᴿ ㊻ᶏ. ₻䀇, 䅯ⰸ ゛᠗⌇, Low-Fi 
㾯⌇㱋㭫㈰ ᛇ⯋䀇 Medium-Fi 㾯⌇㱋㭫㈰ 
⑷ᾏた〧 䀇ᶏ. ᢣឋ 䇟ⵏ㶜 㹴ᚫ ⚺ High-Fi 
㾯⌇㱋㭫㈰ 㯷ⵏ㵣㈃ ᶓᝯ ⳃ䀴䀟〧 䀋 ᜮᶏ. 
⑳㑫⑴⌇ ⶏ㋇⌇ Link-it! 〜 ㋇㈼䀃 㯷ⵏ㵣 
㱠䀟 䀟ᶤ 〜 ⭗ㅔ㈻ほ 㹣䀃ឋ ㇋ㅔ䀇 ㋀➟ 
ឫ ㋇ហ䀟㎧ᴿ㑫 㹴ᚫ䀟〧 䀇ᶏ. 

㼇 7 ᚬṯ ㊻ⳃ 㹴ᚫ ᣛ㎫ 

ᚬṯ ᣛ㎫ 

0 ⶏ㋇ 〜 ⭗ㅔឧ ⭬ឫぱᴿ 㵤⭗䀘 

1 〜 ⭗ㅔほ ㈼ ⮈ᣣ ⳃ ㈳ᴿ ◣㋇ 

2 〜 ⭗ㅔほ ガ䁐 ㈳ᭃ ᚬ䀃㑫 ⿵ ◣㋇ 

3 〜 ⭗ㅔほ ᚬ䀇 ガ䁐 ㎯ ⳃ ㈳ᴿ ◣㋇ 

4 〜 ⭗ㅔほ ㎧ ᚬ䀇 ガ䁐 ㎯ ⳃ ㈳ᴿ ◣㋇ 

㼇 9 㯷ⵏ㵣 㑯䀴 ㎼ 㵤⭗䀘 

✳䃣 㵤⭗䀘 ᚬṯ 

TP 1 
➠㉌ 㮇ⵏ㬗 ⳃ䀴 ㎼ ㋀䄀䀇 
㑫ⶇ᭟ㅔ ㈵た 㯷ⵏ㵣 㑯䀴㈻ほ 
㉗㑳◣䀓. 

0 

TP 2 
》㾷㦫Ⰳ ⓿㈣ 䃿┟ほ⯇ 㮇ᢣ ⳇ 
➟ᣛ ✯㵧 㛩ᴿ ḛ た⋏ㅫ ㇷ. 

3 

TP 3 

➠㉌ 㮇ⵏ㬗 ⳃ䀴 ㎼ ㋀䄀䀇 
㑫ⶇ᭟ㅔ ㈵た 㯷ⵏ㵣 㑯䀴㈻ほ 
ᶏⶇ ㉗㑳◣䀓 

0 

➠㉌ 㮇ⵏ㬗 ⳃ䀴 ㎼ ⳃ⑹ ハ㌛㈼ 
䀃ឋ ហ㇋ 㛨ほ⯇ 》㾷㦫Ⰳほ 
ᯃたビ 䅯, た ㌛㈼䀟〧 䀋 㑫 
た⋏ㅫ ㇷ 

3 

㼇 8 Low-Fi 㾯⌇㱋㭫㈰ 㯷ⵏ㵣 ឧ 

✳䃣 ハ㌛㈼ 䅊ⳃ ㈼ば ㎼㑫 䅯 㑳◣ 䅊ⳃ 

TP1 0 1 

TP2 1 1 

TP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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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여러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시각적 효과에 집중한 미디어 플랫폼들의 확장으로 

학생들이 책을 접할 기회는 더욱이 적어지고 있다.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문해력 향상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착용형 증강현실 기기를 이용한 

메타버스 독서 플랫폼 MetAReading 을 제안하여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MetAReading 은 크게 

문해력을 증진할 수 있는 "Reading Room"과 자신의 

창작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Creative Room"으로 

나누어진다. Reading Room 에서는 책을 읽고 

문장구조와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게임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이 더욱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Creative Room 은 실시간으로 같은 책을 

읽는 여러 학생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팀을 꾸려 

창작이야기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MetAReading 은 착용형 증강현실 기반으로 

몰입감과 게임 요소를 통한 문해력 증진뿐만 아니라,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메타버스 소셜 

플랫폼이다 

주제어 

증강현실, 메타버스, 독서, 문해력, 소셜, 게임 

1. 서 론 

1.1 메타버스의 교육 플랫폼 방향 

코로나 19 로 비대면 전환에 따라 온라인 소통의 창구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주목받았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연결되어 확장된 통합 공간으로,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등이 

있으며, 주 사용 연령층은 10 대이다. 10 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인식은 가상공간의 

차원까지 확대되고 있다[1]. 교육에서의 메타버스는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높은 자유도, 가상화를 통한 

새로운 경험과 높은 몰입도 제공하며, 새로운 소셜 

커뮤케이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2]. 하지만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는 만큼 정제되지 않은 자극적인 

컨텐츠들의 영향도 고려되야 하며, 학생들의 협동적, 

창의적 문제 해결이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2]. 메타버스 플랫폼은 교육에서 동기 

유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수업 참여 및 성취 향상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3].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새로운 기술과의 확장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 지속적으로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시한다. 

1.2 문해력 저하와 독서활동의 필요성 

코로나 19 와 디지털 매체의 급성장으로 인한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는 교육분야에서 큰 화두이다. 

‘문해력(literacy)’이란 사전적 의미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만 15 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영역에서 2006 년 

기준 1 위에서 15 년 이후 9 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교사 

1,152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하락은 ‘유튜브 등 영상 매체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연구소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 리서치(2021)에서 성인(부모)과 

아동(자녀)의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 성향을 조사한 결과, 

성인보다 아동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 나누거나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경험을 

주고받는 것에 즐겁다고 답했다. 또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4]. 글로벌 시대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에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독서활동을 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매체 발전에 

맞춰 학습자들 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중시한 

새로운 문해력 교수 모형이 연구되고 있다[5]. 또한, 

문해력 지도학습에 대해 텍스트만 공유되는 일차적 

상호작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적, 물적 정보와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6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6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유의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며, 과제기반의 문해력 학습이 필요하다 

[5]. 

1.3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인 에듀테크가 

대두되며 증강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증강현실을 교육 쪽에서 

적용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은 학생들의 구조적인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으며[6], 참여자들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다[7]. 또한, 콘텐츠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며 

콘텐츠를 함께하는 참여자에 대한 유대감을 느낀다[8]. 

현재 산업에서 나온 증강현실 책들은 기존 모바일 

증강현실 플랫폼이 대다수이며, 종이책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주를 이루거나, 간단한 

시각적 콘텐츠들이 재생, 반복기능에서 그친다. 

증강현실 디바이스는 핸드헬드 기반의 모바일 

증강현실과 착용형 증강현실 디바이스로 나누어진다. 

착용형 디바이스는 2D 디스플레이 모바일 

증강현실보다 손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착용형 

증강현실 디바이스에서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손추적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 몰입감 향상의 

효과[9][10]가 있고, 또한 컨트롤러의 기능을 학습하지 

않아 보다 직관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하다[7]. 아직 

착용형 디바이스를 활용한 독서 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착용형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활용한 동화책 콘텐츠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1.4 MetAReading 의 차별성 

본 논문에서는 착용형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한 

메타버스 독서 플랫폼 MetAReading 을 제시한다. 

MetAReading 은 착용형 증강현실 기기의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몰입도와 콘텐츠의 실재감을 제공한다. 

기존 증강현실 기반 책들은 시각적인 몰입감에만 

집중되어, 실제 책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증강된 

콘텐츠를 보는 것에 최적화되어있다.  

MetAReading 은 학생들의 문해력과 창의력, 그리고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독서 후 

이어지는 증강 인터랙션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은 문장 

배열과 어휘력을 기를 수 있다. 학생들은 시각적인 

콘텐츠에 몰입할 뿐만 아니라 여러 게임요소를 통해 

문해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작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력 향상을 

기대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책을 매개로 아바타 

기반의 원격소통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쌍방향적인 소통은 기존의 개인화되고 일회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독서 문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다. 

 

그림 1. 기존 증강현실 책과의 차별성 

2. 본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문해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착용형 증강현실 기반의 

몰입형 메타버스 독서 플랫폼인 MetAReading 을 

제안한다.  

2.1 메타버스 독서 플랫폼 

먼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선정하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독서 플랫폼을 고안하였다. 

 착용형 증강현실 디바이스: 착용형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자유로운 인터랙션으로 몰입감 있는 독서 

플랫폼 제안 

 정제된 독서 콘텐츠: 책을 매개로 책과 관련된 

문해력 활동, 창작 이야기 등의 정제된 콘텐츠 

 게이미피케이션: 책을 읽고 어휘나 문장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문해력 기반 콘텐츠에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넣어 문해력 게임 

디자인  

 소셜: 책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 

2.2 시스템 디자인 

MetAReading 은 착용형 증강현실 디바이스로 

홀로렌즈 2 를 사용한다. 사용자는 핸드제스처로 증강 

컨텐츠와의 인터렉션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또한 

Photon Pun 2 와 Photon Voice 2 를 사용하여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환경으로 멀티유저가 아바타를 사용하여 

동시 접속하며 소통이 가능하다. (그림 5c) 

 metAReading 은 크게 2 가지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관련된 문해력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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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테스트할 수 있는 ‘Reading Room'과 다양한 

사용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유롭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Creative Room'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1). 또한, '나의 히스토리' 항목에서는 개인의 활동 

기록을 볼 수 있다. Reading Room 과 Creative 

Room 은 개별 페이지마다 생성되며, 사용자는 

Reading Room 과 Creative Room 에 대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림 2. 메타리딩의 기본 구성과 예시 

 문해력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 

READING ROOM 

Reading Room 은 개인이 즐기는 공간이며, 1 인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하여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림 2). 각 페이지에 대해 동화책에 해당하는 이미지, 

내용에 대해 시각적으로 증강될 뿐 아니라 음성으로도 

제공되어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그림 5 

a). 책의 내용을 읽고, 관련 문해력 활동에 대해 문장 

구성과 어휘력에 집중하여 2 가지의 문해력 게임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다.(그림 5b) 타이머 기반의 기록 

경쟁을 통해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추가하였다. 

 이야기 창작 및 공유 소셜 공간, CREATIVE 

ROOM 

Creative Room 은 다중 사용자 시스템으로 해당 

페이지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음성으로 표현하며 공유하는 공간이다 (그림 3). 특정 

페이지에 입장하게 되면 해당하는 창작 스토리들이 

캡슐로 시각화되어 한 공간에 모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그림 5d) 사용자는 각 이야기에 대해 살펴볼 

수 있고, 좋아요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남기고 표현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이야기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이야기만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다. 이 

공간에서 사용자가 창작을 원하면 녹음 페이지로 

들어가 방을 생성할 수 있고,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미지만 제공되는데 이때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개인의 스토리로만 구성하여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다. 녹음이 완료되고 업로드를 

진행하면, Creative Room 메인페이지 공간으로 나의 

이야기가 업데이트되어 창작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림 3. Reading Room 의 기본 구성 

  

그림 4. Creative Room 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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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메타리딩 프로토타입 (홀로렌즈 뷰) a) Reading 

room 증강컨텐츠 b)문해력 게임 c) 멀티유저 d) Creative 

room 소셜활동 

2.3 메타버스 플랫폼 디자인 고려 요소 

MetAReading 은 5 가지의 메타버스 요소들을 독서 

플랫폼에 적용하였다 (표 1). 

표 1. MetAReading 의 메타버스 플랫폼 요소 

 

현실 가상 융합 

책을 매개로 사용자는 증강 

오브젝트를 이용한 현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는 

확장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아바타 매개 

아바타를 통해 원격접속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입장하게 되면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고, 착용형 증강 디바이스를 착용한 

사용자의 현 상태를 인식하여 별도의 

아바타 컨트롤 없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보이게 된다. 

 

 

사용자 연결성 

동화책 페이지별로 해당하는 

스토리를 각자 또는 함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이를 공유하여 

소셜공간인 Creative Room 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사용자는 문해력 게임의 점수 기록을 

공유하며 경쟁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저작도구 

(창제작 활동) 

책 페이지가 제시되면 자신의 

스토리나 각자 또는 함께 이야기를 

만들거나 모든 페이지에 대해 녹음을 

완료하면 자신만의 이야기로 된 

완성된 책을 만들 수 있고 활동기록은 

저장되어 확인할 수 있다. 

 창작 및 소셜 활동으로 가상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하여, 

경제시스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획득한 포인트는 다른 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MetAReading 는 독서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이 

아닌, 지속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독서 흥미도와 전체적인 독서량 

증가를 기대한다. MetAReading 의 Reading Room 을 

통해 책의 내용을 글과 음성, 그리고 실감 콘텐츠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저하된 문해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함께 창작이야기를 만들며 

창의력을 기를 수 있으며, 책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언택트 시대에 사회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XR 기반의 교육 컨텐츠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착용형 증강현실 기기를 사용한 독서 콘텐츠는 새로운 

시도이다. MetAReading 은 책의 장르에 따라 토론의 

공간, 새로운 시나리오의 창작공간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착용형 증강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독서 

플랫폼인 ‘MetAReading’을 제안한다. 

‘MetAReading’은 일방향적인 독서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같은 책을 읽는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책을 매개로 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Reading Room 에서의 증강된 책 콘텐츠를 통해 

몰입감 있는 독서를 제공하고, 문해력 기반의 게임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문장의 구조와 어휘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Creative Room 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소셜 

플랫폼의 형태로 제공한다. 커지는 미디어 열풍 속에서 

‘MetAReading’은 독서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다. 일회성의 독서에서 벗어나 책과 관련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이를 

재창작하여 다시 공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창작의 

공간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형태의 메타버스 책 

플랫폼은 책의 장르에 따라 새로운 시나리오의 창작 

공간, 학술적 교류의 공간, 그리고 오락의 공간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플랫폼 효과 

검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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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세상은 점차 방향성을 잃고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은 개인을 향한 물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과도한 SNS 의존과 

그에 따른 자아 불일치 현상(Self-discrepancy)은 

개인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실질적인(practical)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수용-전념 

치료법(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에서 강조되는 ‘심리적 유연성’과 SNS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미지(사진)’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Bcut”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 수용-

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사진심리치료,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경험 

 

1. 서 론 

MZ 세대를 비롯한 젊은이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발히 사용한다. SNS 라는 공간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나와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내 사진과 내 이야기를 올리는 

공간에서도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현재 모습과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의 갭이 클 때 자아불일치(self-discrepancy)가 

일어난다고 한다[1, 2]. 이와 같은 자아불일치는 

오프라인 공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황에서도 

발생한다[3].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과 자기 자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현재 자신과 자신이 

바라는(예를 들어, 남에게 인기있는) 이상적인 

모습의 갭이라는 자아불일치를 경함하게 되고, 그 

갭을 크게 느낄 수록 실망과 좌절 등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1].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본래 집단 속에서의 나와 

타인을 구별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불확실성과 

자존감을 나타내기 위해 타인과 비교를 하는데 이를 

사회 비교 경향성이라고 한다[2]. 이와 같은 비교 

행위는 온라인 공간인 SNS 에서도 이뤄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는데(이상적 자아), 이로 인해 소셜 미디어 

속에서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가 주로 나타난다. 자신보다 ‘공감'과 

‘조회수'가 많은 타인과 비교하고 현재 자신보다 더 

잘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게시글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열등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경함하게 된다[4].  

SNS 속 사회 비교와 자아 불일치 경험은 올바른 

자아개념을 확립하는데 방해요인이 된다. SNS 

사용자는 SNS 게시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되며, 업로드한 게시물을 기반으로 ‘자기 

이미지’를 형성한다.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최상의 

모습,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5]. 

자신의 최상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속으로는 

끊임없이 현재 자신과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 상대의 모습과 

자신을 상향 비교하며 자신의 고유한 모습이 아닌,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악순환이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온라인 SNS 속에서 경험하는 

‘자아 불일치’와 ‘자아 인식’대해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SNS 는 주로 사진과 동영상 등 시각적 

정보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통하게 되는 

공간이므로, 본 연구는 자아 인식을 돕고 자아 

불일치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수용-전념 치료 

기법’과 ‘이미지(사진)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아개념(Self-concept)과 SNS 내에서의 

자기 불일치(Self-discrepancy) 

현대 사회에서 SNS 는 개인이 자신을 표현을 대표 

채널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SNS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2]. 따라서 SNS 속에서 개인들은 

서로의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고민하기 보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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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자신을 ‘상향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4]. 

[1]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는 3 가지로 

구분된다: 1) 실제적 자아, 2) 이상적 자아, 3) 

의무적 자아. 실제적 자아(actual self)란 개인이 

실제로 지닌 모습을 의미하며, 이상적 자아(ideal 

self)란 ‘이상'이라는 말 그대로 개인이 이상적으로 

지니고 싶어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무적 자아(ought self)란 개인이 마땅히 해야하고, 

지녀야한다고 믿는 자신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 

자아간의 격차가 클 때 개인은 자아불일치를 

경험한다[1].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기 

개념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개인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정리하자면, 개인은 내면에서 자신과 

자신의 비교, 외부적 요인으로 자신과 사회를 

비교하며 개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올바른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디지털 사진의 ‘망각’적 특성과 사진 치료 

스마트폰과 SNS 의 발달로 개인이 사진을 찍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사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억과 추억의 

매체로 활용된다. 사진의 이런 특성을 통해 개인은 

사진을 보며 사진이 찍힌 장소, 날씨, 사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린다[6]. 사진 촬영은 기억과 

추억의 용도가 되지만 SNS 속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은 같은 대상도 여러 

번 촬영한다. 자연스럽게 A 컷과 B 컷이 나뉘게 되고 

휴대폰 사진첩에 남게된 수많은 사진은 망각의 

매체가 되기도 한다. 

1980 년대에 대중에게 카메라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사진치료도 함께 대두되었다[6]. 

사진치료란 전문 심리 상담사가 내담자의 사진 해석, 

사진 창작 활동 등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치료 과정을 

말한다[7]. 우리가 의식적으로 대상을 포착하고 

사진을 찍지만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며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에는 사진 속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의 

다양한 의미가 불러일으켜진다. 자신만의 시선으로 

찍은 사진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남들 시선에서 멋진 사진이 되지 않더라도 

내게는 의미있는 사진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사진 심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SNS 시대에 사람들이 무수히 찍는 사진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사진 치료적 특성을 활용해 

간접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3. 수용-전념 치료(Ace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와 자기 수용 

앞서 [2.1. 파트]에서 언급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사회 비교와 자아불일치에 의해 야기된다. 

부정적 사고 방식에 대한 치료에는 비합리적인 

정서와 사고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8, 9]. 많은 연구에서 

CBT 의 효과성을 검증했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불편한 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에게 CBT 치료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10]. 하지만 

본 연구 프로젝트는 CBT 처럼 우울증, 불안증 등 

심리적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적극 개입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닌 일반 SNS 사용자를 대상(non 

clinic sample)으로 사진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모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는 여정을 돕고자 한다. 개인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알아차리는 치료 방식을 수용-전념치료(ACT)라고 

한다. 수용-전념치료는 스마트폰 사용 중독[11]을 

완화시키고 내담자의 사회 불안[12]을 

낮추는데에도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다.  

수용-전념 치료 방식은 ‘개인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마음챙김의 과정, 그리고 전념과 

행동 변화의 과정을 통해 심리적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이는 치료 과정’을 

의미한다[13].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회 비교와 

자기불일치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개인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무조건적 자기 수용 자세는 실제로 SNS 에서 

발생하는 자기불일치의 괴리감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용-전념치료 

방식과 무조건적 자기수용 개념을 차용하여 SNS 를 

활발히 사용하는 십대-이십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통제와 ‘치료'에 목적을 두기 보다 

수용-전념 치료(ACT)에서 중요하게 다루듯이 

‘개인의 부정적⋅긍정적인 감정 모습'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3. 서비스 설계 

3.1 서비스 디자인 방법 

3.1.1. 비대면 심층 인터뷰 

본 연구는 잠재적 서비스 사용자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사진 심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체화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은 SNS 주사용자인 20-30 대 대학생,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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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20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2 년 9 월 21 일 ~ 2022 년 9 월 

28 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인터뷰는 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 SNS 사용자 특성(휴대폰 사진 보관, 

SNS 사용 이유 및 사용 주기), 2) SNS 속 부정 

경험(사회비교경향성, 자아불일치 및 상대적 박탈감 

경험), 3) 프로토타입 사진 심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의견.  

심층 인터뷰 결과,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인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본인의 

외장 하드나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백업해두는 

경향이 있었고, 주기적으로 휴대폰 용량이 꽉 찼을 

때나 새로운 기종으로 핸드폰을 바꿀 때 사진을 

백업하는 작업을 하였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한 애착에 비해 자신의 휴대폰 앨범 속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로서 

디지털 사진이 개발된 이후 사진이 필름이라는 

매체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사진에서 물성(e.g., 

사진 현상 후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사진 아닌 

디지털화된 사진)이 제거되어 사람들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장정민, 

2018). 누구나 사진을 편리하게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그 편리함은 개인이 가지는 

‘사진’이라는 가치를 떨어뜨렸다. 

인터뷰 대상자의 SNS 사용 빈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들 대부분은 SNS 에서 자아 불일치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불편함(열등감 및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는 사용 빈도와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열등감을 경험할 만큼 과열된 시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는 SNS 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위주로 표현했으며, 지인이 

아니라도 모르는 사람의 게시물을 보며 서로 

경쟁하듯 사진과 영상과 같은 게시물을 올린다고도 

응답했다. SNS 에서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단순히 

구경을 하는 인터뷰 대상자도 타인이 올린 

게시물들을 보며 자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구글 포토와 같은 백업 및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에서 특별히 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서술하였다. 실제로 구글 포토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편으로, ‘사진 정리와 

분류’라는 특징에서는 별다른 니즈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포토와 같은 사진 백업 및 정리 

어플리케이션은 시간적 흐름과 장소를 기반으로 

사진을 분류해준다. 하지만 본 연구 프로젝트에서 

핵심으로 두는 자아 개념 확립, ‘자기’를 찾기를 위한 

서비스 개발 시점으로 바라본다면, Bcut 에서 

제공하는 ‘세부적인 카테고리 분류’와 ‘사진에 대한 

전체 분석 서비스' 등이 사용자에게 필요성있는 

서비스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대상자 

70%가 소개된 서비스 ‘Bcut’ 서비스를 사용해 볼 

의사가 있으며, 사진 정리와 이에 수반되는 분석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과 자기 자신에 대해 재밌고 

새롭게 알고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3.1.2. 페르소나(Persona)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사진 심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을 위해 평소 사진을 많이 

찍고, SNS 에 공유하는 사용자들을 페르소나로 

설정하여 그들이 사진을 찍기 전, 찍는 중, 찍은 후 

SNS 에 공유하는 과정의 여정을 시나리오로 담았다.  

표 1. 서비스 개발을 위한 페르소나 설정 

페르소나 A 페르소나 A 는 20 대 초반 사용자로서, 평소 

지인들과의 소통 창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SNS 를 적극 사용한다. 중략… 또한 

평소 옷과 같은 쇼핑을 할 때에나, 맛집과 같은 

정보를 찾을 때에도 SNS 를 활용한다. 

뒤쳐지는 등 사회 고립에 대한 불안감에 

실천하지 못 하고 있다. 

페르소나 B 페르소나 B 는 20 대 후반 사용자로 중략… 

‘인생에서 남는 것인 사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앨범 속 사진이 관리하기 위해 항상 

백업을 잘 해두는 편이다. 

 

3.1.3. 사용자 저니 맵(User Journey Map) 

본 연구 프로젝트의 사용자 저니 맵에서는 일상 

생활 중 사진과 SNS 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데이트’를 가정하였다. 저니 단계는 크게 

데이트 전과 데이트 중 그리고 데이트 후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페르소나 ‘B’가 각 저니 

단계별로 하는 행동과 생각 및 감정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페르소나 ‘B’를 통해 본 

서비스에서 필요한 요인(인사이트)을 도출했다. 

 

그림 1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용자 저니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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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제안 

4.1. 서비스 컨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명은 ‘B-cut’으로 

이름을 붙였다. 사진에서 B 컷은 A 컷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나오지 않은 사진으로, 화보와 같은 

촬영 장면에서 쓰이는 명칭이다. 일상에서 개인은 

프로필 사진을 정하거나, SNS 에서 게시물을 올릴 

때 사진을 선택하게 된다. 그럴 때 선택받지 못한 

사진에 대해 본 연구자는 ‘B 컷’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역설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진에게도 

이야기와 감정이 있고, “잘 나온 사진 혹은 그렇지 

못한 사진 모두 자신 것이”라는 서비스의 의미를 

내포하였다. 

 

그림 2 좌측 서비스 로고, 우측 서비스 메인 화면 프로토 

타입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이론적 근간이 심리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사진 정리와 분석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된다. 국내에서 심리 분석과 치료라는 주제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자아 찾기’라는 맥락에서 볼 때 개인의 능동성이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보다 일상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으로 능동적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자아 

불일치’를 해소하고 올바른 찾기 위한 방법인 수용-

전념 치료(ACT)를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ACT 에는 

‘수용’과 ‘자비’가 존재하고 수용과 자비는 ‘심리적 

유연성’과 관련이 깊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한 인지, 그리고 새로운 시선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그것이 심리적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3 서비스 포지셔닝 맵 

4.2. 각 기능 별 상세 설명 

비대면 심층 인터뷰와 사용자 저니 맵을 기반으로 본 
연구 프로젝트의 각 기능을 도출했다. ‘B 컷’은 유저가 
보유한 사진에 대해 세부적 정리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4.2.1. 사진 정리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리 및 분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큰 범주의 카테고리로 사진을 
선별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Bcut 은 ‘자기’에 대한 
인지를 위해 보다 작은 범주의 카테고리로 사진을 
분류한다. 

 

그림 4 기존 사진 정리 및 분류 서비스 카테고리 

 

 

그림 5 Bcut 서비스 카테고리  

 

먼저 사진을 크게 4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선별 뒤, 

해당 카테고리 하위에 있는 앨범을 형성한다. 이에 

이용자는 자신의 휴대폰 속 사진들이 어떤 주제로 

이루어진 건지 인지가 가능하다. 또한 세부 

카테고리로 분류됨으로써 추후 앨범을 확인할 때 

편의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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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Bcut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을 때 예상 모습 

좌측: home 에서 내가 지정한 카테고리와 전반적인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우측: 라이프 스타일- 취미 내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 모습. ‘취미’가 세밀하게 분류되어 볼 

수 있다.  

4.2.2. 사진 분석 

단순한 선별에 그치지 않고 보다 명확한 ‘인지’ 

돕기위해 분석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촬영 

혹은 수집한 사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프 

등을 포함한 시각화된 ‘대시보드(Dashboard)’를 

통해 유저에게 자신과 사진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에 속에 있는 

앨범 중 ‘취미’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취미는 

‘여행’이다. 사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최근 해당 

취미를 즐겨하지 못했다면, 그동안 저장된 ‘여행’ 

관련 사진의 날짜와 수량과 같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이처럼 표정⋅촬영 

자세⋅헤어스타일⋅인간관계 등 소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분류 및 분석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7 분석 장면을 보여주는 예시 모습. 월 별로 실내와 

실외에서 촬영한 사진의 수를 보여준다. 예시에서는 실내 

촬영의 분석으로, 내가 실내에서 촬영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다. 실내라는 장소는 추가로 설정이 가능하여, 만약 

‘집’이라는    특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4.2.3. 개인 맞춤형 분석 서비스 

AI 와 데이터 알고리즘의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과 Personal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에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할 옵션 

사항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간 관계 중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의 얼굴을 미리 설정하면 관련된 

사진들이 따로 분류된다. 애인과 같이 다닌 여정은 

‘데이트’와 ‘이벤트’ 등에 분류되어 보다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직장, 집 등 특정 

위치를 설정하면 해당 지역 데이터 기반으로 사진을 

분류한다. 이 밖에도 개인이 취미와 취향과 관련된 

사진을 지정하면 해당 사진을 추적함으로써 맞춤형 

분석이 가능하다.  

4.2.4. 사진 추적 보고서 

처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이후에도 계속 

쌓여가는 사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 시기마다 

Push 알림을 통해 사진(촬영) 보고서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진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다. 

4.2.5. 공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과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가치의 정교화를 위해서 

공유 플랫폼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한다. 본 

서비스는 기존 소셜 네트워크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매일 랜덤의 사진을 업로드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된 사진은 이전에 찍었던 사진 혹은 최근에 

찍었던 사진으로 구성되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또다른 랜덤의 사진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랜덤 

사진은 자신의 앨범 속에 있는 모든 사진이 나와 

관련된 사진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평상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사진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나아가 랜덤의 사진을 게시할 때 

추가적인 질문을 제공하고 사진에 대한 감정과 추억 

등을 불러일으킨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진 심리 서비스는 촬영 

또는 수집한 사진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심리적 

유연성’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서비스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휴대폰 앨범(사진첩) 속 

사진에 대한 분류 및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였다. 단순한 

정리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 사진 분석을 통해 

사용자는 몰랐던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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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당 사진 심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에 대해 SNS 주 사용자인 20-30 대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SNS 사용자의 

다수는 자아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열등감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계한 ‘B 컷’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20-30 대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다 잘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안하는 서비스는 기존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보다 세밀한 카테고리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세부 카테고리 설정을 위한 

기술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심리 분석 및 치료를 근거로한 사진 

정리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형태로, 이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유사 서비스에 대한 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방향성과 

자아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며, 사진을 통한 

은유적인 자기 발견은 새로운 시도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이론적 근간이 심리학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사진 정리와 분석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된다. 국내에서 심리 분석과 치료라는 주제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자아 찾기’라는 맥락에서 볼 때 개인의 능동성이 
크게 요구된다. 따라서 보다 일상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으로 능동적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자아 
불일치’를 해소하고 올바른 찾기 위한 방법인 수용-
전념 치료(ACT)를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ACT 에는 
‘수용’과 ‘자비’가 존재하고 수용과 자비는 ‘심리적 
유연성’과 관련이 깊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한 인지, 그리고 새로운 시선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그것이 심리적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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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스마트팩토리에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대시보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소비용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팩토리의 
경우 관리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및 
대시보드를 설계하기 어렵다. 이에 비 전문가도 현장에 

맞는 대시보드를 설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 
대시보드 휴리스틱 가이드라인과 사용성 평가 항목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스마트팩토리, 모니터링 시스템, 대시보드,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 휴리스틱, 사용성 평가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스마트팩토리는 설계 및 개발, 제조 및 유통 등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으로 공장 내 설비와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을 설치하여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든[1] 공장이다.” 한재훈 외 2 명에 
따르면, 스마트팩토리의 핵심 가치는 스스로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라 했다[2]. 이러한 

스마트팩토리의 핵심 가치는, 공장 생산 과정의 
최적화를 원하는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는 

이유가 되었고 이에 도입 기업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도입 기업은 늘어나고 있으나, 사용자 경험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팩토리의 76.4%는 기초 수준 단계에 해당된다. 
기초 수준 단계는 생산설비, 물류 등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실적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며 

제품 정보와 생산 실적 관리, 불량 추적 등이 
가능하다[3]. 이는 스마트팩토리의 대부분이 스스로 
학습해 제어를 하거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동화 단계가 아님을 뜻한다. 스마트팩토리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생산관리자들이 수집된 
기초데이터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제어를 하거나 최적의 솔루션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수집되는 

스마트팩토리에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대시보드가 필수적이다. 대시보드는 주요 업무 지표 및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보관리 인터페이스[4]로 

생산관리자에게 통찰을 제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비용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팩토리의 

경우 관리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기 어렵다.  또한 대시보드 사용성 개선에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맞는 대시보드를 

구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 수준 단계의 
스마트팩토리에서도 비 전문가가 현장에 맞는 

대시보드를 설계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 운영 대시보드 휴리스틱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시보드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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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대시보드 시각화 평가를 위한 휴리스틱 연구와 

대시보드 사용성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스마트 팩토리 운영 대시보드 휴리스틱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제안한 휴리스틱을 바탕으로 실 사례의 

대시보드를 개선하고, 개선된 대시보드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휴리스틱 가이드라인의 검증과 
개선점을 제안한다. 해당 연구 분석을 위해 

에스앤에스아이앤씨(주) 대시보드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2. 대시보드에 대한 이해 

2.1 대시보드의 정의 

대시보드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하며 관리하는 
시각화 도구이다[4]. 특정 목표나 주요 성과 지표를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와 함께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형이다. 

 

2.2 대시보드의 종류 

제조 현장에서 사용자는 크게 임원, 관리자, 
생산관리자/직원으로 나눌 수 있다. 대시보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요 사용자와 목적 따라 
각 유형의 대시보드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전략적 대시보드, 두 번째 유형은 분석 대시보드, 세 

번째 유형은 운영 대시보드이다.  

전략적 대시보드는 월간/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전략을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시보드이다. 핵심 성과 지표(KPI)를 관리 및 
달성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업데이트의 
빈도는 낮으나 임원, 관리자가 활용하기에 

최적화되어있다. [그림 1] 

 

그림 1. 전략적 대시보드 예시 

분석 대시보드는 조직의 프로세스 및 프로젝트의 
목표와 추세를 파악하여 BI(Business Intelligence)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지난 기간의 성과를 
비교하고 파악하여 계획 및 예측에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매일 또는 매주 업데이트되며, 관리자가 주로 

사용한다. [그림 2.] 

 

그림 2. 분석 대시보드 예시 

운영 대시보드는 지속적인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과 지표나 업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생산관리자/직원 등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시보드이며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춘다. 지속적으로  실시간 정보 리포팅이 요구되는 
형태로, 문제를 예측하거나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그림 3] 

 

그림 3. 운영 대시보드 예시 

 

2.3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이해 

“데이터 시각화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을 통해 

데이터 값을 시각적 속성으로 변환한 다음, 그 속성들로 
최종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값을 정량화 가능한 속성으로 

나타내 그래픽으로 표현한 결과물이다[5].” 

시각적 속성에는 위치, 형태, 크기, 색, 선 굵기, 선 
유형이 있으며 이 속성들을 활용해 데이터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속성으로 표현된 각종 데이터는 5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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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화 방법 차트 유형 

시간 시각화 막대그래프,누적막대그래프, 점/선그래프 

분포 시각화 
히스토그램,파이차트,도넛차트,트리맵, 

누적연속그래프 

관계 시각화 산점도,버블차트,히트맵 

비교 시각화 
히트맵,체르노프페이스,스타차트, 

평행좌표계, 다차원척도법 

공간 시각화 지도 매핑 

표 1. 정보 시각화 방법 분류[6] 

 

2.4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 원칙 대한 이해 

시각화의 핵심은 데이터의 정보를 인지하기 쉽도록 

데이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공간상에 
배치하여 표현하는데 있다.1) 시각화를 통해 주요 
정보들을 빠르게 인지할수록 대시보드의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주의적 속성과 게슈탈트 
시지각 원리(Gestalt Principles of Visual 
Perception)를 고려해 직관적인 대시보드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지각은 형태, 색상, 위치와 같은 뚜렷한 특징을 
병렬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주목하게 되는 속성을 전주의적 

속성(preattentive attributes)이라 한다.  

게슈탈트 시지각 원리는 인간의 시각 정보 처리 과정에 

근거하여 연구되고 실험을 통해 검증된 이론이다. 
게슈탈트 시지각 이론은 집단화의 법칙, 단순화의 법칙, 
형상과 배경의 법칙의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2) 

특히 집단화의 법칙에서 유사성의 법칙과 근접성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공통성의 법칙 등은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에 전주의적 요소와 함께 활용될 수 있다.  

 

3. 스마트 팩토리 대시보드 휴리스틱 가이드라인 

제안 

3.1 선행 연구 분석 

제이콥 닐슨(Jakob Nielsen)의 휴리스틱 

평가(Heuristic Evaluation)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휴리스틱 
평가의 10 가지 척도는 ‘시스템 상태의 시각화, 

시스템/실세계 일치, 제어의 자유, 일관성과 표준, 오류 
방지, 기억보다 인식, 융통성과 효율성, 간소화된 

디자인, 오류 인식, 진단, 복구, 도움말과 

설명서’이다.3) 

Usability Factors removed from Final Checklist 

1. Visibility of system status 

2. Match between system and the real world 

3. User control and freedom 

4. Consistency and standards 

5. Recognition rather than recall 

6. Flexibility and efficiency of use 

7. Aesthetic and minimalist design/ 

remove the extraneous (ink) 

8. Spatial organization 

9. Information coding 

10. Orientation 

표 2. 제이콥 닐슨(Jakob Nielsen)의 휴리스틱 

평가(Heuristic Evaluation) 

제이콥 닐슨의 휴리스틱 평가는 일반적인 시스템 
사용성 및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문제를 평가하는데 

적합하나, 대시보드 시스템의 사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적합성에 적절성이 검토되었다[7]. 이에 Dawn 
Dowding과 Jacqueline A. Merrill(2018)은 대시보드 

시각화 평가를 위한 휴리스틱을 개발하였다. 제이콥 
닐슨의 휴리스틱 항목 중, 대시보드 시각화 사용성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오류방지, 오류인식/진단/복구, 

도움말과 설명서 항목을 배제하고, 대시보드 평가에 
적합한 공간 구성, 정보 부호화, 방향과 도움말, 데이터 
필터링, 인터페이스 유연성 항목을 추가하여 14 개의 

평가항목을 도출했다[8]. 

따라서 본 연구 역시 현장에 맞는 대시보드를 
설계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팩토리 

대시보드 휴리스틱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항목 중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하고 추가하며, 사용성 평가 진행과 실제 

대시보드를 개선해 검증하고자 한다. 

 

3.2 휴리스틱 가이드라인 제안 

Dawn Dowding 과 Jacqueline A. Merrill(2018)의 
휴리스틱 평가를 기반으로 하였다. 대시보드를 
평가하는데 활용했던 항목들 중 3번, 9번, 10번, 11번, 

12 번 항목 제거해 시각화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항목들만 반영했다. 휴리스틱 가이드라인을 대시보드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7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7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설계 단계별로 분류해 비 전문가가 단계별로 휴리스틱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Level 
UI 디자인 
고려사항 

원칙 

사용자 

정의 

사용자 

중심 

사용자의 배경, 목표 및 요구 사항이 

명확히 파악 되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 

해야 함 

데이터 
정의 

효율성 

사용자의 목표와 요구사항에 적합한 

데이터를 찾고 정제해서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 되지 않아야 함 

컨텍스트 

기반 

디자인 

방향성 

도출 

논리성 

정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정보가 구성되어야 함 

컨텍스트에 맞는 정보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구조로 설계해야 함  

실제 업무 

환경을 

고려 

대시보드가 공유되는 사용자 기기를 

고려해 실제 업무 환경에서 가시성을 

높여야 함 

친숙성 

사용자의 업무를 고려한 내비게이션 

구조를 갖춰야 함 

사용자에게 친숙한 단어, 개념을 활용해 

사용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함 

사용자 

주도권 

사용자의 관심 초점에 맞춰 신속히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범위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함 

시각화 
요소 

선택 

한정된 

색상 사용 

한정된 색상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데이터의 중요도, 주목도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함 

미니멀한 

디자인 

사용자의 이해를 위해 계층끼리 효과적인 

시각화 조합 요소를 설계해야 함  

일관성 

시스템에서의 UI 일관성과 시각화 요소의 

표준을 지켜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됨 

상태의 

가시성 

이상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문제를 

정확하게 나타내야 함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해성 

데이터를 적절한 정보 시각화 방법으로 

제공해 누구나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가독성 
주요 정보는 사용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하며, 간결해야 함 

표 3. 휴리스틱 가이드라인 제안 

 

3.3 대시보드 사용성 평가 항목 

사용성 평가 항목의 문항은 휴리스틱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비 전문가도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Level 평가 항목 평가 질문 

사용자 

정의 

사용자 

중심 

주요 사용자의 근무 환경이 고려되고, 

목표 및 요구 사항이 명확히 반영 된 

대시보드인가? 

데이터 

정의 
효율성 

불필요한 정보 없이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컨텍스트 

기반 

디자인 

방향성 
도출 

논리성 

정보의 중요도에 맞게 정보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정보가 업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 

실제 업무 

환경을 

고려 

실제 업무 기기에서 확인 했을 때 

필수적인 정보가 바로 인식되었는가? 

친숙성 

내비게이션 구조가 

익숙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다른 

화면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개념, 구문이 

친숙한가? 

사용자 

주도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신속히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는가? 

시각화 

요소 선택 

한정된 

색상 사용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된 강조 

색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미니멀한 

디자인 

시각적 레이아웃이 적절히 설계 

되었는가? 

일관성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관된 스타일이 적용 

되었는가? 

상태의 

가시성 

이상 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 

되었는가? 

이해성 

데이터를 적절한 정보 시각화 방법으로 

제공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가독성 
실시간 데이터를 적시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표 4. 대시보드 사용성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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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이드 라인 적용과 검증 

4.1 사례 소개 및 분석 

본 논문의 사례인 에스앤에스아이앤씨(주)의 
대시보드는 운영 대시보드로, 주요 사용자는 경영진과 

생산 관리팀이었다. 그들은 대시보드를 공장동(현장) 
보다는 사무동에서 현장 상태 확인 및 현황 보고용으로 
활용 중이었다. 사무동에서 55인치 모니터 1개와 일반 

모니터 8 대로 대시보드를 확인하고 있었고 특히 
55 인치 모니터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켜져 있었다.  

 

그림 4. 사무동 현장 사진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생산/출하 실적 데이터는 

월단위의 누적 데이터이고, 가동률/불량률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이다. 그중 가장 많이 확인하는 데이터는 
생산, 출하 관련 데이터이다. 한 화면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고,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했다. 

 

그림 5. 기존 대시보드 

 

4.2 휴리스틱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 디자인 개선 

 

그림 6. 개선 대시보드 

 

[컨텍스트 기반 디자인 방향성 도출] 

l 논리성: 정보의 중요도와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정보를 구성. 주요 정보를 ❶번에 
배치하고 (그림 7) 가장 많이 확인하는 생산, 

출하 관련 데이터를 화면 좌상단 배치. ❶번 

정보에 따라 연관 정보를 ❷번 하단에 배치.  

l 실제 업무 환경을 고려: 사용자 모니터 크기에 

따른 해상도 고려 

 

그림 7. 개선 대시보드의 논리적 구성 

 

[시각화 요소 선택] 

l 한정된 색상 사용, 상태의 가시성: 한정된 
색상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데이터의 중요도, 
데이터 값에 따라 컬러의 단계를 설정.(그림 

8)  

l 미니멀한 디자인, 일관성, 이해성, 가독성: 
사용자의 이해를 위해 계층끼리 효과적인 

시각화 조합 요소를 설계하고 일관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대시보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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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데이터 값에 따라 컬러 단계 설정 

 

4.3 전문가 평가 

전문가 9명에게 사용성 평가 항목으로 전문가 평가를 
진행했고, 각 문항은 리커트 10 점 척도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전문가 평가에서 평가 
제외된 항목은 기존 대시보드에서 없었던 항목이거나, 
대시보드 이미지만 보고 평가할 수 없었던 항목으로 

평가에서 일부 제외되었다. 

평가 항목 
기존 대시보드 

평균 점수 

개선 대시보드 

평균 점수 

기존과 개선 

점수 차이 

사용자 중심 4.5 8.3 3.8 

효율성 5.7 7.8 2.1 

논리성 
3.4 8.8 5.4 

3.7 8.6 4.9 

실제 업무 

환경을 고려 
3.6 7.6 4 

친숙성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사용자 주도권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한정된 컬러 

사용 
3.2 9.1 5.9 

미니멀한 

디자인 
5.2 9 3.8 

일관성 5.2 9 3.8 

상태의 가시성 
5.1 9.3 4.2 

평가 제외 평가 제외 평가 제외 

이해성 4.6 9 4.4 

가독성 4.3 8.8 4.5 

 

표 5. 전문가 평가 결과 

 

기존 대시보드와 개선 대시보드의 점수 차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5.9 점 차이) 한정된 색상 사용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된 강조 색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의 문항이었다. 기존 
대시보드는 대시보드에 다양한 색상을 사용했고, 

때문에 오류나 이상 데이터가 보여도 주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논리성의 두 항목이 
점수 차가 높았는데(5.4점 차이, 4.9점 차이) 개선된 

대시보드가 주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보의 
하이어라키를 나누고 레이어를 정렬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기존 대시보드에는 전반적으로 
색상 사용의 빈도가 높아 데이터를 강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어려웠지만, 개선된 
대시보드에서는 데이터가 나타나는 수치에 따라 색을 
달리해서 보기 더 편해졌다.’, ‘비슷한 정보끼리 묶여 

보기 편하고, 시각적 피로도가 덜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5.1 연구 결론 

본 연구는 비 전문가도 현장에 맞는 대시보드를 
설계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 운영 

대시보드 휴리스틱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 사례의 대시보드를 개선하고 사용성 

평가로 전문가 평가를 진행했다.  

휴리스틱 가이드라인 검증과 전문가 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 개발에 
의미가 있었으나, 대시보드 시스템 전반적인 개선,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대시보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휴리스틱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면 스마트팩토리에 보다 더 

특화된 연구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나, 스마트팩토리 
모니터링 시스템 시각화 디자인에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길 기대한다. 

 

5.2 향후 연구 과제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팩토리의 운영 대시보드 일부만 
개선하였으나 스마트팩토리는 더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그에 맞는 다양한 시각화 방법들이 있으므로 

다양한 휴리스틱 가이드라인과 사용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휴리스틱은 
현장에 깊은 이해가 필요하여 현장 답사와 실제 직원들, 

관리자들을 컨텍스트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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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상 현실에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정밀한 촉각 피드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 현실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리적 상호작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 햅틱 

컨트롤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컨트롤러는 

가상 물체나 환경의 물리적 특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모터 시스템에 기반하여 힘 피드백을 제공하고, 힘 

측정 센서를(Force Sensing Register) 적용하여 

사용자의 손바닥 쪽에 가해지는 힘을 직접 측정하고 

이를 통하여 제어기를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모터 시스템 장치의 무겁고 약한 내구성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적용함과 동시에 넓은 

활동 범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일 링크 시스템만을 

활용한 컨트롤러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가상현실, 햅틱 피드백, 웨어러블 기기, 햅틱 렌더링 

1. 서 론 

가상현실 기기가 높은 사용화와 보급율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일반 사용자는 시각 및 청각적으로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VR Head-Mounted Display 

(HMD)를 통해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촉각적으로도 향상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력 

장치 뿐만 아니라 출력 장치로서 새로운 컨트롤러 

기술들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햅틱 피드백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용화된 

컨트롤러에서 주로 활용되는 진동 액추에이터 외에도 

직접적인 역감을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촉각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햅틱 시스템이 또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Wireality[1]는 가상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구별하기 위해 와이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AirRacket[2]은 공기 주입 시스템을 사용하여 

가상현실 스포츠시나리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충격 

기반의 역감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보다 정밀한 힘 

피드백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단화된 구조와 함께 

모터 시스템을 적용한 연구들도 있다. Pacapa[3]는 

두 개의 서보 모터를 통해 간접적인 힘 렌더링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및 

탄성을 재연할 수 있는 휴대 장치를 제안하고 있다. 

Haptic Pivot[4]은 서모 모터와 링크 시스템을 

결합하여 가상 물체의 그립감, 던지는 힘 및 반발력을 

구현하는 착용형 기기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현실에서 다양한 물리 특성을 

지원할 수 있는 역감 기반 손목 착용형 햅틱 

컨트롤러를 제시한다. 정밀한 햅틱 피드백 제어를 

가능하기 위하여 모터 시스템을 차용하였으며, 넓은 

동작 범위를 지원하고 기기의 간소화를 위하여 단일 

링크 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을 결합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상현실에서 사용자의 손바닥으로 관성, 

탄성, 점성의 다양한 물리적 햅틱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대부분의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는 손을 

사용하여 가상 물체와 상호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해 사용자의 손에 사실적인 

촉각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촉각 

장치를 통하여 촉각 정보를 렌더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이다. 가상현실을 지원하기 위한 

햅틱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휴대 (Hand-held) 

형태와 착용형 (Wearable) 형태로 나뉘어진다. 

휴대 형태 기기는 사용자가 직접 쥐고드는 형태의 

컨트롤러로 내부 구조의 변화를 통해 햅틱 피드백을 

전달하는 장치이다. GamesBond[9]는 양 두손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하여 내부 탄성체의 장력을 조절하여 

역감을 구현하였다. Drag:on[10]은 부채 형태의 

디자인을 차용하여 유체에 대한 저항력을 형성하였다. 

일부 연구[5, 6]는 가상 물체의 표면 또는 가상 물체의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7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7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반발력을 렌더링하기 위해 햅틱 디스플레이 

메커니즘을 구현된 바 있다. 

착용형 기기는 사용자의 손에 역감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손 또는 팔목을 감싸는 

형태의 장치이다 [7, 8]. 이러한 장치는 원하는 곳에 

힘 피드백을 직접 제공하기 위해 외골격 구조를 

활용한 장갑형태의 디자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일부 

연구 [11]는 역감을 제공하기 위해 얇은 정전기적 

브레이크 매커니즘을 제시한 바 있다. Grabity[12]는 

가상 객체의 관성에 의한 역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2 개의 소형 모터를 이용한 간소화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3. 손목 착용형 컨트롤러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햅틱 컨트롤러의 설계 목표는 

렌더링 힘과 동적 상호 작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적 상호 작용은 사용자가 가상 물체의 관성, 

점성, 탄성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제공되는 역감으로 

물체 및 주변상황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임의의 

햅틱 감각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힘 값을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가상 환경 시나리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넓은 동작 범위를 확보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의 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 의 단일 링크 매니퓰레이터 디자인 

같이 손목 중앙을 회전축으로 지정하고 손바닥을 

힘이 제공되어야 하는 위치로 지정하여, 팔목을 

중심으로 손목의 폄과 굽힘에 따라 ± 30 °정도의 
자유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손목 착용형 컨트롤러 전체 구성도. 모터시스템과 

단일 링크 매니퓰레이터 시스템을 적용하여 넓은 가동 

범위와 간소화된 기기 형태를 제시한다. 

3.1 하드웨어 구성 

위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손목에서 

손바닥까지 동적인 상호작용을 전달할 수 있는 햅틱 

컨트롤러를 그림 1 과 같이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컨트롤러는 벨크로 벨트를 적용하여 손목에 

고정하도록 하였다. 정밀한 힘을 생성하기 위해서 

3 상 BLDC 모터를 (MDH-2018, MTL) 사용하였고, 

장착된 모터에서 회전력을 발생시켜 벨트 풀리 

시스템을 통해 단일 링크 메니퓰레이터로 힘이 

전달되도록 설계하였다. 링크 끝단에서 발생하는 

힘은 손바닥에 장착된 힘 센서를 통하여 직접 

계산하였다. 

시스템 제어를 위하여 Arduino Portenta H7 을 

사용하였으며, 아날로그 신호를 통하여 모터와 

엔코더 정보가 전달되었다. 또한 힘센서로부터의 

신호는 내부 ADC 포트를 통해 계산되며, 브레이크는 

릴레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제어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는 WIFI 통신을 통해 PC 와 연결된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그림 2 와 같다. 

구체적인 장치 사양은 표 1 과 같이 나타나며, 이것은 

벨트 풀리 시스템과 결합한 BLDC 모터 시스템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낮은 기어비를 (1:2.61) 통해 보다 

나은 역구동성을 보여준다. BLDC 모터의 높은 전력 

소비량 (33.6W) 때문에, 고온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시스템이 사용하여 

유휴상태에서의 전력효율을 높였다. 

 

표 1. 컨트롤러 상세 사양 

무게 386 g 

작동 전압 24 V 

정격 전류 1.4 A 

최대 전류 5.6 A 

정격 토크 (동력 축) 0.078 Nm 

최대 토크 (동력 축) 0.34 Nm 

정격 각속도 (동력 축) 60.21 rad/s 

기어 비 (모터-동력 축) 1:2.61 

끝단-동력 축 간 거리 92.5mm 

정격 힘 (끝단) 0.843 N 

최대 힘 (끝단) 3.68 N 

정격 속도 5.57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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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도 

3.2 햅틱 피드백 제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햅틱 피드백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그림 3 과 같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계산된 

힘을 참고하여 일정한 관성, 점도 및 탄성을 형성하는 

제어기를 모터 힘 제어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각 

가상 물체의 물리적 특성은 사용자의 동적 움직임에 

따른 힘을 통하여 형성하였다. 이때 전달되는 힘은 

아래와 같은 수식 1 에 맞추어 계산된다. 

Fref = MD⋅a + BD⋅v + KD⋅x            (1) 

이 계산 값은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 모터 회전력을 

제어하는 데에 쓰인다. 결과적으로 이때 생성된 모터 

회전력을 통해서 사용자는 각 가상현실 시나리오에 

적합한 햅틱 피드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손 반응을 HMD(Varjo XR-3)와 함께 구성된 Leap 

Motion 컨트롤러를 통하여 모션데이터로 가상현실에 

전달되고, 이를 기반하여 사용자의 동적 움직임을 

계산한다. 

 

 

그림 3 햅틱 피드백 시스템 흐름도 

가상 객체의 물리적 특성 (관성: MD, 점성: BD, 탄성: KD) 

사용자의 동적 움직임 (가속도: a, 속도: v, 변위: x) 

힘 피드백 입력 값: Fref 

 

 

그림 4 실험 환경 구성 

4. 성능 실험 환경 구성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햅틱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4 와 같이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으며, 가상현실 내에 구현된 가상 객체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된 힘 피드백을 VARIENSE 사의 

FSE103 센서를 통하여 힘을 측정하였다. 또한 각 

물리적 특성에 맞는 시나리오는 그림 5 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5 가상 환경 실험 시나리오 

4.1 관성을 통한 무게 구현 

가상 객체의 관성 값을 구현하는 시나리오로서 

9.8m/s2 의 중력가속도가 아래로 적용되는 

환경내에서 아령을 들고 위아래로 흔들었을 때 

발생한 힘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그림 6 과 같이 가상 물체에 구성된 관성 값으로는 

0.11Ns2/m 로 이에 상응하는 약 0.1134Ns2/m 의 

관성 값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2 탄성을 통한 경도 구현 

가상 객체의 탄성 값을 구현하는 시나리오로서 

스프링을 직접 눌렀을 때 발생한 힘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스프링의 최대 변위는 

0.1m 이고, 이는 손목의 가용각도 60°와 남성 평균 

손목에서 손바닥까지의 거리 74.52mm 를 곱한 

값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이다. 이때 

그림 7 과 같이 가상 물체에 구성된 탄성 값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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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N/m 로 이에 상응하는 약 19.292N/m 의 탄성 

값이 구현됨을 확인하였다.  

4.3 점성을 통한 유체 저항력 구현 

가상 객체의 점성 값을 구현하는 시나리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확실히 인지하는 풍속인 1m/s 의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환경 내에서 노를 

들고 휘둘렀을 때 발생한 힘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때 그림 8 과 같이 가상 객체에 주어진 

점성 값으로는 1.3Ns/m 이며 이에 상응하는 약 

1.3502Ns/m 의 점성 값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했다. 

4.4 연구 결과 및 인터랙션 가이드라인 

앞서 구현된 물리적 특성 구현 시나리오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성, 탄성, 점성 

모두 결합된 다양한 가상 현실 컨텐츠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동적 촉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실제 물리 환경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뿐만 아니라 컨텐츠 디자이너에게도 

직관적인 정밀한 힘 피드백 형성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6 관성 시나리오 측정 결과 그래프 

 

 

그림 7 탄성 시나리오 측정 결과 그래프 

 

 

그림 8 점성 시나리오 측정 결과 그래프 

5. 결론 

물리적 특성 렌더링 실험의 결과로부터, 우리의 

컨트롤러는 임의의 관성, 점도 및 탄성 값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피드백을 통하여 사용자가 유기적으로 

가상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컨트롤러를 직접 착용하였을 시, 센서부 질량에 

의한 힘과 모터가 발생시켜 줘야 할 힘 방향의 차이가 

있어 힘 측정 결과가 사용자의 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용자의 손 

위치를 고려한 새로운 힘 측정과 이를 위한 힘 생성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로서 정신물리학적 사용자 실험을 통하여 

햅틱 렌더링 개선을 진행해나가고 이와 더불어 힘 

피드백 시스템을 통하여 가상현실 내에서 다양한 

물리적 역감 제공을 통한 경험 몰입도 증대에 대하여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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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19� 사태로� 시니어� 인구의� 모바일� 쇼핑량이�

증가하고�있으며�그�중에서도�새로운�기술을�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활발한�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주목받고� 있다.� 시니어들의�

인지적,�신체적�어려움을�고려한�가이드라인이�제시되고�

있지만�모바일�쇼핑�맥락에서�사용자�경험�개선에�대한�

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본�연구는�31 명의�시니어를�

대상으로�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여� 시니어� 사용자의�

모바일�쇼핑�경험과�고충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이를�

해결하기�위한�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다.�시니어�

사용자의� 모바일� 쇼핑� 과정을� 4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사용자� 패턴을� 파악하고� 단계별� pain� points 를�

분석하였으며�5가지�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여�UX�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쇼핑�

컨텐츠와�과정에서�발견한�명확한�인지,� 정확한�설명,�

문제없는�태스크의�세�요인과�쇼핑�경험에서�개선�가능한�

신뢰와�사회적�구매로�구성된다.�

주제어�

Active�Senior,�Online�Shopping,�UX,�Guideline��

1. 연구�배경�및�목적�

코로나-19� 사태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니어� 인구의�

모바일� 쇼핑량이� 증가하며� 모바일� 시장에서의� 시니어�

인구의� 입지는� 매우� 중요해졌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는� 시니어층을� 액티브� 시니어�

(Active�Senior)로�지칭하며,�그들은�은퇴�후에�안정된�

경제력을�기반으로�활발한�소비를�하는�인구로�구분되고�

있다[1].�2022년�10월�기준으로�우리나라의�26%가�

60 세� 이상의� 시니어� 인구이며[2],� 베이비붐� 세대의�

30.6%가�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3]을�

비롯하였을�때�시니어�사용자를�이해하는�것은�이커머스�

서비스의�우선순위로�대두되었다.��

시니어(Seniors,� Older� Adults,� Elderly)를� 정의하는�

방법은�다양하지만,�그중�보편적인�기준은�생물학적인�

나이를�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UN,�

OECD 의� 기준에� 따르면� 노인� 혹은� 노년층은� 65 세�

이상의�인구를�지칭하며,�고용노동부는�고령자를�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니어� 인구는� 신체적이고�

인지적인�변화에서�다른�연령대의�인구�집단과�차이를�

확인할�수�있다[4].�신체적으로는�노화로�일어나는�시력�

저하나�둔화된�신체�활동으로�정보를�쉽게�인지하고�이를�

직접�움직여�처리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5].�인지적인�

변화는�정보�처리�능력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이에�

따라� 정보에� 대한� 판단과� 기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6].� 이와� 같은� 시니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디지털� 콘텐츠� 사용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모바일� 쇼핑에서� 시니어� 사용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시니어�사용자와�그들의�모바일�쇼핑�경험을�대상으로�한�

사용자�경험�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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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목표는�모바일�쇼핑�경험에서�시니어�사용자의�

멘탈�모델을�이해하고,�그들이�현재�경험하고�있는�pain�

points 를�해소할�수�있는�디자인�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

것이다.� 60 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그들의�현재�

모바일� 쇼핑� 사용� 경험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모바일�

쇼핑�맥락에서�시니어�사용자�경험�증진을�위한�디자인�

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시니어�사용자를�대상으로�네이버쇼핑을�비롯한�다양한�

쇼핑�앱에�대한�사용�경험을�다각적으로�조사하였으며,�

솔루션�제안을�위한�참여적�디자인�활동을�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총�31 명으로�이들의�평균�나이는�62.5 세�

(최소:�60세,�최대:�69세)였다.�이�중�남성은�7명,�여성은�

24명으로�개인�혹은�2인으로�연구에�참여하였다.�

2.1 사용자�경험�조사�
사용자�경험�조사에서는�설문,�인터뷰,�Think-Aloud 를�

수행하여�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경험과�고충을�

탐색하였다.� 설문과� 인터뷰에서는� 참여자의� 전반적인�

모바일�쇼핑�경험을�파악하고�중요하게�여기는�정보와�그�

우선순위에�대해�조사하였다.�Think-Aloud�단계에서는�

시나리오�기반�사용성�평가를�진행하여�참여자가�직접�

모바일� 쇼핑을� 수행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시니어� 사용자의� 쇼핑�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과정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확인하였다.�시나리오는�익숙한�앱�여부와�상품의�

관여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결제�직전까지의� 과정을�

관찰하였다.�

2.2 참여적�디자인�활동�
참여적�디자인�단계에서는�연구자와�참여자가�문제점에�

대한�해결방안을�공동으로�디자인하는�코디자인�워크숍�

방법을� 이용하였다.� 코디자인� 워크숍은� Ideation,�

Sketch,�Redesign,�Debrief의�4활동으로�진행되었다.�

Ideation 은�사용자�경험�조사에서�드러난�참여자�별�

pain� points 를� 바탕으로�디자인�목표를�수립하였다.�

Sketch 는� 디자인� 목표를� 위한� 해결안을�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연구자와� 함께� 스케치하며� 구체화하였다.�

Redesign 은�모바일�쇼핑에서�필수적으로�거치는�탐색,�

상세화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Debrief를�통해�결과물을�점검,�의견을�공유하였다.�

2.3 데이터�분석�
인터뷰�및�Think-Aloud는�개방�코딩�과정을�거쳐�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였고� 사용자의� 패턴,� 특징,� pain�

points 로�분류하였다.�참여적�디자인�활동�또한�개방�

코딩을� 통해� Ideation 과� Sketch 는� 문제� 키워드와�

스케치�키워드로,�Redesign 은�UI�키워드로�정리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요소로�사용되었다.�

�
<그림 1>�연구방법�및�연구결과�분석�내용�요약�

3. 연구�결과�

연구�결과�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경험을�4단계로�

정리하고�그에�따른�시니어�사용자�패턴을�제시하였다.�

모바일�쇼핑�과정에서�겪는�pain�points는�4개의�테마로�

정리하여�제시하였다.�

3.1 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경험�

3.1.1 모바일�쇼핑�4단계�
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과정은�1)�쇼핑�동기�형성,�

2)�검색,� 3)�비교와�결정,�그리고� 4)�구매의�유동적인�

4단계로�정리할�수�있었다.��

쇼핑�동기�형성�단계는�모바일�쇼핑�앱을�켜기�전까지�

쇼핑의�동기를�형성하는�모든�과정을�의미한다.�시니어�

사용자는�필요한�제품을�구매하기�위해서,�TV,�친구�등을�

통해�할인�정보�등�새로운�정보를�제공받았을�때,�그리고�

재미를�위해�쇼핑을�시작하였다.�

검색�단계는�상품을�검색하여�목록을�살펴보는�과정이다.�

시니어�사용자는�익숙하지�않은�제품을�구매하는�경우�

블로그�등을�통해�정보를�수집한�후� 결정하는�신중한�

구매자와� 브랜드,� 광고모델� 등� 휴리스틱을� 이용해�

결정하는�신속한�구매자로�나뉘었다.�

비교와�결정�단계는�여러�상품의�상세�정보를�비교하고��

최종적으로�구매할�상품을�결정하는�과정으로,�소요�시간,�

리뷰�이용,�장바구니�활용에�따라�사용�패턴을�구분할�수�

있었다.� 신속한� 구매자들은�검색� 결과� 상위� 제품이나�

사전정보에� 의존하는� 등� 휴리스틱을� 활용해� 제품을�

결정하였으나� 신중한� 구매자들은� 반품� 과정을�피하기�

위해�제품을�반복해�비교한�후�구매하였다.�리뷰의�경우,�

광고로�인식하는�사용자,�객관적인�내용이나�리뷰�수만�

참고하는�사용자,�리뷰에서�상품의�핵심�및�세부정보를�

수집하는�사용자로�나뉘었다.�장바구니는�할인�등�혜택을�

위한�물품�대기열,�제품구매�전�비교하는�용도,�기억�보조�

수단�등으로�사용되었다.�

구매� 단계는� 결정한� 상품의� 주문� 과정으로� 시니어�

사용자는� 공통적으로� 저렴한� 상품과� 무료� 배송을�

중요하게�생각했지만,�세부적으로는�혜택�중심�사용자와�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84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84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3 

필요�중심�사용자로�나눌�수�있었다.�혜택�중심�사용자는�

배송비�무료,�쿠폰� 적용�최소�주문�금액,�포인트�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필요� 중심� 사용자� 또한� 가격을�

중요하게�생각하지만�마음에�드는�제품�위주로�구입하는�

경향을�보였다.�

3.1.2 시니어�사용자의�핵심�구매�기준�
시니어�사용자들은�성공적인�모바일�쇼핑�수행을�위해�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였으며� 이중� ‘가격’과� ‘신뢰’는�

핵심적인� 구매�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가격과�

신뢰의�축을�바탕으로�쇼핑�실패�확률을�줄이는�구매�

결정�전략을�활용하였다.��

최우선�구매�기준은�가격이다.�저렴한�가격은�만족스러운�

쇼핑으로�이어졌다.�시니어�사용자들의�중요�키워드를�

분석한�결과�탐색�화면에서는�가격�비교(11.40%),�상품�

가격(9.2%),�무료�배송(7.8%)�등이�선택되었고,�상세�

상품� 화면에서는� 상품� 구성(12.6%),� 리뷰(10.5%),�

배송비(8.4%)�등이�뽑혔다.� 해당�키워드들은� 가격과�

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

- 가격:�"상품을�받아보기�전에�구매자를�만족시킬�수�있는�

것은�사실�가격밖에�없어요."�(P25)�

- 배송비:� "물건이� 저렴하더라도� 배송비가� 추가되면�

손해보는�것�같은�생각에�다른�물건을�찾아요"�(P5)�

신뢰� 또한� 시니어� 사용자의�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작용하였다.�시니어�사용자들은�여러�전략을�통해�상품의�

신뢰도를�결정하였다.�브랜드�또는�광고�모델�등�기존에�

신뢰도가� 높은� 대상의� 신뢰도를� 상품에� 전이하였다.�

브랜드에�따라�판매�상품의�완성도를�믿는�경향을�확인할�

수�있었으며�유명한�광고�모델이�등장하는�상품을�구매한�

경험을�공유하였다.�한편�방송과�홈쇼핑에서�얻은�사전�

정보가�신뢰로�이어지는�모습을�보였다.�TV�채널의�건강�

관련� 방송과� 홈쇼핑에서� 상품�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참고하여�구매하는�양상을�보였다.�예를�들어,� 방송을�

통해�확보한�정보인�rTG 오메가-3 의�장점을�언급하며�

상품�구매�기준으로�활용하는�현상을�여러�차례�관찰할�

수�있었다.��

- 브랜드� 신뢰:� "고려은단� 같은� 곳은� 어려서부터� 좋은�

이미지를�가지고�있어서.."�(P2)�

- 광고모델� 신뢰:� "조인성이� 선전하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사거든요"�(P26)�

�
<그림 2>�가격과�신뢰에�따른�구매�양상�

3.1.3 시니어�사용자의�주요�특징�
시니어�사용자의�주요�특징은�노화로�인한�시력�및�인지�

저하와�배우자,�친구,� 자녀와�함께� 하는� 사회적� 구매�

과정의�2가지로�정리할�수�있다.�

참여자들은�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노화라는� 시니어�

특성에� 대해�언급하였다.� 저하된� 시력은�작은� 화면을�

통해�이루어지는�모바일�쇼핑을�방해하였다.�또한�인지�

능력의�하락에�따라�모바일�기기�및�앱�사용법을�새로�

익히는�과정이�더�큰�부담으로�다가왔다.�이에�대응하는�

시니어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익숙한� 앱에�

의존하거나�어려움이�생길�때�쉽게�포기하는�성향을�가진�

사용자들도�있었지만,�반대로�적극적으로�배우고자�하는�

사용자들도�있었다.��

- "이걸(모바일�쇼핑)�안�했었는데�5살�손녀가�할머니는�왜�

어른인데도�못�하냐해서�배워야�되겠다�(P19)�

- “나이는� 이렇지만� 원래�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젊을�

때부터.�그래서�해보려고�노력을�하죠.”�(P7)�

다음으로�사회적�구매는�배우자나�친구�등�다른�시니어를�

대신하여� 주문을� 하는� 도움� 주기와� 자녀와� 의논하고�

설명을� 들으며� 구매를� 진행하는� 도움� 받기의� 과정을�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도움� 받기의� 과정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많이�발견할�수�있었는데,�설문에서�참여자들은�

모바일� 쇼핑과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41.9%).� 인터뷰에서도� 시니어�

사용자들이�가격대가�높은�상품을�구매할�때��자녀에게�

주로�도움을�청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 배우자,�도움�주기:“남편이�인터넷�쇼핑을�거의�안�해서�

제가�대신�해요.�그래서�혼자�독학을�해야�돼”.�(P20)�

- 친구,�도움�받기:“친구�동생은�매일�쇼핑을�들어가거든.�

그래서�걔�이름으로�사요.”�(P7)�

- 자녀,�도움�받기:�"정수기에�대한�정보가�없어서...�딸하고�

전화해서�의논을�해보고�결정하려�해요."�(P28)�

3.1.4 시니어�사용자의�주요�패턴에�따른�페르소나�
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경험을�바탕으로�폐쇄적�

사용자와�개방적�사용자의�두�페르소나로�정리하였다.�

폐쇄적�사용자의�경우�기술�능숙도가�매우�낮으며�새로운�

시도를� 어려워한다.� 모바일� 쇼핑을� 사용하더라도�

자녀에게�의존하며�카드�등록이�이미�되어있는�익숙한�

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개방적� 사용자는� 기술�

능숙도가�상대적으로�높으며�새로운�시도를�좋아한다.�

구매하는� 물품에� 따라� 적재적소에� 맞는� 다양한� 앱을�

사용하며�꼼꼼하게�여러�상품을�비교하고�리뷰와�필터를�

활용한다.� 친구들을� 대신해서� 구매를� 해주기도� 하며�

도움이�필요할�시�자기주도적으로�배우기를�시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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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pain�points�

시니어� 사용자의� 모바일� 쇼핑� pain� points 는� 총�

219 개로� 13 개의�카테고리로�분류되었으며� 4 가지�

테마로� 정리되었다.� 1)� 복잡한� 절차는� 모바일� 쇼핑�

태스크가�여러�절차로�구성되어�나타나는�불편함이다.�2)�

제시된� 정보에� 대한� 불만족은� 쇼핑� 콘텐츠� UI 에서�

보여지는� 정보와� 레이아웃이�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않는�것이다.�3)�신뢰도�하락은�쇼핑�과정에서�

사용자의�불신을�일으키는�요소가�존재함을�의미한다.�4)�

모바일� 인터랙션의� 어려움은� 시니어� 사용자가�

스마트폰과�앱�사용에�미숙하고�UI�이해가�어렵기�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이러한� pain� points 는� 시니어�

사용자에게� 인지적인� 부담을� 과하게� 부여하여�혼란을�

주고�불안감을�조성하여�모바일�쇼핑에�대한�거부감을�

일으키는�주된�원인으로�해석되었다.�세부적인�모바일�

쇼핑�pain�points 는�<표 1>�에서�확인할�수�있다.�

테마� Pain�Points�

복잡한�절차� 회원가입과�로그인�과정이�복잡함�

결제�수단�등록의�복잡함�

할인과�쿠폰�사용의�제약�

제시된�정보에�대한�불만족� 제시된�정보가�너무�많고�복잡함�

상품에�적합한�정보가�부족함�

상품�간�비교가�어려움�

신뢰도�하락� 의심스러운�판매처와�브랜드�

광고성�혹은�거짓�리뷰�

개인정보�유출의�불안함�

모바일�인터랙션의�어려움� 클릭이나�확대가�안�됨�

다른�앱과�사이트로�전환될�때�어려움�

UI 요소가�헷갈림�

App�Navigation 의�헷갈림�

<표 1>�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Pain�Points�

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 4 단계에�따라�각� pain�

points 가�어떻게�등장하는지�정리하면�아래와�같다.�각�

모바일�쇼핑�단계에서�등장하는�pain�points 를�제시한�

후에,�시니어�사용자의�사용�패턴�및�페르소나에�따라�

사용자의�주요�니즈를�정리하였다.�

     �
<그림 3>�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4 단계�

3.2.1 쇼핑�동기�형성�단계�
쇼핑의�유입�경로에�광고와�할인�정보,�쿠폰이�큰�역할을�

하지만,�쿠폰을� 적용하기� 위해� 조건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것은�쇼핑�절차를�까다롭게�만든다.�또한�모바일�

쇼핑�자체가�개인�정보�유출의�불안을�야기한다.�나아가�

쇼핑�동기�형성�과정에서�접하는�광고성�리뷰는�쇼핑의�

신뢰성을�떨어뜨린다.�

3.2.2 검색�단계�
시니어� 사용자는�검색� 단계부터� 비교와� 결정단계까지�

제시된�정보가�너무�많고�복잡하다고�언급하였다.�이는�

크게�정보량�과다,�원하는�정보와�다른�불필요한�정보�

제시,�정보�제공�방식의�일관성�부재가�원인이�되었다.�

또한� 검색�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판매처나� 브랜드의�

등장은�쇼핑�과정�전반의�신뢰도를�떨어뜨렸다.�기존의�

쇼핑�경험을�기반으로�이미�경험한�브랜드나�판매처명,�

제품에�의존하여�업체를�선택하였고,�너무�저렴한�가격은�

경계하는�경향을�보였다.�

3.2.3 비교와�결정�단계�
비교와� 결정� 단계에서는� 정보의� 수집과� 비교� 과정을�

모바일� 화면에서�처리할� 때� 인지적� 부하가� 발생한다.�

시니어�사용자들은�상세페이지를�넘나들며�상품,�구성,�

가격을� 비교하지만,� 정보의� 양과� 제공방식이� 인지적�

모델과� 일치하지�않아� 어려움을�느꼈다.�또한� 모바일�

인터랙션이� 시니어의� 의도와� 다르게�작동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먼저,� 할인과� 쿠폰� 사용에� 필요한� 복잡한� 조건들은�

사용자의�결정을�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시니어�

사용자들은�구매를�포기하거나,�최소�주문금액을�맞추기�

위해�원하지�않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두�번째로,�

제공된�정보만으로�상품의�세부�정보를�모두�파악하기�

어렵다는�점이�언급되었다.�특히�의류�구입�시�현재�상품�

이미지와� 설명에서� 알� 수� 없는� 정보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였다.� 또한� 광고성� 리뷰로� 인해� 리뷰를� 통한�

객관적인�정보�확보가�힘들었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8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8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5 

시니어� 사용자는� 모바일� 인터랙션이�익숙하지�않으며�

이는�노화와�복합적으로�작용하여�불편함을�유발한다.�

클릭이나�확대�과정이�오작동하여�자신의�기대와�다른�

화면을�마주하게�되는�경우가�자주�발생하였으며�선택�및�

확대�가능�영역을�명확히�구분하는데�어려움을�겪었다.�

또한,� 마이페이지와� 장바구니� 등� 주요한� 쇼핑� UI 의�

배치가� 일관성� 없이� 제시되어� 시니어� 사용자의� 멘탈�

모델을�위반하였다.�더하여�앱�네비게이션이�예상과�달리�

작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상세� 상품�

화면에서�리뷰�탭에�들어가�‘뒤로가기’를�누를�시�시니어�

사용자들은� 상세� 상품� 화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상품목록이� 나오는� 검색� 결과�

화면으로�이동하게�되어�당혹감을�준다.�

3.2.4 구매�단계�
구매�단계에서�발생하는�pain�points 는�주로�회원가입�

및� 로그인� 과정과� 결제수단,� 쿠폰�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과정의�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인지적�

부하가� 유발되었으며� 각� 과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부족하였다.�또한�모바일�인터랙션�중�앱�간�전환이나�

뒤로가기�과정에서�시니어�사용자가�길을�잃는�과정이�

반복되며�인지�부담이�더욱�커지는�것으로�판단되었다.�

시니어� 사용자에게� 로그인� 및� 회원가입은� 복잡하며�

기억하기�어려운�과정이다.�구매�단계에서�등장하게�되는�

로그인�화면에서�시니어들은�어느�사이트에�로그인해야�

하는지�파악하지�못하고�혼란을�겪는다.�또한�서비스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기준이� 다양하고� 장황하여�

기억에�어려움을�겪는다.�이에�일부�시니어�사용자들은�

수첩이나�메모를�통해�해당� 정보를�기록하는�등� pain�

points 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였다.��

회원가입� 시� 발생하는� 본인� 인증� 절차는� 특히� 강한�

인지적� 부하를� 유발한다.� 인증� 절차는� 앱� 간� 전환을�

필수로�하고�있는데�이는�사용자의�쇼핑�흐름을�방해한다.�

앱�전환의�이유,�필요한�단계,�기존에�수행하던�활동�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기억해야� 이러한� 절차를� 원활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시니어의� 경우� 앱과�

웹사이트의�개념이�불분명하고�인지�능력�저하로�인해�

작업�진행�시간이�상대적으로�길기�때문에�이러한�전환에�

보다� 큰� 부담을� 느낀다.� 시니어는� 본인인증� 시� 문자�

메시지나�메신저를�통해�인증�번호를�확인하려고�앱을�

전환하는� 경우� 기존� 화면이� 사라져서� 당황한� 경험이�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본인� 인증�절차가�필요한�

경우�자녀에게�도움을�요청하거나�아예�구매를�포기하는�

경우도�존재하였고�번거로움을�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쇼핑� 앱만� 사용하거나� 자동� 로그인이� 가능한� 경로를�

고집하기도�하였다.�

시니어�사용자는�결제�수단�등록�단계에서도�어려움을�

겪었다.�이는�간편결제에�대한�불신,�카메라를�통한�카드�

인식� 및� 등록� 절차의� 낯섦� 및� 그로� 인한� 불신에서�

기인하였다.�계좌�등록은�모바일�뱅킹을�사용하지�않는�

시니어의�접근성을�떨어트렸다.�복잡한�카드�등록�과정을�

마주한� 사용자는� 기존� 서비스로의� 회귀,� 구매� 포기,�

무통장�입금�등�결제방식�변경,�자녀에게�도움�요청�등의�

반응을�보였다.�

결제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또한�

존재한다.�보안�및�개인�정보�관리�과정에�대한�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반면,�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은�

인식되어�사용자의�불안감을�자극한다.�

3.2.5 페르소나에�따른�시니어�사용자의�주요�니즈�

앞서�시니어�사용자를�사용�패턴에�따라�폐쇄적�사용자와�

개방적�사용자의�두�가지�페르소나로�정리한�바�있다.�

시니어�사용자들은�공통적으로�각�단계의�pain�points 를�

경험하게� 되지만,� 사용� 패턴에� 따라� 사용자의� 주요�

니즈가�달라질�수�있다.�

폐쇄적� 사용자는� 기술� 능숙도가� 매우� 낮아� 개방적�

사용자에�비해�모바일�인터랙션�자체를�어려워한다.�새로�

배우기보다는�기존에�알고�있는�방식으로�모바일�쇼핑을�

이용하고� 싶어하기에� 이들의� 핵심� 니즈는� 모바일�

인터랙션�및�절차의� 단순화에� 있다.�폐쇄적� 사용자는�

하나의� 앱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를� 원할� 수� 있으며,�

인터랙션�결과가�본인의�생각과�다른�경우�모바일�쇼핑이�

복잡하거나�어렵다고�느낀다.�

개방적� 사용자의� 경우� 기술� 사용에� 자신감이� 있으며�

필요에�따라�적재적소로�앱을�사용하고자�한다.�개방적�

사용자�또한�모바일�인터랙션에�어려움을�겪지만�그들의�

핵심� 니즈는� 정보와� 신뢰도에� 있다.� 개방적� 사용자는�

특히�비교와�결정�단계에서�상품�간�비교를�위해�정보가�

효율적으로� 제시되길� 원하며,� 새로운� 기능에도� 쉽게�

접근하고자�한다.�한편,�로그인과�결제�등�복잡한�절차는�

개방적� 사용자에게도�강한� 인지적� 부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쉽고�일관적인�절차를�원하기도�한다.�

4. 디자인�가이드라인�

본�연구의�디자인�가이드라인은�UI/UX�디자인�원칙과�

함께�심리적,�사회적�요인을�고려해야�함을�제안한다.��

�
<그림 4>�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을�위한�디자인�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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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인지�

텍스트,�이미지�그리고�아이콘은�명확한�색상�대비로�

잘�인지되어야�한다.�

시니어를�위한�글자�크기는�13-19pt 로�충분히�크게�

작성되어야�한다.�

주요�요소들은�상단에�배치되어야�한다.�

주로�사용하는�기능을�쉽게�찾을�수�있도록�일관성�

있게�배치하여야�한다.�

정확한�

이해�

사용자가�명확히�이해할�수�있는�텍스트와�아이콘을�

사용해야�한다.�

현재�화면에�존재하는�정보의�종류를�사용자가�정확히�

파악할�수�있게�구성해야�한다.�

사용자는�모바일�인터랙션�이후에�발생하는�일을�

명확히�이해할�수�있어야�한다.�

문제�없는�

태스크�

수행�

기본적으로�시니어들의�기존�쇼핑�과정과�모바일�

인터랙션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모바일�쇼핑�

태스크를�구성해야�한다.��

태스크의�각�단계가�단순하고�이해하기�쉽게�

구성되어야�한다.�

사용자는�현재�수행하고�있는�태스크의�전체�단계와�

현재�단계를�이해할�수�있어야�한다.�

신뢰를�

주어야�함�

개인�정보를�요구하는�과정에서�해당�정보의�필요성과�

활용,�보호�에�대한�정보를�명확히�제공하여�신뢰도를�

높인다.�

사용자에게�신뢰도가�높은�인터랙션�방식을�활용한다.�

각�과정에서�실패�가능성을�줄여�사용자가�해당�

서비스의�신뢰도를�높인다.��

사회적�구매�과정의�활용�

<표 2>�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디자인�가이드라인�세부사항�
�

4.1 명확한�인지�
모바일�쇼핑�과정에�등장하는�모든�정보는�일단�시니어�

사용자의�눈에�잘�보여야�한다.�이를�해결하기�위해�UI�

상의�정보를�시니어�사용자의�눈에�잘�보일�수�있도록�

디자인해야�하며�이는�색상,�글자�크기,�레이아웃,�정보량�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
<그림 5>�네이버�쇼핑의�탐색�화면(좌)과�참여자가�재구성한�화면(우)�

4.2 정확한�이해�
모바일�쇼핑�정보와�절차를�시니어�사용자가�이해할�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본인의�

인터랙션을�명확하게�이해하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6>�네이버�쇼핑의�이해�문제�포인트�및�개선안�

4.3 문제없는�태스크�수행�

모바일�쇼핑�과정은�실패할�수�없을�정도로�쉬워야�한다.�

즉,� 시니어� 사용자들이�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태스크의� 단계와� 할일을� 간소화하고� 이를� 명시하여�

차근차근�따라갈�수�있도록�디자인하는�것이�중요하다.��

� �

<그림 7>�카드�정보�입력과정의�절차적�복잡성�및�개선안�

�

4.4 신뢰를�주어야�함�

신뢰는�시니어�사용자에게�매우�중요한�요소이다.�이를�

위해� 신뢰가� 가는� 용어와� 문구� 사용,� 반복적�표시�및�

적절한�시각화를�통해�신뢰를�주어야�한다.�

�

<그림 8>�신뢰를�줄�수�있는�네이버페이의�안내�글�

�

4.5 사회적�구매�과정의�활용�

시니어�사용자만의�특징이라고�할�수�있는�사회적�구매�

과정을�고려한�UX�디자인이�필요하다.�예를�들어,�공동�

장바구니와� 대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할�수�없는�pain�points�해소를�기대해볼�수�있다.��

� �
<그림 9>�사회적�구매를�위한�대신�결제�시스템�예시�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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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5.1 의의�
본�연구는�31 명의�시니어를�대상으로�사용자�조사를�

진행하여� 시니어� 사용자의� 모바일� 쇼핑� 경험을�

심층적으로�분석하고,�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다.�

시니어�사용자의�모바일�쇼핑�과정을�4 단계로�나누어�

패턴을�분석하고,�주요�구매�기준을�정리하였다.�또한,�

시니어� 사용자가� 신체적,� 인지적� 변화로� 인한�특징을�

어떻게�인식하고�있으며�사회적�구매�과정을�활용하고�

있음을�파악하였다.�이를�바탕으로�시니어�사용자를�두�

가지� 페르소나(폐쇄적,� 개방적)로� 나누고� 시니어�

사용자의� pain� points 와� 니즈를� 정리하였다.� 이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모바일� 쇼핑� 맥락에서�

시니어�사용자�경험�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5.2 한계�

본� 연구에서� 모바일� 쇼핑을� 쇼핑� 동기� 형성부터�

결제까지의�과정으로�보았는데�배송�등�결제�이후의�과정�

또한�존재하며�비선형적으로�이루어지는�쇼핑의�특성�상�

전체�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있다.�또한�제안한�디자인�가이드라인의�평가와�

입증을�위해�프로토타입을�제작하고�사용성을�평가하여�

실질적으로�효과를�검증해�볼�필요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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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요구되는 니즈가

정교해짐에 따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용자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시 어떤 질문을 해야 생산성 있는

의견이 도출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실무자들이 인앱 서베이(In-App Survey)를

활용하면서 사용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활용 체계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In-app survey, segmentation, 설문조사, 세분화,

프레임워크, survey, micro survey, 인앱 서베이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UX 리서치에서는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뷰, 카드 소팅,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1]. 그중에서 설문조사는

정량적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한 방법의 하나로써

사용자 그룹에게 그들의 태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정성적인 사용자 리서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무자들이 활용하고 있다[2]. 20 세기에는 1:1

면접조사나 전화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인터뷰 진행자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했으나, 현재는

웹과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내 설문조사를 내장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3]. 이렇듯 인앱

서베이는 사용자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실무자들이 사용자의

의견을 도출시키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웹앱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설문조사 기법들이

사용자의 여정에 발맞춰 진행되었을 때 적절한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디자이너, 마케터 그리고 기획자와 같은 실무자들이

인앱 서베이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사용자 테스트 방법 중

하나인 인앱 서베이에 대한 개념 및 배경을 파악하고,

실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앱 서베이의 종류와

특성에 적합한 사례들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수집한 인앱 서베이가 사용자별로 어떤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여정

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뷰저블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세그멘테이션 별로 분류했다. 셋째, 수집된 인앱

서베이를 UX 사용성 요소인 만족도, 유용성,

사용성을 통해 그룹핑하여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넷째, 전문가평가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평가 및

보완하고, 이를 통해 인앱 서베이 활용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2. 인앱 서베이의 이해

2.1. 인앱 서베이의 개념

인앱 서베이는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

일련의 질문을 통해 사용자의 태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기존 설문조사는 관련

행동 한참 후 질문지를 보내도 시간이 경과되어

즉각적으로 느낀 경험들에 있어서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인앱 서베이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행동하는 직후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관련 질문지가 등장해 설문조사에 대답할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의 즉각적인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유용한 데이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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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구현 및 분석하기 쉬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4].

2.2. 인앱 서베이의 배경

기존 설문조사는 서면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로

작성되어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식이

빈번하였다. 이런 설문조사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로

나뉘어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자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테스트 및 고객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었고[5],

인터넷 기술의 발달을 통해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즉각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 설문조사는 우편조사와

비교해 20%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측정 시

전통적인 설문조사 방법과 비교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6]. 이에 적게 수집되는 사용자의 의견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3. 인앱 서베이의 종류

사용자들은 명확한 목표 없이 임의로 질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긴 설문조사를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에 인앱 서베이는 가능한 적은
개방형 질문으로 단일 문제만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

고객 여정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앱 서베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문조사 기법을 정리하였다[표 1][7].

표 1. 인앱 서베이의 종류

feedback 사용자에게 앱의 특정 기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묻기 위한 조사

Feature

Request

미래에 사용자가 사용할 기능들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CSAT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아주 가볍게 파악하는 조사

NPS 특정 제품/서비스/조직을 동료나 지인,

친구에게 추천할 가능성을 0~10 점
척도의 고객 충성도 조사

CES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였는지를 복수의 척도로

측정하는 조사

명칭 정의

Churn 구독 취소나 웹사이트 방문자가 구매

또는 가입하지 않고 페이지를 떠나려고

할 때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Persona 어떤 사용자층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설문조사

Competitor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틈새시장을 알아내기 위한 설문조사

Information

Collection

어디가 좋아서 우리 제품/서비스를

선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

3. 인앱 서베이 수행 방법 체계 제안

3.1. 고객 여정 지도의 이해

고객 여정 지도는 고객과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객의 경험을 시각화하는 도구로써,

기업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서비스와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직 내

논의를 유도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도와주는

도식화이다. 이것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측정하기 때문에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8], 사용자가 서비스

또는 제품과 어떤 접점을 지니고,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접점이 어떤 목표로

이어지는지와 같은 일련의 행동과 과정을 시간

축으로 파악할 수 있다[9]. 하지만 고객 여정 지도는

고객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는 가능하나 정성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기업 역량과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하여 고객 여정에 따른 적합한 질문 기법들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3.2.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의 이해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은 동질성을 가진 속성인 지역,

나이, 기기, 행동 등으로 사용자를 그룹핑하는

작업으로 공통된 특성을 가진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타겟팅을 한 제품을 사용자들이 구매하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특정 세그멘테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10]. 대부분의 서비스

사용자층은 동질적이지 않은 집단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세분화하게 되면 그들에게 맞춤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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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참여도가 높은

고객과 가장 참여도가 낮은 고객을 세부적인

수준에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된다[11][12].

3.3. 인앱 서베이의 조사 설계 체계 개발

조사 설계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1) 가장 먼저 다양한 서비스에서 실행하고
있는 인앱 서베이 질문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질문을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파악하는지 수집하였다.

2)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분류하였다.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은 사용자

행동 데이터 기반 분석 도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뷰저블로 선정하였다. 뷰저블은 사용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정에서의 행동을 데이터로

추출하여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 추출된

동선들을 통해 사용자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페이지 로드 직후 유입된 사용자, 스크롤 절반 이상

내린 사용자, 체류시간이 5분 이상 진행된 사용자,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 총 4가지로

분류하여 사용자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다[표 2].

표 2. 사용자 세그멘테이션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

경험하고 있던 화면에서 다른 화

면으로 이동하거나 해당 화면을

떠나기 위해 이탈하는 버튼(예.

나가기 등)을 클릭하는 사용자

체류시간이

5분 이상 진행된 사

용자

한 화면에서 5분 이상 머물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서비스를 이용

하는 사용자

스크롤 절반 이상

내리면서 확인하는

사용자

진입한 화면에서 절반 이상 내리

면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사

용자

페이지 로드 직후

유입된 사용자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화

면(예. 구매 화면, 홈 화면 등)을

진입한 직후의 사용자

사용자 분류 정의

3)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정을 사용자가 서비스를

경험하는 화면별로 명확하게 나누어 각 화면을

인지/흥미, 안내, 검색, 액션, 구매/지지, 갱신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지표별로 감정, 시작 페이지, 질문
기법과 질문 기법 예시로 하여 구체화하였다[표 3].

표 3. 사용자 여정 지표

인지/흥미 ž 홍보 메일을 수신받은 경우

지표 설명

갱신 ž 사용자가 재방문한 경우

구매/지지 ž 상품 구매 및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액션 ž 상품을 비교 및 검토할 때

검색 ž 구매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안내 ž 온보딩을 제공하는 경우

ž 홍보성 글을 접하게 된 경우

4) 질문 기법은 UX의 구성요소인 만족도(Desirable),

사용성(Usable), 유용성(Useful)을 질문 기법 분류

척도로 하여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앱 서베이를

사용자 세그멘테이션과 UX 구성요소 별로 그룹핑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인앱 서베이 조사

체계 개발을 제작하였다[표 4].

표 4. UX 구성요소

유용성

(Useful)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하고자 하는

과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파악하는 것

임지영

(2011)

사용성

(Usable)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최소의 노력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얻는 것

설종원

(2011)

만족도

(Desirable)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스러운 느낌의

경험

김대환

(2004)

구분 세부 내용 참고 논문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에서 도출되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토대로 고객 여정 프로세스에서 적합한

질문 기법들을 사용자의 만족도, 사용성, 유용성 총

3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인앱 서베이

체계를 제안한다[그림 1][그림 2][그림 3][그림 4].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9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9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그림 1. 페이지 로드 직후 유입된 사용자

그림 2. 스크롤 절반 이상 내리면서 확인하는 사용자

그림 3. 체류시간이 5분 이상 진행된 사용자

그림 4.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

4. 전문가평가

전문가평가는 웹페이지 등장 시점에 따라 고객의

여정에서 인앱 서베이가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파악하여 실무자가 사용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4.1. 전문가평가 모집

인터뷰 대상자는 인앱 서베이를 사용 경험이 있으며

사용자 조사 또한 진행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아래

[표 5]와 같이 총 10 명을 모집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에는 뷰저블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베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명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전문가평가는 서술식 평가지를

배부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 인터뷰 대상자 목록

10 팽** O O O

9 정** O O O

8 박** O O O

7 김** O O O

6 김** O O O

5 이** O O O

4 구** O O X

3 이** X O X

2 김** O O X

1 허** O O X

No 이름 인앱 서베이
사용 경험

사용자
조사 경험

뷰저블
서베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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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문가평가 분석 과정 및 방법

전문가평가는 이틀 동안 구조를 살펴보고 작성하도록

진행되었다. 평가 분석 질문지는 먼저 9가지 질문

기법에 대한 정의와 적용 예시를 숙지한다. 그리고 각

질문 기법들이 만족도, 사용성, 유용성 총 3가지의

UX 구성요소에 적절하게 분류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작된 인앱 서베이 프로세스 체계가
사용자 세그멘테이션별로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평가하며 추가 의견을 작성하도록 구성하였다.

4.3. 전문가평가 결과

평가를 통해 전문가들이 사용자 여정에서 어떤 질문

기법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각 사용자 유형별로

인앱 서베이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도출하였다.

4.3.1. 페이지 로드 직후 유입된 사용자

가장 많은 응답은 유입 직후 사용자에게 질문 기법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한계점에 관한 것이었다. '막

유입된 사용자에게는 첫인상 질문이나 이탈 질문밖에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용자가 서비스에 잘

정착하기 위한 안내 목적의 온보딩에서 Churn

survey 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등의 내용으로 6명의
응답자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용자에게는

불필요한 질문 기법을 지양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후의

사용자와 차별을 두어 Information survey 와 같이

사용자의 첫인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2명의 응답자가

언급하였다.

4.3.2. 스크롤 절반 이상 내린 사용자

스크롤 절반 이상 내린 사용자에 대한 의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다른 사용자와의 차별점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스크롤 절반 이상 내린 사용자와 다른

유형의 사용자에게 진행될 질문 기법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와 같은 내용으로 4명의

응답자가 서비스 유입 직후 사용자와 스크롤 절반

이상 내린 사용자에게 중복되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질문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단순 흥미를 느끼고 들어온 사용자에게

주관식의 질문을 주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사용 흐름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2명의

응답자가 언급하였다.

4.3.3. 체류시간이 5분 이상 진행된 사용자

체류시간이 5분 이상 진행된 사용자는 어느 정도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는 고객으로 이전 사용자들과는

다르게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질문들을 진행하기엔

원활하지만 '스크롤 절반 이상 내린 사용자와

차이점을 모르겠어요.'와 같은 내용으로 3명의

응답자가 질문 기법의 난이도 혹은 종류에서

차별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왜 5 분

이상 체류시간이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을 것

같아요'와 같은 내용으로 1명의 응답자가 구체적인

의견을 언급하였다.

4.3.4.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서비스

경험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동하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이탈하려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사용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탈하려 한다면 왜 해당

서비스를 떠나려고 하는지 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2명의 응답자가 언급하였다.

5. 고객 여정별 인앱 서베이 활용

5.1. 개선안 방향 제시

전문가평가에서 언급된 전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들을 토대로 개선안 및 발전 방향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전시켰다[그림 5].

그림 5. 개선안 및 발전 방향 리스트

5.2. 개선안 적용

전문가평가에서 도출된 의견을 통해 사용성, 만족도,

유용성으로 분류한 질문 기법을 수정하고, 사용자

세그멘테이션별로 적용되는 질문 기법들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질문 기법에 적용되는 질문

예시를 사용자 여정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켰다[그림 6][그림

7][그림 8][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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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페이지 로드 직후 유입된 사용자

그림 7. 스크롤 절반 이상 내리면서 확인하는 사용자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95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695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그림 8. 체류시간이 5분 이상 진행된 사용자

그림 9.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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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온라인 서비스 경험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쉽게 활용하고 있는 도구인 인앱 서베이 기법을 통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마케터, 그리고

기획자들이 사용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활용 체계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전문가평가를 통해 '프로세스별 타겟 고객 선정',

'사용자 난이도에 따른 질문 기법 구성', '맥락과

여정에 맞는 질문 예시 제공', '사용자의 행동과

서비스 진행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질문 예시

구성'이라는 개선점을 도출시켜 인앱 서베이에 대한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는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지만, 각 페이지에 적합한 인앱

서베이 진행 및 사용자 여정 별로 어떤 질문을

진행해야 하는지 모호함을 느끼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제안한 인앱 서베이 조사 체계를 실제 전문가가

사용자에게 적용하여 고객 세그멘테이션별로

적절하게 인앱 서베이가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분야별로

각각 다르게 진행되는 사용자 여정에 적합한 세분화

된 인앱 서베이 활용 체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IT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이너들이

인앱 서베이 활용 체계를 사용자에게 직접

적용해보며 서비스 여정에서의 각 질문 기법들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거나 추가적인

워크숍을 통해 연구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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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 VR 경험을 위한 BoD (Back-of-Device) 인터랙션 시스템 
A BoD (Back-of-Device) Interaction System for Instant VR Experience 

요약문 

기존 모바일 HMD 에서의 인터랙션은 컨트롤러를 

활용하는 일반 HMD 에 비해 한정된 입력 방식, 입력 

시간의 지연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Back-of-Device (BoD) 

인터랙션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모바일 HMD 에서 BoD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TouchVR 시스템과 이의 전반적인 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Unity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발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플러그인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인터랙션을 인식하기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센서 데이터를 수집, SVM 분류기를

학습시키고, 분류기의 성능을 검증한다. 더불어 360 도

예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미래 적용 예를

제시하여 우리 시스템의 활용성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시스템이 모바일 HMD 가 즉각적 VR

경험에서 풍부한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가상현실, 모바일, 인터랙션 

1. 서 론

최근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VR 생태계가 활발히 

확장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 BTS 는 

Fortnite 플랫폼 [2]에 신곡 “Dynamite”를 공개했고, 

인기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Roblox [1]의 일일 

사용자 수는 5800 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VR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Head-mounted Display (HMD)가 사용된다. 이들은 

높은 영상 품질로 VR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하며, 

컨트롤러를 통해 자유로운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디바이스로 Meta Quest 

[3]와 HTC VIVE [4]가 있다 (그림 1).

우리는 VR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으로 VR 세계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처음 인터넷이 소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해진 실내 공간에서 크고 무거운 

데스크탑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했다. 하지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 가능한 

디바이스가 개발되었고, 현재는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VR 세계에 즉각적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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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VR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디바이스 

그림 2. 모바일 HMD 에서의 Baseline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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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HMD 는 무겁고 휴대성이 

떨어지며, 가격대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안전 경계를 설정하는 사전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HMD 외에 구글 카드보드 [5], 포켓 VR 

[6]과 같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모바일

HMD 또한 존재한다 (그림 1). 이들은 일반 HMD 에

비해 가볍고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바일 HMD 는 VR 컨텐츠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단방향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컨텐츠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Point-and-Click 

방법 [8]이 사용되는 데 사용자는 머리를 움직여 

자신이 원하는 인터랙션 요소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화면을 터치하거나 외부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림 2). 

이는 별도의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HMD 와 비교했을 

때 상호작용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킨다. 또한 사용자의 

초점이 상호작용 때마다 컨텐츠에서 인터랙션 요소로 

이동하기 때문에 컨텐츠 몰입도가 떨어진다. 

우리는 모바일 HMD 에서의 제한적인 인터랙션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BoD 인터랙션 

[7]에 주목한다. BoD 인터랙션은 스마트폰의 내부

센서 (가속도 센서, 각속도 센서, 마이크)만을

활용하여 구현이 가능함이 알려져 있어, 스마트폰 외의

추가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BoD 인터랙션을 VR 환경에서의 입력

방법으로 제안한 바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포켓 VR 환경에서 BoD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TouchVR 시스템을 제안한다. 

TouchVR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여섯 구역으로 나뉜 

스마트폰 뒷면을 터치하여 각 구역에 매핑된 VR 

컨텐츠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림 3). 이 여섯 

구역은 포켓 VR 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그립에 기반하여 나뉘어졌다. 시스템은 또한 API 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개발자가 BoD 인터랙션을 

자신의 VR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의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HMD 환경에서 

기존의 단방향 정보 전달 방식을 벗어나 풍부한 

양방향의 인터랙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동향

2.1 모바일 HMD 에서의 인터랙션 

지금까지 모바일 HMD 에서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인터랙션 방법은 구글 카드보드 외형에 있는 자성 

(magnetic) 버튼을 활용하는 것이다 [9]. 그 외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추가 디바이스 혹은 

센서 [10, 11]가 필요했다. 

전반적으로, 저가형 VR 디바이스에서의 인터랙션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구글 

카드보드 한 제품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2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터치 인터랙션 

터치 스크린 및 BoD 를 활용한 인터랙션 방법은 이전 

연구에서 제안, 구현, 검증된 바 있다. BrailleTouch 

[12]에서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여섯 개의

손가락으로 분할된 스크린을 터치하여 점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했으며, ForceTap [13]에서는

일반 터치와 강한 터치를 가속도 센서와 같은 스마트폰

내부 IMU 센서로 구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BoD 인터랙션을 위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활용한 연구 [14]가 있었으며, 스마트폰의 IMU 센서 

및 마이크만을 활용한 연구도 있었다 [7]. 

위의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BoD 인터랙션이 즉각적 

VR 상황에서 스마트폰 외의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인터랙션 방법으로 소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3. 시스템 구조

3.1 시스템 구성 요소 

우리가 제안하는 TouchVR 시스템은 다음 4 가지 

논리적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 그림 4 에서 우리 

시스템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Feature Extractor (특징 추출기): 사용자가

터치하는 디바이스 후면의 여섯 구역을 감지하기

위해 시스템은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를

그림 3. TouchVR 에서 지원하는 BoD 인터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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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 특징 추출기는 하나의 time window에서 

총 239개의 특징을 추출하며, 최대값, 최소값과 

같은 시간 영역 특징 그리고 FFT(Fast Fourier 

Transform) 주파수 특징을 포함한다 (표 1). 이는 

BoD 인터랙션을 제안한 이전 연구 [7]을 

참고하였다. 

 SVM Classifier (SVM 분류기): 분류기는 특징

추출기로부터 239개의 특징을 받아 터치 된 구역을

추론한다. 분류기의 클래스는 L0 (왼쪽 상단), L1

(왼쪽 중간), L2 (왼쪽 하단), R0 (오른쪽 상단), R1

(오른쪽 중간), R2 (오른쪽 하단), Other로 총

7개다.

 Method Mapper (함수 매퍼), Method Caller

(함수 호출기): 함수 매퍼와 호출기는 모바일 VR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특정 기능(함수)과 터치

구역을 연결시킨다. 함수 매퍼에서는 VR 개발자가

특정 구역이 터치 되었을 때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함수

호출기에서는 특정 구역이 터치 되면, 개발자가

만든 정의에 따라 대상 함수를 호출한다.

3.2 시스템 제공 API 

시스템에서는 VR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다음과 

같은 4 가지의 API 함수를 제공한다 (표 2). 

registerMethod()는 특정 터치 구역에 Unity game 

object 의 함수를 등록하게 된다. 

unregisterMethod()는 터치 구역의 매핑을 해제한다. 

start()과 stop()은 시스템을 활성화/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된다. 

개발자가 TouchVR 시스템을 자신의 VR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출될 

함수를 터치 구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VR 

기반 비디오 플레이어에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해당 

플레이어의 개발자는 registerMethod()를 활용하여 

재생 관련 함수를 L0, 중지 관련 함수를 R0 등과 같이 

등록한다. 이 정보는 함수 매퍼에 의해 저장된다. 

이후 개발자는 인터랙션을 활성화/비활성화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 start(), stop()을 위치시킨다. 

start()가 호출되면 특징 추출기와 SVM 분류기가 

연속적인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여 터치 구역을 

추론하고, 함수 호출기가 함수 매퍼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터치 구역의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표 2. TouchVR API 

void registerMethod(int position, String 

objectName, String methodName); 

void unregisterMethod(int position); 

void start(); 

void stop(); 

표 1. 특징 추출기에서 추출하는 특징 [7] 

Feature 

Type 
Features 

Per-Axis Time 

Mean, Variance, 

Min, Max, RMS, 

derivative of RMS 

Per-Axis 

(Gyroscope) 
Time Min-Max ratio 

Per-Sensor Time Energy 

Per-Axis Frequency 

Energy of each bin 

(FFT, 31 bins), 

std of energy 

그림 4. TouchVR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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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현 및 결과

앞서 설명한 시스템 구조에 따라, 우리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TouchVR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FFT 를 

위해서는 JTransforms [16] 라이브러리를 활용했으며, 

분류기를 훈련, 검증, 사용하는 데에는 libSVM [15] 

라이브러리를 활용했다. 

4.1 데이터 수집 

분류기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가속도 

센서 및 각속도 센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그림 5). 센서의 

sampling rate 는 100Hz 로 설정하였다. 특징 추출을 

위한 time window 는 0.6 초로 설정하였다. 스마트폰 

기종은 Galaxy S10 을 사용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참여자 6 명 (여 2 

남 4)을 대상으로 11 번의 수집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한 세션은 각 구역을 약 150 번 일정하게 터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표 3 에서 참여자의 나이와 키에 

대한 통계를 보인다. 

4.2 모델 학습 및 성능평가 

그림 6, 그림 7 은 참여자 중 한 사람만의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와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분류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한 사람의 

데이터에서는 98.70%, 모든 사람의 데이터에서는 

70.61%의 성능을 보였다. 특히 모든 사람으로 훈련된 

분류기는 대체로 L1, L3, R1, R3 위치를 헷갈려 했다. 

이러한 추세는 BoD 인터랙션을 제안한 기존 연구 

[7]에서도 보였으며 사람마다 그립 방법, 터치의 세기

등이 다른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 개선

방향으로써 초기에는 다수 인원의 데이터로 훈련된

일반 모델을 사용하되,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 (personalized)된 

분류기를 학습시키고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참여자의 한 세션 데이터를 훈련에, 다른 

한 세션 데이터를 검증에 활용했을 때 96.03%의 

정확도를 보였으므로 구역당 약 150 번의 터치 

데이터만으로 개인화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4.3 예시 어플리케이션 구현 및 사용자 경험 

TouchVR 시스템의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모바일 VR 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360 도 비디오 

플레이어 어플리케이션을 예시로 제작하였다. 비디오 

플레이어는 재생, 일시정지, 이전 비디오, 다음 비디오, 

2 배 느리게, 2 배 빠르게로 총 6 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각 기능은 L0, L1, L2, R0, R1, R2 구역에 매핑되었다. 

그림 3 은 사용자가 각 L1, R0 구역을 터치했을 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터치 후 매핑된 함수가 잘 호출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시스템이 4 곳 (L1, L2, R1, 

R2)의 터치 구역을 많이 헷갈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입력을  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림 6. 한 참여자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 성능 

그림 7. 모든 참여자 데이터에 대한 분류기 성능 

그림 5. 데이터 수집 어플리케이션 

표 3. 참여자 (총 6 명) 정보 

평균 최소 최대 

나이 24.33 22 28 

키 (cm) 169.75 157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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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에서 보이는 분류기의 성능 추세와 비슷한 

양상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화된 분류기를 개선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5. 고찰: 시스템의 미래 활용성

본 섹션에서는 근미래에 우리 TouchVR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한다. 

5.1 주식 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활용성 

주식 거래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제한적인 화면 크기 때문에 주식 차트를 한 번에 

하나씩만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즉각적 VR 경험을 통해 

넓은 화면으로 투자 중인 여러 종목의 차트를 동시에 

보는 것이 가능해져 사용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특히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식 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매수, 매도와 같은 기능을 

즉각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TouchVR 

시스템은 이러한 기능을 터치 구역에 매핑하여 신속한 

입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2 시각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활용성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디스코드,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인스턴스 메시징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러한 메시징 서비스 사용에 즉각적 VR 을 

결합하여 아바타 기반의 몰입감 있는 소셜 인터랙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여기서 사용자는 대화 내용에 따라 자신의 아바타에서 

웃는 표정, 박수 등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 TouchVR 시스템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반응들을 터치 구역에 

매핑하여 아바타의 지연 없는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즉각적 모바일 HMD 환경에서 BoD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TouchVR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에 TouchVR 시스템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보였으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여섯 구역의 터치 

구역을 추론하는 분류기는 개인 데이터에서 98.70%, 

전체 데이터에서 70.61%의 정확도를 보였다. 제안된 

TouchVR 시스템은 근미래의 즉각적 VR 경험에서 

풍부한 인터랙션 경험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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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됨에 따라 

기업들은 친환경 광고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광고의 
차별성은 브랜드 전략 수립에 있어 주요 경쟁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웹광고 이미지의 

색채와 연상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탁세제 
중 합성 및 친환경 제품을 비교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색채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연상 어휘에 

따른 배색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세제 이외의 합성 및 
친환경 제품의 웹광고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웹광고, 친환경, 색채 이미지, 연상 형용사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또한, 실제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기업들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고객의 환경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1].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 
시장에 맞는 차별화된 웹광고는 주요 경쟁 요소가 
되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광고는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이다[2]. 특히,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인식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는 브랜드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3]. 따라서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인식하는 만큼, 

브랜드는 차별화된 광고를 설계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미지의  시각적 요소 중 색채를 다른 감각기관보다 
빠르게 인식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웹광고의 

색채가 어떠한 이미지의 형용사를 연상시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합성세제와 친환경 세제의 웹광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색채 분석을 통해 연상 어휘에 

따른 적합한 배색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본문  

2.1 광고 이미지와 색채 이미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판매 제품을 소비자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광고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인지도와 방법이자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4]. 광고 
소구에서는 크게 언어적과 비언어적 소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비언어적 소구는 이미지 사용을 통해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적 

소구는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전달력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언어적 
요소보다는 시각적 요소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그중 색채는 시각적으로 다른 
형태보다 빠르게 인식되고, 더 오래 기억에 남으며 
전체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고에서 사용되는 색채는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6]. 또한 색채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색채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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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빨간색은 분노, 흥분, 열정을 의미하며, 
녹색은 평화와 평온함을, 노란색은 행복, 믿음, 

쾌활함, 파란색은 평온, 안전, 편안함을, 회색은 슬픈, 
우울을 의미하며, 하얀색은 순수함, 깨끗한 이미지를 
전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Hanada (2018)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간 차이에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연구되었다[7]. 따라서, 기업은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색채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2 웹광고와 색채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비대면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웹광고의 노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디지털 매체와 웹광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웹이라는 특성상 순간에 사용자의 
시선을 끌어 이미지 전달을 해야 하므로 시각 
이미지의 표현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웹광고의 색채가 빠른 구매를 유도하며 색채에 따라 
광고에 대한 태도 및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색채는 개인의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느낌, 

의미가 달라진다. 기업들은 제품의 패키지나 광고를 
디자인할 때 색채의 조화를 디자인적 측면에서 
중시하며,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명도와 

채도를 집중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색을 사용하더라도 색채의 조화, 명도, 채도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은 다르며, 함께 보여지는 색채의 

조화를 통해 사람들은 유쾌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8]. Bottomley & Doyle(2006)은 색채마다 
제품 및 광고에 어울리는 적합한 이미지가 존재하며, 

녹색-노란색 조합은 청결한 느낌을 주는 기능성 
제품(예: 비누)과 적합하고 파란색 또한 기능성 
제품에 더 적합한 색채임을 밝혔다[9]. 이와 반대로 

빨간색은 초콜릿이나 향수, 도로 건설과 같은 모든 
대중이 혜택 받는 사회적 산물에 어울리는 색채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를 통해 

색채에서 전해지는 일반적인 색채의 연상언어를 
파악하였다. B(파랑)는 평화, 냉정, 부드러운 등을, 
PB(남색)는 차가움, 고독, 불안 등을 의미하며,  

G(녹색)는 건강, 안전, 친환경 등을, GY(연두)는 산뜻, 
자연적, 안정을 의미한다. Chen(2010)에 따르면, 
색채가 사용되고 있는 비율과 색채의 조화에 따라 

전하는 의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은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 색채를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10]. 따라서 웹광고 디자인은 소비자가 
웹광고의 메시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의 

이미지 전달을 위한 색채 디자인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3. 연구 방법 

3.1 색채 분석  

정보네트워크 기술과 비대면 활동의 증가세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많은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오프라인 환경보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 층이 
폭넓은 생활 필수품 중 세탁세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그중 합성세제와 친환경세제의 웹광고 

이미지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브랜드는 
총 10개로, 이 중 합성세제는 ‘닐슨 조사 주요 품목에 
대한 세탁세제 판매 리스트 TOP 5’를 기준으로 5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친환경세제는 닐슨 코리안 
클릭에서 각 모바일 앱과 PC 이커머스 이용자를 
기반으로 판매량이 높은 브랜드 20 개 중 공통적인 

5개 브랜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품의 이미지가 포함된 웹광고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연상 이미지 분석을 위한 형용사 선정은 

각 브랜드의 웹광고에 사용된 언어에서 형용사를 
추출하고, 국어국문전문가의 정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합성세제 형용사군은 총 8개, 친환경세제 

형용사군은 총 15개를 선정하였다. 색채 분석은 한국 
표준색 색채분석 프로그램(KSCA)으로 분석하였으며, 
웹광고 이미지를 RGB 값으로 색채를 추출한 후,  

이를 먼셀 색 체계인 Hue(색조), Value(명도), 
Chroma(채도) 값으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웹광고 이미지의 색채 분석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모자이크한 뒤 색채를 추출해 분석하였으며, 면적 

비율이 2% 이하인 색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2 설문 조사  

본 연구는 선정된 브랜드의 웹광고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연상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 연령대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자극제는 선정된 
10개의 브랜드를 기준으로 각 브랜드에서 대표하고 
있는 대표 상품의 웹광고 이미지를 수집 분석하였다. 

웹광고 이미지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살펴보기 위해 
각 브랜드 사이트에서 보이는 메인 웹광고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웹광고 이미지의 연상 언어를 

설문하기 위해 이미지에서의  형태, 레이아웃, 타이포 
등을 통제하는 작업을 하였다. 설문의 자극물은 각 
웹광고 이미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채의 비율을 

면적별로 분석하여 웹광고와 가장 유사한 배치 및 색 
비율을 재구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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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제의 제시 순서를 모두 다르게 설정하여 각 
브랜드 웹광고 이미지의 배색 이미지를 제시하고, 

21 가지 연상 형용사에 대해 7 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가 하였다. 

 

4. 결과 

4.1 색채 분석 결과  

전반적인 색채 사용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합성세제와 친환경세제 별로 각 웹광고 이미지에서 
면적 비율이 2% 이하인 색을 제외하여 

분석하였다(표 1, 표 2). 그리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색들의 분포도를 한국 산업 기준인 
먼셀을 기준으로 색조에 따른 색상환과, 명도, 채도에 

따라 시각화 하였다(표 3). 색채 팔레트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반적으로 합성세제는 친환경 
색채의 색채 분포와는 다르게 여러 색조와 보색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세제의 색상환 
분포도는 10R에서부터 10PB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그중 B(파랑), PB(남색)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명도와 채도의를 살펴보았을 때, 합성세제는 
저명도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채도와 
고채도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친환경세제는 색상환의 중심부에 몰려 
있었으며 주로 5Y 에서 10G 에서의 G(녹색), 
GY(연두)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중명도와 

고명도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노란색-초록색 조합과 
파란색이 비누와 같은 기능성 제품에 적합한 

색채임을 문헌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합성세제 웹광고 색채는 제품의 특성에 적합한 

범위에서 활용 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표 1 합성세제 웹광고 이미지 색채 분석 

합성세제  

브랜드 리큐 

웹광고 색채 값 
 

 

색채 R G B H V C 비율 (%) 

 208 231 236 4.59B 8.93 1.97 67.55% 

 69 188 220 5.24B 6.99 8.20 26.55% 

 29 48 88 5.70PB 3.93 10.21 3.58% 

색채 분포도  

색상환 색상면 

  
배색 띠   

 

브랜드 엑츠 

웹광고 색채 값 

 
 

 

 

색채 R G B H V C 비율 (%) 

 187 202 210 9.41B 7.95 1.99 38.50% 

 0 73 152 5.77PB 3.07 11.78 31.80% 

 51 71 114 5.730B 2.90 6.40 14.62% 

 217 66 54 7.19R 4.89 14.72 8.91% 

 92 156 184 7.57B 6.00 6.03 4.24% 

색채 분포도  

색상환 색상면 

  
배색 띠   

 
브랜드 테크 

웹광고 색채 값 
 

 

색채 R G B H V C 비율 (%) 

 240 106 34 0.81YR 5.91 14.60 44.44% 

 240 154 31 7.17YR 6.94 12.26 42.73% 

 48 63 149 7.07PB 2.88 12.38 6.18% 

 52 42 84 9.51PB 1.79 6.50 3.44% 

색채 분포도  

색상환 색상면 

  
배색 띠   

 
브랜드 퍼실 

웹광고 색채 값 
 

 

색채 R G B H V C 비율 (%) 

 227 227 227 5.90P 8.94 0.03 82.22% 

 75 167 72 9.99GY 6.00 10.19 7.40% 

 232 196 93 3.27Y 7.95 8.08 5.13% 

 51 108 68 1.53G 3.97 5.91 3.14% 

색채 분포도  

색상환 색상면 

  
배색 띠   

 
브랜드 다우니 

웹광고 색채 값 
 

 

색채 R G B H V C 비율 (%) 

 218 228 237 2.28PB 8.93 1.92 54.93% 

 55 95 163 5.68PB 3.93 10.21 26.16% 

 44 157 214 .20PB 5.99 10.02 15.44 

 34 41 110 7.01PB 1.81 10.64 3.33% 

색채 분포도  

색상환 색상면 

  
배색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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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친환경세제 웹광고 이미지 색채 분석 

브랜드 슈가버블 

웹광고 색채 값 

 

 

색채 R G B H V C 비율 (%) 

 232 226 225 5.57R 8.95 0.65 92.93% 

 104 194 96 .01G 6.99 10.4 2.67% 

 89 99 86 8.52GY 3.95 1.56 2.17% 

 172 181 68 2.08GY 6.99 8.01 2.02% 

색채 분포도  

색상환 색상면 

  
배색 띠   

 
브랜드 프로쉬 

웹광고 색채 값 
 

 

색채 R G B H V C 비율 (%) 

 145 218 136 .04G 7.98 7.87 68.23% 

 202 234 221 9.31G 8.93 1.95 19.70% 

 124 217 196 2.68BG 7.97 6.10 8.22% 

 0 85 40 .86G 2.99 7.41 2.20% 

색채 분포도  

색상환 색상면 

  
배색 띠   

 
브랜드 생활백서 

웹광고 색채 값 
 

 

색채 R G B H V C 비율 (%) 

 233 225 223 7.65R 8.93 0.83 97.74% 

 49 49 49 .61P 1.80 0.01 2.26% 

색채 분포도  

색상환 색상면 

  
배색 띠   

 
브랜드 네이쳐러브메레 

웹광고 색채 값 
 

 

색채 R G B H V C 비율 (%) 

 192 172 122 3.32Y 6.99 4.05 39.26% 

 217 198 147 2.36G 7.32 6.25 35.10% 

 52 79 20 6.24GY 2.89 6.37 16.45% 

 129 157 86 6.14GY 6.00 6.05 7.25% 

색채 분포도  

색상환 색상면 

  
배색 띠   

 

브랜드 쑥소쿰 

웹광고 색채 값 

 

 

색채 R G B H V C 비율 (%) 

 227 227 227 5.90P 8.94 0.03 82.82% 

 76 104 68 8.70GY 3.97 4.19 8.09% 

 155 186 42 4.71GY 6.99 9.99 5.51% 

 122 160 61 6.16GY 6.01 8.16 3.57% 

색채 분포도  

색상환 색상면 

  
배색 띠   

 

 

표 3색채 분석 결과 

분포도 분석 

색상환 분포도 (왼쪽: 합성세제, 오른쪽: 친환경세제)  

 
색상면 분포도 (왼쪽: 합성세제, 오른쪽: 친환경세제)  

 
 

표 4색채 팔레트 

색채 팔레트 

구분 웹광고 이미지 색채 

합성 
세제 

       
#BDD5DB #4DA6C7 #131E42 #ABBDC6 #163587 #26345E #D1312E 

       
#5A88A6 #EA542B #EC8735 #C7D7E3 #1E357F #3572C2 #18185A 

      
 

#212A82 #251E42 #DBDCDB #499D3C #E5B751 #2C5C34 

친환경 
세제 

       
#E8E1E1 #68C560 #5B625C #B0B354 #92DA88 #CDEED9 

      
#7BD8C5 #235528 #E7E1DF #232323 #9AB939 #79A03E 

      
#BDAD80 #D8C799 #4C6935 #68824E #E2E3E2 #4B6743 

 

4.1 설문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는 53 명 이었으며,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를 사용하였으며, 합성세제(0.876%), 
친환경세제(0.913%)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대 

기준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합성세제와 친환경세제에 사용한 광고문구의 
형용사 21 개 중 각 변수 평균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대응표본 t-test 를 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결과 합성세제와 친환경 
세제의 각 21 개의 형용사 중 ‘향긋한’, ‘적합한’, 

‘상쾌한’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세제 광고에 사용된 색채를 통해 
소비자가 연상하는 어휘를 살펴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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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세제의 웹광고에서는 ‘강력한’이 4.16 점, 
‘특별한’은 3.97 점, ‘새로워진’은 3.95 점, ‘깊은’은 

합성 세제 3.91 점, ‘다양한’은 합성세제 3.93 점, 
‘엄격한’은 3.83 점, ‘뛰어난’은 3.57 점순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친환경세제의 웹광고에서는 ‘자연친화적인’이 4.32점, 
‘말끔한’ 4.43점, ‘안전한’은 4.41점, ‘착한’은 4.32점, 
‘깨끗한’은 4.23 점, ‘건강한’은 4.17 점, 

‘산뜻한’은 4.14, ‘부드러운’은 4.12 점, 
‘믿음직스러운’은 3.94 점, ‘싱그러운’은 3.93 점, 
‘소중한’은 3.54 점 순으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구체적으로 제품군에서 살펴 
보았을 때, 리큐는 ‘상쾌한’, 다우니와 생활백서는 
‘깨끗한’이 가장 높았으며, 액츠, 테크는 ‘강력한’이, 

슈가버블, 네이쳐러브메레, 쑥소쿰, 프로쉬는 
‘자연친화적’이 가장 높았으며, 퍼실은 ‘다양한’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5합성세제와 친환경세제 인식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강력한 
합성세제 4.16 1.92 

11.874 .000* 
친환경세제 2.31 1.52 

상쾌한 
합성세제 3.60 1.66 

1.108 .268 
친환경세제 3.44 1.82 

깨끗한 
합성세제 3.62 1.62 

-4.194 .000* 
친환경세제 4.23 1.79 

깊은 
합성세제 3.91 1.70 

4.515 .000* 
친환경세제 3.28 1.56 

특별한 
합성세제 3.97 1.60 

4.682 .000* 
친환경세제 3.32 1.65 

새로워진 
합성세제 3.95 1.60 

3.089 .002* 
친환경세제 3.51 1.75 

향긋한 
합성세제 3.00 1.48 

-1.689 .092 
친환경세제 3.23 1.71 

다양한 
합성세제 3.93 1.67 

7.914 .000* 
친환경세제 2.86 1.54 

자연친화적인 
합성세제 3.17 1.53 

-9.249 .000* 
친환경세제 4.55 1.97 

착한 
합성세제 3.20 1.49 

-8.410 .000* 
친환경세제 4.32 1.65 

싱그러운 
합성세제 3.24 1.51 

-4.873 .000* 
친환경세제 3.93 1.81 

믿음직스러운 
합성세제 3.55 1.51 

-2.964 .003* 
친환경세제 3.94 1.63 

소중한 
합성세제 2.98 1.48 

-4.245 .000* 
친환경세제 3.54 1.62 

적합한 
합성세제 3.64 1.57 

-.996 .319 
친환경세제 3.77 1.57 

엄격한 
합성세제 3.83 1.81 

6.839 .000* 
친환경세제 2.83 1.64 

건강한 
합성세제 3,47 1.48 

-5.080 .000* 
친환경세제 4.17 1.75 

뛰어난 
합성세제 3.57 1.60 

3.197 .001* 
친환경세제 3.14 1.58 

부드러운 
합성 세제 2.90 1.45 

-9.091 .000* 
친환경세제 4.12 1.70 

안전한 
합성세제 3.53 1.54 

-6.807 .000* 
친환경세제 4.41 1.54 

말끔한 
합성세제 4.03 1.66 

-2.935 .003* 
친환경세제 4.43 1.61 

산뜻한 
합성세제 3.61 1.85 

-3.325 .001* 
친환경세제 4.14 1.88 

*p<.05 

 

5. 결론 

본 연구는 웹광고에서 색채의 이미지전달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합성세제와 친환경세제 웹광고에 
활용된 색채를 분석하고 소비자 설문을 통해 

연상언어를 알아보았다. 연구분석결과 합성 세제의 
웹광고에서는 고명도, 고채도의 색채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강력한’, ‘특별한’, ‘새로워진’, ‘깊은’, 

‘다양한’, ‘엄격한’을 연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친환경세제는 중명도, 저/중채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말끔한’, ‘안전한’, ‘착한’, 

‘깨끗한’, ‘건강한’, ‘산뜻한’, ‘부드러운’, 
‘믿음직스러운’, ‘싱그러운’, ‘소중한’을 연상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계열의 색채를 사용하더라도 

명도와 채도, 배색 및 색면 구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미지는 다르게 전달 될 수 있다. 전체적인 
웹광고 이미지를 살펴 보았을 때, 합성세제는 주로 

B(파란), PB(남색)의 배색을 사용하였으며, B(파랑), 
R(빨강)의 근접 보색 배색, YR(주황색)과 남색(PB)의 
배색을 사용하여 세제의 특성인 ‘강력한’, ‘상쾌한’, 

‘깊은’등을 연상할 수 있는 배색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친환경세제의 웹광고의 경우 최다면적이 
회색조를 뛰고 있는 웹광고도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녹색계열의 배색을 통해 소비자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색의 
배색은 G(녹색) 안에서의 명도 채도의 차이를 

주었으며, 저채도, 저명도의 인접색 배색을 사용하여 
친환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강한’, ‘부드러운’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며, 저채도, 고명도의 Y(노랑), 

G(녹색)의 갈색계열 색채는 건강한, 편안한을 연상 
시키며, 고명도와 저명도의 GY(연두)의 배색을 통해 
친환경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명도차가 큰 

무채색의 배색은 무채색에서 전달되는 무기질, 
깨끗한, 산뜻한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 
웹광고 디자인에도 적합한 배색이며 ‘자연친화적인’, 

‘깨끗한’, ‘안전한’등과 같은 어휘를 연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합성세제의 
웹광고는 주로 보색의 배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환경세제의 웹광고는 유사색으로 배색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본 연구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상 어휘에 따른 배색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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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한’은 B(파랑), PB(남색)의 계열 중 밝은 
파랑계열을 주조색으로, 저채도 고명도의 남색을 

강조색으로 하는 동일계열 배색을 통해 연상할 수 
있으며, ‘깨끗한’은 PB(남색)에서의 흰색과 파랑을 
유사 비율로 배색하거나, 무채색의 배색 중 밝은색을 

주조색으로 블랙을 강조색으로 배색할 때 연상할 수 
있으며, ‘강력한’은 B(파랑), PB(남색)의 푸른색 
계열의 주조색에서 R(빨강)을 강조색으로 사용한 

배색과 YR(주황) 색조의 주조색에 보색인 
PB(남색)의 푸른 계열을 강조색으로 배색할 때 
연상시킬 수 있다. ‘자연친화적인’은 밝은 회색을 

주조로 G(녹색), GY(연두) 계열을 강조색으로 
하였을 때나, 채도가 낮은 동일톤의 배색으로 색상은 
Y(노랑), G(녹색)의 유사색으로 배색하였을 때나, 

혹은 G(녹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저채도와 고명도의 
G(녹색)을 강조색으로 유사색 배색할 때 연상할 수 
있다. ‘다양한’의 경우 회색과 흰색 계열을 주조색과 

Y(노랑), G(녹색) 계열의 저채도 고명도를 
강조색으로 사용할 때 연상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연상 어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다면적을 

차지하는 색의 영향 보다는 색조화에 따른 배색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어휘를 연상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따라서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 뿐 아니라 

색의 배색 또한 고려하여 제품의 특성에 맞게 웹광고 
디자인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웹광고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미지에 대한 연상 언어를 

살펴봄으로써 제품을 차별화하고 제품 이미지를 
전달하는 색채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세제 이외의 

합성 및 친환경 제품의 전략적인 웹광고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수의 연구 
대상자 수와 웹 광고 분야에 한정되어 향후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고 웹광고 이미지 뿐만 아니라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확보해 배색과 그에 
따른 연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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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advent of cryptocurrency, digital art is in the 
limelight with its inherently collectible medium. At the same 
time, craftsmanship is considered obsolete and less pursued in 
the art scene. But the concept of craftsmanship is worth 
reconsidering and redefined in the context of digital arts. NFT 
technology may protect the original artworks, but there still 
needs to be more standards in evaluating digital artistry. In 
this paper, we discuss a methodology to reconsider the value 
of craftsmanship in code-based digital art and reflect it as an 
evaluation element of contemporary art.  

Keyword 

NFT Arts, Craftsmanship, Sustainability, Art and 
Technology, Digital Medium, New Media Art. 

1. Introduction 

In the history of Arts, Craftsmanship took a 
significant role as an assessment base. For most of 
the time in art history, craftsmanship embodies a 
spirit of one's perpetual aspiration to reach its Zenith 
through iterative practice in their specific fields. 
Contemporary art pursues the inherent philosophical 
values and expression of meanings in an artwork as 
a higher value among all. Therefore, applied art 
which considers practical purpose and usability, has 
been depreciated by its increased practicality and is 
considered less artistry. Historically, craftsmanship 
has been an inseparable element for much of the time 
in art that began with the origins of mankind. 
However, the definition of "fine art," which excludes 
the use and function of creations in artworks, and 
the emphasis on the purity of art are relatively short 
periods in the entire art history. 

The meaning of the word ‘craftsmanship,’ 
the high ability of the technology to handle the 
material, was an element that could evaluate the 
completeness and value of the artwork. Since the 
word ‘Art’ came from the Latin word ‘Ars,’ which is 
‘Techne’ in Greek, to create an ideal shape and 
aesthetical perfection with human hands, artists 

practiced endless iteration with their medium. In 
addition, the study of new expression methods 
through the use and processing of various mediums 
was a cutting-edge technology of the time, and 
artists had to build multidisciplinary knowledge in 
various fields. This accumulated knowledge makes 
the artwork deliver sublime beauty with the cohesion 
of intangible elements in the spirit of craftsmanship. 
However, after the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photography, this craftsmanship was not evaluated 
more than a method of expression using mediums. 
Instead, it was devalued as a decorative element that 
hindered the transmission of the meaning and 
philosophical expression the artist wanted to convey. 

In the 19th century, a significant attempt 
was made to resurrect the spirit of Craftsmanship. 
The Arts and Crafts movement of the 19th century 
was a large-scale art trend starting in the British Isles 
and spreading to continental Europe and America 
later (Kaplan et al., 2004). The early phase of this 
movement valued clear utopian thinking and strong 
propositions against the mass production and 
degraded labor conditions endemic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Also, it was devoted to the defense of 
craftsman values and the pursuit of nature and a 
better society besides aesthetical expression. Harlow 
et al. (2013) mentioned that understanding past 
utopian themes could help us manage the cor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lated tools (Chen et 
al., 2022). However, in the current art, which uses 
computers and machines beyond the traditional 
medium, Craftsmanship is still an additional factor 
that constitutes the art, and the artist's excellent 
technical capabiliti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evaluation of the art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evaluate the ripple effect derived 
from the use of technology in artworks and its' 
completeness, along with the value of traditional ar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ase of the expression of 
Craftsmanship in existing artworks and studi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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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raftsmanship that can be applied to present 
and future digital art. 

 

2. Craftsmanship in Digital Medium 

The Arts and Crafts movement was inspired 
and led by the social reformer and designer William 
Morris. As part of the Arts and Crafts movement, he 
designed several wallpapers, and ‘Trellis’ is the most 
represented piece (see Figure 1). 

 

 

Figure 1. “Trellis” (1862) The first, specialized wallpaper 
design by the firm Morris, Marshall, Faulkner & Co. 

 

“Nothing should be made by man's labour 
which is not worth making, or which must be made 
by labour degrading to the makers.” 

 

William Morris has left many wise sayings in his 
lifetime, but his thoughts on labor express the 
essence of Craftsmanship. Through the movement, 
he has emphasized how labor can be aesthetics. The 
spirit of Craftsmanship has commenced from 
concentrated labor, and the notion can also be found 
in Digital arts. In Digital arts, technology appears on 
many levels, from simple digital painting to highly 
advanced programming skills. In the context of 
digital arts, the concept of Craftsmanship could be 

revised as an artist’s technological skills to build an 
exquisite algorithm that glues the medium and the 
addressing philosophical idea.  

Compared to the artists who build their art 
on top of some open-source codes, digital artists are 
technically skilled in their programming language. 
They have their methodology to design delicat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esented technology and 
address the message of their work. Digital arts have 
received negative reviews on the way they threaten 
their technology as a medium and even as the work 
by itself. 

 

Figure 2 Computer Graphics, Vera Molnar, 1979. Ars 
Electronica Festival, Ars Electronica. 

 

Lev Manovich (2001) divided art world in 
two area, Duchamp land and Turing land, by saying 

 

 “I will refer to art world – galleries, major 
museums, prestigious art journals – as Duchamp-
land, in analogy with Disneyland. I will also refer to 
the world of computer arts, as exemplified by ISEA, 
Ars Electronica, SIGGRAPH art shows, etc. as 
Turing-land.” 

 

The computer graphic designed by Vera Molnar in 
1979 shows the attempt to treat technologies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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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medium of art in early Digital arts (see 
Figure 2). He mentioned that those working with 
digital art often debate another convergence, the 
convergence between the art and computer art 
worlds. He concluded that this particular 
convergence would not happen. He insisted that 
what we should not expect from Turing-land is an 
art that will be accepted in Duchamp-land. 
Duchamp-land wants art, not research into new 
aesthetic possibilities of new media. The technology 
presented in the art scene confronts and foregrounds 
the fundamental nature of computer technology. 
When computers don't work at a computer art show, 
the artists and the audience always treat this fact 
with horror. However, they are present at an 
industry demo – instead of taking this as a 
wonderful Dada-like accident (Lev et al., 2001). We 
know how the audience got shocked when Duchamp 
first revealed his most famous artwork, 'Fountain,' in 
1917 (see Figure 3). 

 

 

Figure 3 Image of Marcel Duchamp's Fountain, 1917, via 
Wikimedia Commons. 

 

The artists and audience sometimes need 
clarification about the technology in digital arts with 
that in the computer industry. Technology in the 

context of art has its ontology, which can be 
appreciated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craftsmanship in the digital medium. It is hard to 
separate technology from aesthetics when treated 
with craftsmanship. In digital arts, technology could 
be considered the originality of the artwork by itself 
when the medium is the method, as most digital arts 
are. To incarnate the art's accurate shape and 
embody its thesis, artists must process a considerable 
amount of practice to be dexterous in their medium 
as artisans do. With its revised concept, the virtue of 
craftsmanship is one of the aesthetic essences to 
appreciate in digital arts. 

 

3. Aesthetics of Digital Mechanism 

With the advent of cryptocurrency, digital 
art is in the limelight with its inherently collectible 
medium, while still Craftsmanship is considered 
obsolete and less pursued in the modern art scene. 
But the concept of Craftsmanship could be one of 
the aesthetic points to assess the value of the art 
when it’s redefined in the context of digital arts. 
NFT technology may protect the original artworks, 
but there are still obscure standards in the artistry 
aspect of digital arts. To applicate Craftsmanship as 
a new assessment value, regarding aspects should be 
chosen beside the industrial technology index. The 
NFT project “Merge” by Pak can be a good reference 
to consider the regarding aspects of Craftsmanship in 
digital medium with its dexterous codes and dynamic 
networks. 

 

Figure 4 image of "The Merge" by Digital artist Pak from 
niftygateway,2022.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1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1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The NFT artwork “Merge” is the most representative 
digital art piece with a robust methodology to state 
its thesis with a powerful algorithm. 
(https://www.niftygateway.com/collections/pakmer
ge) The Merge is a dynamic on-chain NFT with a 
unique token mechanism called ‘merge.’ The images 
of this NFT collection are simply circles of different 
sizes, representing different masses. Each account can 
only own one NFT in this collection. If you own an 
NFT and purchase another one, two NFTs will 
merge into one, with their masses added together, 
and the circle grows (Sicong et al., 2022).  

 

 

Figure 5 Pak's java script codes for the Merge, 2022. 

 

This unique mechanism is hidden in 
the _merge function in the algorithm code of the 
Merge (see Figure 4). The contract checks if the 
recipient address already owns a token when 
transferring a token. If so, it will trigger 
the _merge function. This _merge function is just a 
part of Pak's algorithm for the whole network in the 
project, but at the same time, it is the system's core 
function that creates the powerful concept of its 
concept (see Figure 5). The Merge is an excellent 

reference to how exquisite technology can present 
the solid thesis of the art piece. Even when the visual 
result is simple and nothing much more than a white 
sphere interactively changes its size, the Merge has 
been recognized by people for its high-priced value 
in the market. Some might insist that visual 
aesthetics should be appreciated primarily in digital 
arts. Still, the audiences can instead value and pursue 
the sublime aggregate of labor and intangible 
elements of craftsmanship over aesthetical expression. 
The Merge could easily be seen as a unique 
mechanism of cryptocurrency in the name of NFT. 
Still, in Morris's perspective, Pak's craftsmanship 
with the NFT algorithm as a medium highlights the 
aesthetics of the Merge as digital artwork. 

 

4. Subjective of Artistic Creation 

The ‘Generative Arts’ are appreciated by 
present audiences and critiqued as the most 
proceeding kind among all types of digital arts 
because of the artificially created visual aesthetics. 
However, the AI-generating system takes away the 
autonomy of the artists, and that fact makes the 
audiences feel less creativity and more randomness 
about the artwork. Apart from AI generative arts, 
Craftsmanship in digital arts can present the evident 
autonomy of the artists. By witnessing the artists' 
considerable efforts to build their complicated 
intentions one by one in the digital space with their 
language, the audience could be linked to the artists 
closely enough to appreciate their creativity and 
autonomy in the artwork. 

The 'Generative Art' is a software package 
produced in the R language that creates images 
through changes in thousands of points. 
(https://katharinabrunner.de/generativeart/) The 
position of every single point is manipulated by a 
formula, which has random parameters (see Figure 
6). Due to the random parameter, the operation or 
data entered by the software user completes different 
results. The 'Generative Art' can produce visible 
results through the help of software, even if anyone 
is without experience in creating art. However, in 
this process, the artist's autonomy is not considered 
to exist, which raises questions about who the 
subject of creation is. Even if the user who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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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sual result through 'Generative Art' by their 
manipulation control and data input, the visible 
result still follows the style and structure of 
'Generative Art', and the creator of the creation can 
be considered as still the person who developed and 
distributed the software. In this case, the user who 
derives the result using the software is used as an 
element in artistic creation, not an artist. This matter 
of subjectivity of art creation is a critical issue to be 
considered in the field of fine art in the present and 
future, where artistic creation is gradually possible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gure 6 Katharina Brunner, Generative Arts, 2022. 

 

5. Conclusion 

Digital arts in virtual spaces have been more 
prominent in economic values, such as 
cryptocurrency, than artistic values. However, to 
create sustainable and valuable artwork in the digital 
area, the artist's autonomy and creativity should be 
included so that the audience can build a solid bond 
with the artwork and the artist to appreciate it as an 
art piece. The evaluation of digital artwork should be 
complicated in a way that requires the audiences to 
do a further sociological and semiotic analysis of the 
digital elements in the artwork. Suppose the 
audiences witness the sophisticated algorithm 
between the multi-dimensional level of its network 

through this intervention. In that case, they will 
instinctively appreciate the craftsmanship through 
the artist's mastery as well as the elaborated structure 
of the work. This new aesthetic pierces through the 
value of the concentration of noble labor, which was 
the core value of the 19th century's arts and crafts 
movement.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the invisible 
process in which artists carve their intentions one by 
one on the digital medium, artists can represent the 
craftsmanship of digital art. This new aesthetic point 
presents a meaningful standard for appreciating 
digital art and redeems the aesthetic evaluation 
criteria of digital art, which still needs to be clarified. 
In this study, we present two factors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the artistic value of digital art and its 
creator. 

First, digital art's evaluation should be made 
with expressive results that can be appreciated on the 
surface and with the structural beauty of the internal 
driving mechanism. Since the sensory representation 
of a digital work of art is like a complex conceptual 
sculpture of numerous gears through an internal 
algorithm, the craftsmanship of a digital media artist 
can be expressed inside this algorithm. 

Second, in evaluating the value of digital art 
cre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o is the 
subject of the artistic creation. It is not about 
excluding artists who efficiently create artwork using 
new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without 
sufficient philosophical development and 
consideration of art. Rather, the creator of the 
platform or software, which can be used as a tool for 
artistic creation and has created a unique style, 
should be evaluated as an artist. 

By looking at the inside algorithm or 
mechanism of digital artwork, we can be found a 
new aspect of artistic value in digital artworks 
beyond the representation of a single sensory. Since 
the complexity and creativity of the invisible internal 
structure can be evaluated as the artists' 
craftsmanship, this study's attempt could widen the 
aesthetical points of view in appreciating digital arts. 
At the same time, it could deepen the artists' 
thoughts on how they treat their technology as a 
medium of craftsm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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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밀폐형 가상현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들에 비해서 

안경 형태의 스마트 글라스의 착용 불편함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최근 일반 소비자용 

스마트 글라스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 연구는 스마트 글라스 착용 시 

유발되는 불편함 항목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6 명의 

피험자가 Nreal Air, Vuzix Blade 두 제품을 24분동안 

연속적으로 착용하면서 사전에 도출해낸 6 가지의 

불편함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후 착용 

초기 (0 분), 착용 중간 (12 분 후), 착용 마감 직전 

(24 분 후)의 시점에서의 항목 별 점수들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착용 24 분 후의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시간에 따른 불편함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눈 

피로감’과 ‘어지러움’ 항목에서 0 분과 12 분에서의 

점수와 0 분과 24 분에서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했다. 

또한, 제품별로 점수들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항목에 차이가 있었으며, 동일한 관계라도 계수의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 결과는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의 스마트 글라스의 착용성 평가 및 개선 

연구에 활용되어 평가의 효율성과 정확성,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た 

웨어러블 디바이스 (Wearable Device), HMD (Head-

Mounted Display), 스마트 글라스 (Smart Glasses), 

불편함 

 

1. ⯇⌋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기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작되어 

왔다. 그 중 머리에 착용하여 주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및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환경을 구축하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head-

mounted display, HMD)가 빠르게 확산되어 왔고, 

이러한 인터페이스 사용 시 어지러움, 눈 불편함, 머리 

눌림 등의 불편함이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Yan 등 

(2018)은  VR headset 의 무게가 사용자의 불편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1], Guo 등 (2018)은 

연속적/불연속적으로 HMD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시각적 피로를 보고하였다 [2].  

안경형 ‘스마트 글라스 (Smart Glasses)’ 역시 

HMD 에 속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며, 일반 

안경과는 다르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는 물론 소형 카메라, 배터리 등이 탑재되어 

있고, 전면부가 투명 혹은 반투명이어서 평상시 착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스마트 글라스는 다른 

HMD와 마찬가지로 일반 안경에 비해 무게가 무겁고 

소형의 디스플레이가 눈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신체적 혹은 시각적 불편함이나 

어지러움 등의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일상 

생활의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착용 후 시간에 

따라 불편함이 감소 혹은 증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최근 일반 소비자를 위한 안경형 스마트 글라스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인간공학적 착용감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스마트 글라스 제품을 착용했을 때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의 항목을 도출하고, 이러한 불편함 

항목들이 착용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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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1 ㋇㼳 ㋀➟ 

본 연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서로 다른 형태의 

최신 스마트 글라스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 제품 두 

가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두 제품은 중국의 Nreal 사의 

Nreal Air (NR-7100RGL)와 미국의 Vuzix 사의 

Vuzix Blade (2AA9D-494)이다 (그림 1). Nreal 

Air 는 82.5g 이며 양 렌즈에 반투명 반사형 

디스플레이가 있고, Vuzix 제품은 100.2g 이며 우측 

렌즈에 소형 투명 투사형 디스플레이가 있다. 

Nreal Air 는 내장된 배터리가 없고 스마트폰과의 

유선으로 연결되어 동작한다.  Vuzix Blade는 내장된 

배터리가 있으며 자체적인 운영 체제가 존재한다.  

 

그림 1. Nreal Air (NR-7100GL) 제품 (왼쪽)과 Vuzix 

Blade (2AA9D-494) 제품 (오른쪽) 

 

2.2 ⵏ⑳㵣 ∧ⵏᚫ ㇋⛇䀃ᴿ ⠳㹣䀓 䀘╔ 㭻  

본 실험 설계 및 수행 전에 스마트 글라스를 

단시간/장시간 동안 착용해보면서 해당 장비를 썼을 때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를 파악하였다. 평소 안경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 제품이 사용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하면서 

생기는 ‘코 무게감’, ‘귀 무게감’, ‘머리 압박감’, 

‘불안정함’, 제품의 디스플레이를 통한 활동으로부터 

유발되는 ‘눈 피로감’, ‘어지러움’의 항목을 도출했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표 (표 1)와 같다. 

 

표 1. 도출된 스마트 글라스 착용시 유발되는 불편함 

항목 

점수 설명 

코 무게감 
안경의 코받침이 코를 중력방향으로 

누르는 무게감, 고통을 포함 

귀 무게감 안경의 템플이 귀를 중력방향으로 

누르는 무게감, 고통을 포함 

머리 

압박감 

안경의 템플이 머리 측면을 

수평방향으로 누르는 압박감, 고통을 

포함 

불안정함 
안경이 흘러내리거나 벗겨질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한 불안정함 

눈 피로감 
디스플레이 시청 시 눈이 따가운 느낌 

등으로 인한 눈 피로감 

어지러움 
디스플레이 시청 시 현실과 이질적인 

느낌으로 인한 어지러움 

 

2.3 ⶏ䂃 ⯏ᝯ 

각 제품의 실제 사용 후기 글 및 선행 연구에 쓰인 

방식을 참고하여 일상생활 속 스마트 글라스의 다양한 

사용 환경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용 scene 을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자세 상황은 크게 정적과 동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의자에 앉아 앞을 주시하는 상황과 

실내 복도 공간을 걷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각 자세 

상황에서 피험자는 스마트 글라스의 디스플레이를 

끄고 단순 착용하는 활동과 디스플레이를 켜고 텍스트 

비디오를 시청하며 글을 읽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텍스트를 읽는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안경형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이메일 및 뉴스 읽기를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구성하였다 [3]. 즉, 각 피험자는 ‘앉기 

+디스플레이 off (글라스 단순 착용)’, ‘앉기 

+디스플레이 on (텍스트 비디오 시청)’, ‘걷기 

+디스플레이 off’, ‘걷기 +디스플레이 on’의 네 가지 

scene을 수행하였다 (표 2). 

모집된 피험자들은 ‘앉기 +디스플레이 on’ – ‘앉기 

+ 디스플레이 off’ – ‘걷기 +디스플레이 off’ – ‘걷기 

+ 디스플레이 on’ 순으로 각 scene 을 3 분씩 

경험하였으며, 불편함이 발전된 후 충분히 변화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2 분간의 모든 scene 에 대한 

경험이 끝나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즉, 총 24 분 동안 연속적으로 4 개의 

scene 을 2 회 반복 수행하였다 (그림 2). 불편함 

정성평가는 착용 초기 (0 분), 착용 중간 (12 분 후), 

착용 종료 직전 (24 분 후)에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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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용 상황 

 자세 

디스플레이 

앉기 

디스플레이 ON 

걷기 

디스플레이 ON 

앉기 

디스플레이 OFF 

걷기 

디스플레이 OFF 

 

표 3. 정성평가 점수 기준 

점수 설명 

0~1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전혀 혹은 거의 

느껴지지 않음 

2~4 
약한 수준의 불편함을 간혹 느끼나 지속 

착용을 방해하는 수준은 아님 

5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나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임 

6~9 
지속 착용을 방해하는 수준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낌 

10 극도로 불편하여 더 이상 착용 불가능함 

 

 

그림 2. 실험 과정 요약  

 

2.4 ឧ ⠯⯈ 

총 16 명 (남 11, 여 5)의 피험자들이 대학 내에서 

모집 되었으며, 6 명의 평소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피험자들과 10 명의 안경을 착용하는 피험자들로 

구성되었다. 모든 피험자들은 렌즈를 통한 교정 시력 및 

나안 시력이 0.5 이상이었으며, 스마트 글라스 제품의 

디스플레이로 텍스트 비디오의 글자를 정상적으로 

읽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4 가지의 scene 을 모두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을 한 

cycle 로 두었을 때, 스마트 글라스를 막 착용한 

후의(0분) 시점, 한 cycle동안 착용한 시점(12분), 두 

cycle 동안 착용한 시점(24 분)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 

시점의 불편함 점수를 비교하였다.  

한 제품마다 각 시점에서의 6 가지 불편함 항목의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세 시점 간의 불편함 점수의 

평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R Studio를 이용, 

반복측정 분산분석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설정된 유의 

수준인 0.05 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 도출 시 사후 

검정을 거쳐 가능한 모든 시점 간의 쌍을 비교하여 

어느 시점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이에 더해, 착용 후 24분이 지난 시점에서의 6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들의 Pearson상관계수를 구하여 서로 

어떤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았다. 계산된 

상관계수도 역시 유의 수준을 0.05 로 설정하여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3. ឧ 

[그림 3] ~ [그림 8]은 두 스마트 글라스 제품에 대한 

각 시점의 불편함 항목의 평균 점수를 시간 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로축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점수를 나타낸다. *는 0 분과 12 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은 

0 분과 24 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두 제품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시간에 따른 

불편함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제품을 막 착용한 0 분 시점에서 12 분이 지났을 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두 제품 모두 ‘눈 피로감’과 ‘어지러움’ 

항목에서 두 시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사후 검정에서는, ‘눈 피로감’ 항목에서 Nreal 과 

Vuzix 두 제품 모두 0분과 12분, 0분과 24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지러움’ 항목에서는 Vuzix 는 0분과 12분, 0분과 

24 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Nreal 은 

0 분과 24 분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Nreal 에서는 

분산분석 결과 ‘머리 압박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사후 검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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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간별 ‘코 무게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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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간별 ‘귀 무게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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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간별 ‘머리 압박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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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간별 ‘눈 피로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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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간별 ‘어지러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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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간별 ‘불안정함’ 그래프 

 

[표 4]와 [표 5]는 각각 Nreal 과 Vuzix 의 착용 후 

24 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모든 항목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표이다. 볼드체와 *는 설정된 유의 수준에서 

계산된 상관계수가 유의미함을 뜻한다. 

두 제품은 공통적으로 ‘눈 피로감’과 ‘어지러움’, 

‘머리 압박감’과 ‘코 무게감’, ‘머리 압박감’과 ‘귀 

무게감’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계수를 갖고 있었다. 

Nreal 에서는 ‘눈 피로감’과 ‘어지러움’ 사이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더욱 컸고, Vuzix 에서는 ‘머리 

압박감’과 ‘코 무게감’ 사이의 상관계수의 크기가 더욱 

컸다.  

이 외에 Nreal 에서는 ‘귀 무게감’과 ‘코 무게감’, 

‘불안정함’과 ‘귀 무게감’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계수를 

갖고 있었으며 Vuzix에서는 ‘눈 피로감’과 ‘귀 무게감’, 

‘눈 피로감’과 ‘머리 압박감’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계수를 갖고 있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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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Nreal, 착용 후 24분에서의 항목 간 상관계수 
 

코 귀 머리 눈 어지

러움 

불안

정함 

코 1.00 0.66* 0.56* -0.28 -0.17 0.29 

귀 - 1.00 0.53* -0.09 0.02 0.65* 

머리 - - 1.00 -0.14 -0.02 0.27 

눈 - - - 1.00 0.85* 0.32 

어지

러움 

- - - - 1.00 0.49 

불안

정함 

- - - - - - 

 

표 5. Vuzix, 착용 후 24분에서의 항목 간 상관계수 
 

코 귀 머리 눈 어지

러움 

불안

정함 

코 1.00 0.25 0.74* 0.28 -0.13 0.46 

귀 - 1.00 0.58* 0.55* 0.44 0.29 

머리 - - 1.00 0.66* 0.13 0.49 

눈 - - - 1.00 0.54* 0.49 

어지

러움 

- - - - 1.00 0.34 

불안

정함 

- - - - - 1.00 

 

4. ⌋ ⚺ ឋ㛛 

모든 항목의 그래프들을 보았을 때, 두 스마트 글라스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착용 후 12 분이 지나면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불편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특히 ‘눈 피로함’과 ‘어지러움’ 항목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 실험에서 제품 착용 후 

12 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통해 텍스트 비디오를 시청했을 뿐만 아니라 실내 

복도를 걸은 후다. 이를 기반했을 때,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다양한 일상 활동을 하는 초반에는 사용자가 

글라스 제품의 물리적인 접촉으로 인한 영향도 받지만, 

디스플레이로 인한 안과적 영향과 어지러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두 제품 모두 초기 착용 시점과 24 분 후의 

시점에서의 ‘눈 피로감’과 ‘어지러움’의 점수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24 분 시점에서의  두 항목 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했다. 이 결과는 

스마트 글라스를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용할 시 착용 

초반에 유발된 눈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VR, AR 디바이스 제작 

및 이용 가이드라인의 AR HMD 제작자 권고사항 중, 

장비의 연속적 사용은 삼가고  일정 시간 동안 휴식 

시간을 권고하는 내용의 근거가 되며 [4], 연속적으로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제품들의 착용 후 24 분에서의 항목 간 상관계수 

표들을 참고하였을 때는, 두 제품 모두 ‘눈 피로감’과 

‘어지러움’, ‘머리 압박감’과 ‘코 무게감’, ‘머리 

압박감’과 ‘귀 무게감’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계수를 

가졌으나, 제품 별로 유의미한 상관계수의 크기나 

유의미한 계수를 가지는 항목들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편함의 양상이 

있으나 제품마다 착용 후 발전되는 불편함의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두 불편함 항목들에 집중하여 한 불편함 항목의 

개선으로 다른 불편함 항목의 점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두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코와 귀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머리 압박감 사이의 관계와 눈의 

피로감과 어지러움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한 항목의 

불편함 해소가 다른 항목의 불편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Nreal 제품의 경우는 코 무게감과 귀 무게감의 상관 

관계 결과를 토대로 코 또는 귀 부위의 무게감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이 실험의 평가 프로토콜 및 분석 방법을 통해 실제 

스마트 글라스의 사용 환경에서 제품의 어떤 점이 

불편하고 이 불편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스마트 

글라스 제품의 특징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넘어 차후 

제품의 개발 및 평가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활동을 하며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하는 것을 반영한 본 연구의 

프로토콜로는 이 외의 사용 환경에서의 평가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례로, 

일반적으로 8-12시간동안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할 수 

있는 산업 환경에서는 [5] 실험에서 설계된 scene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더 긴 시간동안 단조로운 작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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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이 때,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지 않은 

일을 할 때, 그리고 24 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의 

불편함의 증가 정도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처럼, 스마트 

글라스가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여건에서의 불편함 

점수가 평가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한다면, 향후 제품 

평가 자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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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협업시스템을 위한 GIS Feature Points Based DB: GFPDB 
GIS Feature Points Based DB for AR Collaboration System: GFP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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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AR 협업 시스템을 위해 ARCore 의 

Feature Point(특징점) 들을 추출하고 GIS 와 

연동하는 GIS Feature Points Based DB(GFPDB) 

시스템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는 

10~20m 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AR 콘텐츠를 협업할 때 몰입이 힘들다. 

이러한 GNSS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ARCore 의 

특징점 들을 추출하여 수집된 Point Cloud 와 GIS 

DB 를 구축하고 AR 콘텐츠의 위치와 사용자의 

GNSS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GNSS 에 

기반한 AR 협업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인 GFPDB 에 기반한 AR 협업시스템은 

오차가 보정되어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협업시스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AR 

Core 

1. 서 론

증강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미 의료, 건축, 군사 분야에서 AR 시스템은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AR 

기술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와 

센서를 필요로 하고 높은 가격을 동반하여 결국 

일반 사용자는 높은 정확도의 AR 콘텐츠를 즐길 수 

없었다. GNSS 좌표는 미터(m) 단위의 큰 오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지도 등의 어느 정도의 오차가 허용되는 시스템에만 

주로 사용되어 왔다. 

GNSS만을 사용하여 AR 협업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두 사용자 간에 같은 위치에 AR 콘텐츠를 

증강하더라도 스마트폰의 GNSS 가 가지는 오차 

때문에 두 사용자 간 AR 콘텐츠의 위치가 기동 

시마다 매번 변경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협업시스템 사용성에서 문제가 된다. 

Google 에서 개발된 ARCore[1]는 사용자 주변의 

특징점 들을 추출하여 이를 고정점으로 AR 

콘텐츠를 증강함으로써 AR 콘텐츠가 떨리는 

현상을 줄여 안정적으로 AR 콘텐츠를 공간에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목표 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특징점 들을 기준으로 물체를 

증강시키기 때문에 AR 협업 시스템에 사용 시 모든 

사용자가 같은 특징점 들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AR 콘텐츠의 위치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AR Core 를 사용하여 추출한 특징점 

들과 스마트폰의 GNSS 를 기반으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AR 협업 

시스템에서 다중 사용자들 간 공유하는 AR 

콘텐츠의 위치를 보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Firebase 의 Realtime DB 를 사용하여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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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사용자가 

변경된 위치를 갱신하여 각 사용자 간 변경되는 AR 

콘텐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반영, 보정하여 

디스플레이 한다. 최종적으로 AR 협업시스템에서 

AR 콘텐츠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요구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 시스템 개요도 - 등록 

그림 2: 시스템 개요도 - 비교 

2. 관련연구

AR 환경에서 협업시스템을 위한 시도는 많이 

시도되었다. 관련 연구는 마커를 사용하여 AR 

콘텐츠를 증강하는 방식[2, 3]으로 마커가 있는 

환경에서 모든 사용자가 공유함으로써 AR 

콘텐츠의 위치를 특정하고 증강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방식으로는 협업 환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위치를 관측하여 각 사용자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AR 콘텐츠를 증강시키는 방법[4]으로 AR 

콘텐츠의 위치와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정확한 

위치에 증강이 가능하지만 해당 구역 내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 

3. 구현

3.1 GIS Feature Points Based DB 구축 원리

본 논문의 제안 시스템은 Google 의 ARCore 와 

Unity3D 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새로운 특징점 들을 서버에 업로드 시 모바일 

카메라로 촬영되는 장면에서 ARCore 의 특징점 

추출 기능으로 휴대폰이 켜진 위치의 좌표를 

기준으로 Point 들을 수집하였으며 모바일의 GNSS 

좌표와 함께 GIS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였다. 

그림 3 은 ARCore 로 실내, 실외 환경에서 수집된 

특징점 들을 노란색 점으로 보여준다. 이후 특징점 

들의 집합은 사용자의 GNSS 정보와 함께 GIS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된다.  

그림 3: ARCore 의 특징점 수집 

GI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특징점 들을 비교할 때, 

현재 수집된 특징점 들과 GIS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되어있는 특징점 들을 비교하여 동일한 비교 

군이라고 판단될 경우 현재 모바일에서 수집된 

특징점 들과 DB 에서 해당 특징점 Data Set 을 

가져와 모바일의 특징점 들의 좌표를 보정한다. 

비교의 방식은 그림 4 와 같이 모든 특징점 들을 

비교하지 않고 특징점 들의 형태를 기반으로 비교를 

수행한다. 비교의 성공 여부는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가 수집한 Point 들의 50% 이상이 GIS 

데이터베이스의 Point 들과 일치할 때 비교에 

성공이라 판단한다. 

그림 4: 사용자 디바이스와 GIS DB 와의 비교방식 

(노란색 점: 디바이스에서 추출한 특징점,    

빨간색 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점) 

GIS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는 ARCore 의 특징점 

수집의 특성상 매번 실행 시마다 같은 지점에 

포인트가 생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교 수행 시 

무작위 오차를 주어 비교 수행의 성공률이 올라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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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는 오차 범위에 따른 탐색 성공 여부를 

보여준다. 노란색 점들은 사용자가 수집한 특징점 

들을 의미하며 붉은색 점들은 G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특징점 들을 의미한다. 이때 허용오차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G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특징점 들과 동일한 좌표를 가지지 않는다면 비교는 

항상 실패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큰 허용오차를 

적용할 경우 완전히 다른 point 의 구성이라도 

같다고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림 5: 오차범위 따른 비교 방식 

비교에 성공한 뒤 GIS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특징점 들을 가지고 현재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특징점 들을 보정한다. 이로 인해 복수의 사용자가 

특징점들이 서로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줄이게 된다.  

사용자가 AR 콘텐츠를 디스플레이 할 때 좌표를 

GNSS 좌표계로 변환한 다음, GI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정된 특징점들 중 보정 과정에서 위치 

변동이 가장 적은 3 개의 point 들을 선택한다. 

Firebase DB 에는 이 3 개 point 들의 좌표와 

디스플레이될 AR 콘텐츠의 오리엔테이션(좌표와 

회전), 그리고 AR 콘텐츠와 3 개 point 들 사이의 

거리가 업로드된다.  

이후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위치에서 AR 콘텐츠의 

증강을 시도할 때 Firebase DB 에서 수신한 

오브젝트의 좌표, 3 개 point 들의 좌표와 

오브젝트와의 거리를 수신한다. 새로운 사용자 

디바이스는 먼저 수신 받은 GNSS 데이터를 

기반으로 AR 콘텐츠를 증강하고 직후 3 개의 

point 의 좌표와 거리를 사용해 3 차원 공간에서 

모든 거리가 만족하는 한 점으로 AR 콘텐츠의 

좌표를 보정한다.  

3 개의 좌표와 거리를 이용하여 보정하여도 1 개의 

점으로 모이지 않는 경우 세 점의 평균 위치를 AR 

콘텐츠의 최종 좌표로 설정한다. 

3.2 GIS Feature Points Based DB 구현 

GIS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QL 와 

PostGIS[6]를 사용하여 구축하였으며 GIS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을 위해 Node.js 를 

사용하였다. 

Node.js 는 전송받은 특징점 들과 사용자의 

GNSS 를 적합한 Query 문으로 변경하여 

PostGIS 로 전송한 뒤 GIS 데이터베이스는 해당 

데이터의 저장과 비교의 최적화를 위해 표 1 의 

구조를 가지며 셀(cell)의 형태로 저장하게 된다. 

표 1. GIS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 구조 

Google 의 Firebase 를 사용하여 오브젝트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실시간으로 반영되도록 

제작하였으며 그림 6 는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6: 데이터의 처리과정 

4. 실험 방법 및 결과

4.1 실험 방법

Samsung Galaxy S9 세 대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두 대의 디바이스는 각각 AR 콘텐츠를 

증강하였으며 한 대의 디바이스는 측정용으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디바이스는 자신이 증강시킨 AR 콘텐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다른 디바이스가 증강시킨 

AR 콘텐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용 

장비로 ARCore 의 SLAM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5] 

Index idx Location Point_list 

Data 

type int 
Point 

(Geometry) 

Multipoint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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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디바이스의 뒤에 기준을 잡을 좌표계 값 

측정하기 위해 측정용 디바이스를 각각의 

디바이스에 붙여 측정하였다. 

그림 7 에서 GNSS 만을 사용하여 증강된 AR 

콘텐츠의 위치 PA 와 PB 의 좌표를 측정용 

디바이스의 좌표계로 변환시켜 오차 

EGNSS=|T(PA)-T(PB)|를 계산하였고, GFPDB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정된 위치 f(PA)와 f(PB)의 

좌표도 같은 방식으로 측정용 디바이스의 좌표계로 

변환시켜 오차 EGFPDB=|T(f(PA))-T(f(PB))|를 

측정하였다. 

 

그림 7: 오차 측정을 위한 좌표계 

 

4.2 실험 결과 

실험은 실외, 실내 각각 10 회씩 수행하였으며 

사용에 숙련된 인원 3 명이 수행하였다. 

그림 8 과 같이 실험을 진행 중에 GNSS 를 사용한(A) 

시스템의 경우 두 디바이스 간의 GNSS 오차가 크게 

나타나 사용자 B 의 화면에서는 보이는 AR 

콘텐츠가 사용자 A 의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안된 시스템으로 증강하였을 때는 AR 콘텐츠의 

위치가 보정되어 두 사용자가 1.5528m 이내의 

오차범위에서 오브젝트를 볼 수 있었다.. 

표 2 의 실험 결과를 보면 실내의 경우 GNSS 오차가 

크게 나지 않아 두 비교 군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야외의 경우 GNSS 만을 사용하여 구현을 

하였을 경우 최대 15m 에 가까운 오차를 보였으며 

제안된 GFPDB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최대 오차는 

2m 을 가져 기존 GNSS 기반 시스템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 

GNSS 와 제안된 GFPDB 은 모두 실외보다 

실내에서 정확도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 이는 측정을 

수행한 실내의 위치가 개발을 수행한 장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긴 특징이다. 

디바이스는 내부적으로 계속 GNSS 를 갱신 하며 

같은 장소에 오래있을수록 GNSS 신호는 보정되어 

그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일수있다. 하지만 

실험을위해 다른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GNSS 신호를 받을경우 보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그 오차가 크게 나타난다. 

표 2: 실험 결과 

System 

GNSS 

System 

(distance) 

GFPDB 

System 

(distance) 

Indoor 

Max 1.988m 0.817m 

Min 0.302m 0.284m 

Avg 1.0261m 0.6592m 

Outside 

Max 15.055m 2.178m 

Min 9.762m 1.098m 

Avg 12.4649m 1.5528m 

 

 

그림 8: 실험화면 

제안된 GFPDB 시스템은 협업 시스템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GNSS 와 제안된 시스템 간의 협업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실험도 진행하였다.  

그림 9 는 GNSS 를 사용한 협업시스템을 보여준다. 

사용자 A 와 B 는 서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사용자 B 가 자신의 앞에 오브젝트를 배치 하였으나 

사용자 A 는 오브젝트의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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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NSS 기반 테스트 

 

그림 10: GFPDB 기반 테스트 

그림 10 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GFPDB 시스템으로 

시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사용자 A 와 사용자 B간에 

약간의 오차는 존재하나 비교적 같은 위치에 증강이 

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또한 협업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1 과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한뒤 두 

사용자간의 기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11: 사용자 테스트 시나리오  

각 사용자는 실내 공간에서 GFPDB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수행하였으며 각 오브젝트의 

증강, 동기화, 회전, 이동의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테스트 결과는 그림 12, 그림 13 과 같이 증강된 

AR 콘텐츠의 오차는 1m 내외로 증강에 

성공하였으며 각 사용자가 서로다른 오브젝트를 

증강하고 다른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증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여러 오브젝트를 증강하여도 위치 오차는 최초 

증강할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오브젝트 간의 

거리, 방향등은 오차없이 증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GFPDB 기반 협업 시스템 시나리오-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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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GFPDB 기반 협업 시스템 시나리오- 실외  

5. 결론 

본 연구는 특징점들과 GNSS 를 결합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가진 저렴한 가격의 AR 협업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오브젝트의 

좌표를 GNSS 로 고정하지 않고 G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특징점들을 사용하여 

고정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디바이스의 GNSS 

좌표와 오브젝트의 GNSS 좌표를 사용하여 

증강하는 시스템 보다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특징점들을 DB 에 저장할 때 현재는 

cell 안에 밀도만 고려하고 있으나, 기하학적 

형상(예: 곡률)과 복잡한 구조를 가져 특징점이 

집중되는 장소 등 을 고려하는 밀도 계산 후 저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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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 , AI 의 의 과 어 대  
시대  래  , 박  및 미  서  

 제약  은 유로   박 이 
고 . 지  대 분 현 의  박 은 

 박  그대로   지   로, 
 박 의 이  제대로  어  

사  참  이  어  정이 .  연구 서  
이 한 문제  결 고  사   그 고 
사 의    스   
박  MY MUSE  제안  구  데  
제 .  

 

그  1  MY MUSE   

 

주제어 현 ,  미  

1. 서 론 

Web 3.0 의 시대  래  , VR 과 AR, MR, AI 
의 과 문 의 이 대 고, 박  

분 서   박 은 의  박  
한 로 .  박 은 대 로 

지   로 제시 , 유 은  
박    제약 서   . 

지 , 이 한 장  구 고 유 의 
 고 지 은  박 의 , 유 의 

이 이  제한 이  한계  .   
 박  서 한정  터 , 사   

고 지 은 터 이스,  대한  요   
의 문제  [1]. 

Web 3.0 시대의  박 서   정  및 
데이터  이   주   어서, 
유 의 과 로   

이 한 한 이 이 어     
스   확장   제  요 이 

[2]. ,   박 서의 교  
서, 의 사고의진 과   

이  지  이터의 이 대 . 이  
,  현  박 서 의 의 이  

 의한 정    고 향  정  
제  과  , 스 서 지  

이터  정 고, 지  교  이 어  
과  고  한 . 의 목표  시  

제약 로     이 고   
 터   제 고, 이터  

참 이    스  지  교  
한 박    이 . 이 과정 서 

참  사 , , 과의 터  한  
(collaborative learning)    .  

 참   안 서 시 의 제약 이  
박  교  고,  지  교  한 
주   시  확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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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스 서의  미  

유 스 의 제 박  의회[3]  , 박 은 
"사회  한 서 스이  류의 유 ·  유  , 

, , 연구, 시  "이 . 그 은 한 
대   구   로 정의 . 

의 로 박 의  한 로 
고 . 의 과 이후 박 의 은 

  박 ’ 서  박 로 
변 고 , 그 대표   박 이 [4]. 

 박 은  과 의 
  박 의  향 시 .  

박 은 로   고,  박 의 
지    , ICOM 서 정의한 박 의 

 유지   [5]. 박 의  및 
어  1990 대  어 , 지  박 , 

 박 , 이 미 어박 , 사이  박   
한 어  한  [5]. 2007  미 의 

미래 연구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표한 < 스 로 (Metaverse 
Roadmap)> 서  스  로 확장  
현 계 , 현 계 서 연장 로 

 의 로 정의 [6]. 
스의 주 은 MZ 대로 로 

사회 계  데 ,   (Multi 
Persona)    . 스 서  

 유의 이 고 데, 이 의 
주 과 의  로, 스   

 로 참  유 고 이 한 
데이터  로 유   한 서 스  
제  이 . 유의 로  유 의 

서 분  의미   이   
 요시한 [7]. 현 지 로 스  
 박  한  의 사  그 분  

대한 연구  한 [8–11]. 지  교  서 
  대 분의 사   박   지  

 제시  , 스 서 로이 
고  유  의 과  요  
고,  유의 요  현   

문제    . < 스    
문 교  연구 고서>  , 스  
의 과     문 의  
분 서  교 서 크로 장 이 
지  문 서의 연구  현  은 
정이  이  한연구  요   

[12]. 

2.2 미  교 과 미  이터  

박  및 미  교 은 정  교 서 
이 어지  교 과   ' ' 교 로,  

로 이 어지  주   의미한 [13]. 
Rice et al.  이 과 교 고,  

 서로 대  주고  이 미  
교 서의 스  교 로 
제안 [14]. Burnham 과 Kai-Kee  박  및 
미  교 은 (informal)” 교 로, 이 

  대한 정 , 지    
 문 ,  대한 의 과 정, 

목    한   ,  
토론의 요  고 [15].   
연구 은 이  지 의 이  과 

이 주고   서  결과 로서 
터  한  과  대  지 로 연구 

및 [16-17]. 

박 , 미 서 은 장  및 과 
은 사  서 의 주   , 

의 의미   . 지  이터  
박  및 미 의 장    대 이  
이    문 로 정의 , 장  대한 
대 의 이       
구별 어  한 [18]. 주로 동 고   

이터의 , 시  고 연구 , 유 이  
 고  의 박  및 

미 서  과 연구  한 . 
이터  박 지 미 지  , 그 고 그 
의 규      

구 . 한  시 사로, 
 시  대한 정  주요  

주   한 . 현   박  안 서  
시  대한 정   이  스 , 사이  

   이  지 , 이  
향  정   그  이 .  

박  서  향   서 그 
 과   대    서 MY 

MUSE 서 고  분은 지  
이터의 이 . 

 
지  이터  이터   의  
과 ,  의 사회   

고,  진  의   시 
 대한 주  시  확  진  
 한 .  지  이터의 은 

구 주의  교   어서 그 요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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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터 은 대  의 교  
이  이 데, 이 은 이  문, 
스토 , 사고  유  이  

이 , 한 로 사고  
이 [19].  

 
 어   박 서  현  시의 
 이  스   주 , 

사이  의 로 제   연스  
이  제 고 지 , 향  

정 이 주  이 고 . 지  서 한 
스 서의 터 과 , 유의 

요 이 대  , 스  박 서 
지  이터  그 교  의 요 이 

. 스   박 서 지  
이터  의한 사회   한  

진과 토론 유  의   은 의  
사고  시  대한 주  시  확   

 이 . 이터의 의 구  요  사 , 
문, 스토 과 은 터  요 로 사  

   교 의 요 이 고, 이  
문     유   

한 [20]. 지  이터  고   
이  유  대한 정   대 , 문  
로  스스로  고 변   

과정 서 정   유 한 .  그 한 
과     박 서 지  

이터  한 정  교  시스템  MY 
MUSE  . 

 

 

그  2 MY MUSE 사  로  

3. 시스템 계 

MY MUSE  지  이터  참  과의 
터  고  계 . 스  은 
주의 로 정 , 주의  주의, 

후 주의   미 사 의 흐름 로 시  
. 의 문제   의 고  

이미지  확  구 , MY MUSE 서의 
유  로   그  2  . 그  2 서 

지  과 이, 참  지  이터  
로그   구분 고 별 의 UI  한  

. 로그  후 참     
장한 . 참     시 로 

이동  지  이터,  참 과  
.  참  지  이터  의 
로  안 서 이  고 이크   

서로 대    .  참  지  
이터  참  한 이스 이  

시  진 후 시 주제  대한  시 로 
시 교  시 한 . 시 교 은  
터 , 연  터 , 유  토론 그 고 문 

  진  한 . ,  터  
박 의   로  이 , 

로  박  및 박 서  어  
사  교 (objective learning)   , 

 서  및 유  고 360  
회  이    . 로 연  
터  , 한  대   로 
지 고 그 과 한 이  연  

제스      . 로  
유  토론은    후  지  

이터  참  의  및 토론    
대한  유 고 참  토론  진   
한 . 지막 로 문 은 UI  지  
문   토론시  미  지 한 분  
유 고, 참 의    한 . 

이 한 교 의 과정 서 참  과의 한 
  사  교 ,  교  

진  . MY MUSE  이 한   
 및 유 과  스스로 시   

  주  시  확  한 .  이 
 후  Immersive room 로 이동  

Immersive painting  진  . 이 , 
참 은 의 이  로 이동  
참 이 제 의 이   

 한 . 지막 로, 참 은 
Activity 로 이동  동, 참  시  

 한 . 참  VR  사  
의  고 style transfer [21] 고  

이  의   스 로 변  
시  한 . 참 은 이   

고 토론   로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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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그  3 MY MUSE 사  UI 

 
MY MUSE 의 프로  데  Unity [22]   

. 시  서  photon [23]   
구현 ,  박  대 200 이 동시 

  지 , 제 참  지  이터의 
터  고  한 의 시  10 지 
장  . 참  이터의  

구분  구현 고,  VR  
  이  제 . MY 

MUSE 의 주요 구현 로   터 , 연  
터 , 문 , Immersive Room 이 . 

4.1  터  

참   이   터    
. 이 은 이   은 이  후 
 유  토론 시  사 . 참   
  서서  이  후  

의 grip    이 은 
크 로 제 고, 참  그 제  고 이동   

. 이   참  그 제    . 
참    은 그  고정 어 
고, 정 시 이 지  사 진 . 이   

참   로   이   
지고 로      
고, 한 향 서 주 로 시  참  

. 

4.2 연  터  

참  지  이터의  , 연 이 
구 어    서서  이  
후  의    과 

 연 이 3  로 . 이   
참  연 이  과  제스  

 시  및   의 변  동  
로   . 

4.3 문  

지  이터  이터 UI   문  
 목   참 의 UI  문  

  . 문 은 참 의 사고  진  
유  이 , 지  이터의 시  
교  터   참 의 UI   진 . 문 

은  , 참   대한   
(이   )과  , 참 의  

진  한 이  문 (이  문 )이 
.    의  대한 

문이 의 정  및 이미지   제시 . 문 
  고    정 이 사 

로 제시 . 참  이  정  
 어   의 Ray  Trigger  

    . 

문  참 의 연 대   정한 
문이 제시 . 문은 과  대한 참 의 
과 ,   이 어  문 로 구 . 
이 제시  후  문  대한 참 의  

유  변  시  진 .  

 

4.4 Immersive Room 

지  이터  이터 UI 의 목   
  Immersive Room 로 이동   . 
서 Immersive Room 이 , 2 의 그  

3 로 현 고 시  요    
요  제  Immersive Painting    

  한 . 참  이  안 서 유  
 2  그 의 서   이 

그 진 장  대한      . 
이 한 은 참     정 이고 
고정  사고 과정  어 데  주  시  

    [24]. 

5. 향후 연구 

 연구 서  사   그 고 사  의 
   스   박  교  

제안 고 구  데  . 향후 연구로서, 
제안  시스템  대한 사  대  정   진  

 . 사 의  과   정 고  
 박 서 제  의  한 

장 과 교  제안  MY MUSE 시스템의 
사 과 교  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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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My MUSE  박 의 한 지   현 
의  박 서 어  현  로 

확장  의 스  박  교 로서 
과 은 과     로 대한 . 

• 한 토론과 ,  및 과의 ,  
 시  의 동 

• 이터  참 , 참  참 , 과 
참 의 이 한 지  교  

• 의   사고의 진  및 의   

• 의 동향  지 서 의 요   
 교   제  

•  참  서  동  
이 어지  지  교 로 문 교   
문제, 사회   

, My MUSE  박 의 한 지   현 
의  박 서 어  현  로 

확장  로 사   교 ,  
진 고 이  로 한  교   

과 시대  대한 토론  고  및 유 과 
 스스로 시     주  

시  확  한 . 이  연구 서  스 
박 서의 지  이터  한 지   
교   제시 고 구  데   

스   박 서의 교  과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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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UAM: Air Taxi 의 상용화를 

위해 UX 관점에서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한 뒤 이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 지연 문제,  

단편적 예약 방식 등 총 15 가지의 발생가능한 

문제가 도출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28 가지 

해결방안을 수립하였다.  28 가지 해결방안은 ‘UAM 

모바일 APP’, ‘기내용 디스플레이’, ‘서비스 및 시설’ 

로 총 3 가지 컨셉으로 정의되어 서비스 블루 프린트 

형식으로 제작하여 사용 시나리오 내에서 

상화작용을 시각화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 

및 민간기업을 위한 UAM: Air Taxi 의 운영계획 및 

서비스 기획 과정 전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UAM, Air Taxi, User eXperience, UX Service 

Scenario, Navigatio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교통체계의 혼잡, 주택 

공급부족,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도시의 교통 문제는 

교통혼잡에만 끝나는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연쇄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1] 세계 각 곳에서는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 

수단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심 항공 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 수단으로써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이를 도입하여 2030 년까지 국내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K-UAM 로드맵을 통해 

발표하였다.[2] 이에 국내 기업들과 연구 단체는 

UAM 기체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UAM 에 관한 국내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기체 개발과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관점에서 사용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 

국내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해외 UAM 사용 의도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UAM 분야 중 '사람의 이동'이 

공중 교통 수단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탑승의 

불안감과 사용의 불확신성으로 초기 사용 의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3] UAM 사용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신성은 탑승 의도 저하를 야기하며 

이는 UAM 상용화 저해로써 도시 교통 문제 해결 

실패로 이어진다. 따라서 UAM 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 빠르게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탑승 

의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UAM 실용화에 앞서 UX(User 

experience) 관점에서 UAM 예상 사용자의 사용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이를 분석하여 발생 가능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AM 분야 중에서는 탑승 불안감이 강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이동인 UAM: Air 

Taxi 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프로세스는 서비스 디자인에서 활용되는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Double Diamond)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5] 

2. 이론적 고찰 

2.1 UAM: Air Taxi 

UAM 이란 Urban Air Mobility 의 약자로써 

항공에서 지상까지 수직 이착륙(VTOL)이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를 의미한다.[2]   UAM 은 

용도별로 산업용, 상업용, 개인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 Air Taxi 는 사람의 이동을 돕는 교통 

수단으로써 상업용으로 분류된다.  K-UAM 로드맵 

자료[2]에 따르면 Air Taxi 는 도시권 

중장거리(30~50km)를 20 여분에 이동할 수 있으며, 

초기 서비스는 공항↔도심 간 운행(Airport 

Shuttle)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터미널형 에어 셔틀, 호출형 에어 택시 순으로 

서비스 확장을 예상한다. 또한 운용 비용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율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나, 

기술개발 시간소요와 대중수용성 고려하여 

실용화부터 10 여년간 조종사가 함께 탑승 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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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는 2005 년 영국 Design 

Council 의 리서치에 의해 정리된 개념의 디자인 

프로세스이다.[4] 서비스 디자인은 

비선형적(nonlinear)이고 반복적인(iterative) 

디자인 단계를 거치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는 분석 초반에 전반적인 경험의 조망을 

통해 개선 포인트 도출을 반복하여 문제 발굴과 

서비스 개선에 용이하다.   따라서 실용화 전 단계인 

UAM 의 사용성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가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모델은 발견하기 

(Discover), 정의하기(Define), 개발하기 (Develop), 

전달하기 (Deliver)의 4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디자인 단계는 각각 확산-수렴-확산-수렴의 성격을 

지닌다. [5] 

  

그림 1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5] 

첫 번째, 발견하기(Discover)단계는 더블 

다이아몬드의 첫 단계로써 사용자의 잠재적 혹은 

직접적인 필요나 요구를 발견하기 위한 단계이다. 

정성적 정략작인 리서치 방법이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이후 진행되는 프로세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한다. 두번째, 

정의하기(Define)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문제들을 정의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개발(Develop)하기 단계에서는 

정의된 사용자들의 문제와 요구를 해결하는 서비스 

결과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마지막 

전달하기(Deliver)에서는 구체화된 아이디어 

결과물을 프로토타입 등으로 검증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3. 본론 

3.1 연구 방법 

연구는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진행 

되었으며 총 4 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의 목적과 

각 단계에서 사용된 상세 방법론은 표 1 과 같다. 

표 1. 단계별 연구 방법 및 목적 

단계 목적 사용 방법론 

발견하기 

(Discover) 

UAM: Air Taxi 

사용자 발견 및 분석 

-이해 관계자 지도 

-퍼소나(Persona) 

정의하기 

(Define) 

예상 사용 시나리오  

발굴 및 사용상의  

Pain Point 정의 

-고객 여정 지도 

 

개발하기 

(Develop) 

Pain Point 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및 컨셉 정의 

-브레인 라이팅 

-친화도 분석 

전달하기(Deliver) 

UAM: Air Taxi 예상 

사용 시나리오와 상황 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효과적으로 전달 

-서비스 블루 프린트 

3.2 발견하기(Discover) 

3.2.1 이해관계자 지도 

발견 단계에서는 사용자 이해를 위해 UAM: Air 

Taxi 의 예상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여 핵심 사용자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지도 (Stakeholder Map) 기법을 

이용하였다. 서비스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구매자, 연관업체 등 다양한 사람, 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가시화한 

것이 이해관계자 지도이다. 이해관계자 지도 제작에 

앞서 전체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K-UAM 로드맵 자료를 기반으로 UAM: Air 

Taxi 와 연관된 이해 관계자들을 분석하였다. 

탑승고객과 조종사를 기본으로 UAM 관련 규정과 

법률을 마련하는 정부 및 지자체부터, 플랫폼 

운영자, 터미널 관리자, 기체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개발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도와 주요 이해 

관계자를 발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UAM: Air Taxi 의 이해관계자 지도 

이해관계자 지도는 서비스 시나리오 도출 관점으로 

접근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 및 

기타’ 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이후 연관된 

이해관계자끼리 그룹핑하여 상위 개념을 

구분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핵심 

이해관계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제작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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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 평가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 상호 작용 

접점이 많으며 UX 관점에서 개선 가능한 서비스를 

가진 이해관계자를 선정하였다. 이는 ‘탑승 고객’과 

‘조종사’이며 해당 이해관계자를 UAM Air Taxi 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정의하였다. 

3.2.2 퍼소나 (Persona) 

핵심 이해 관계자는 UAM: Air Taxi 를 밀접하게 

사용하는 주 사용자로서 이들에 대한 이해와 요구 

분석을 위해 퍼소나(Persona) 기법을 이용하여 

특성을 정의하였다. 퍼소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이 유사한 사용자들을 분류하여 

가공의 인물로 의인화하는 작업이다.[7] 퍼소나 

제작에 필요한 구성요소는 기본사항과 같은 

개인정보나 사용자의 목표, 태도, 그리고 관련 

경험적이나 지식이 들어간다.[8] 퍼소나를 제작하기 

위한 사용자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제작되지만 UAM: Air Taxi 이 

현재 실용화되지 않은 점에서 UAM 사용 의도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항공기 사용 경험 연구와 택시 

운전사 경험 조사를 종합하여 탑승 고객과 조종사의 

퍼소나를 제작하였다. 

Christelle Al Haddad (2020)과 Anna Straubinger 

(2021)의 연구에 따르면 UAM: Air Taxi 의 상용화 

초기에는 타 교통수단 대비 다소 높은 요금으로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주로 탑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파트타임 보다는 

풀타임을 가진 직장인이 높은 사용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탑승 고객의 퍼소나 기본정보를 ‘직장인’과 

‘고소득자’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퍼소나의 성격이나 목표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탑승자는 UAM: Air Taxi 에 대한 불안감과 

시간절약의 가치유무에 따라서 사용의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조사되었다.[3] 또한 사용자는 UAM: Air 

Taxi 이 기존 교통수단보다 운용비용이 높다는 점과 

지상 위를 이동하는 특수성으로 탑승 과정에서 

프리미엄 경험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UAM: Air Taxi 조종사의 퍼소나는 도심 내에서 

중.장거리를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과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용한다는 점에서 현 택시운전사의 

특성 및 경험자료를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탑승고객인 직장인과 고소득자 그리고 

조종사의 퍼소나를 그림 3 처럼 제작하였으며, 핵심 

정보와 대표적 특징을 본 논문에서는 표 2 로 

정리하였다. 

그림 3 핵심 이해관계자의 퍼소나 (일부를 발췌) 

표 2. 퍼소나 별 대표적 특징 및 핵심 정보 

구분 기본 정보 대표적 특징 

퍼소나 1: 

직장인 고객 

30 대 중반 

직장인 

1)안전에 걱정이 많음

2)UAM: Air Taxi 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음

3)시간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함

퍼소나 2: 

고소득자 

고객 

40 대 후반 

고소득자 

1)돈보다 경험의 가치를

중요시함

2)남들과 다른 서비스를 받고

싶음

3)이동시간을 특별하게

활용하고 싶음

퍼소나 3: 

조종사 

30 대 후반 

UAM 운전자 

1)효율적인 비행을 위해 주변

정보를 잘 알고 싶음

2)승객들 평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3.3 정의하기(Define) 

3.3.1 고객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 

정의 단계에서는 UAM Air Taxi 의 예상 사용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Pain Point 정의를 목적으로 한다. 앞서 발굴된 

퍼소나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K-UAM 로드맵 

자료와 현 택시 운전 예약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예상 사용 시나리오를 정의하였다.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초기에는 지정된 구간 만을 정차하는 공항 

셔틀 버스 형태로 운영되며, 점차 현재의 택시처럼 

탑승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예상 

사용 시나리오를 ‘정규노선’과 ‘개인예약’ 방식으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정규노선은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따라 운영되며 합승 가능하며 개인예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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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노선 없이 원하는 시간에 개인 탑승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정규노선이 개인예약보다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탑승 고객 퍼소나 중 직장인을 정규노선 

시나리오에 대입하였으며 고소득자를 개인예약 

시나리오에 대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크게 탑승 전, 

탑승 중, 탑승 후로 시간흐름에 따라 나누어졌으며 

퍼소나 별 각 상황에서의 대표적인 사용 시나리오는 

아래 표 3 과 같다. 

표 3. 대표적 사용 시나리오 

구분 
퍼소나 1 

직장인 

퍼소나 2 

고소득자 

퍼소나 3 

조종사 

사용종류 정규노선 개인예약 
정규노선, 

개인예약 

시나리오 

:탑승 전 

- UAM 앱을

통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좌석

예약

-

버티포트까지

의 대중교통 

탐색 

- 탑승 전

보안검색

- UAM 앱을

통해 출발지

목적지 예약

- 버티포트까지

자가용 이용

- 탑승 전

보안검색

- 운행 스케줄

확인

- 예약 확인 및

예약 승인

시나리오 

:탑승 중 

- 비행공포로

인한 수면

- 동승자와의

마찰

-도착 이후의

대중교통

탐색

- 멀티미디어

감상

- 지상 아래

사진 촬영

- 경로에 따라

UAM 운행

- 운행 중

비상하차

시나리오 

:탑승 후 

- 최종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이용

-목적지 주변

음식점,

관광지를

탐색

- UAM 을

충전하기위

해 충전소

탐색

정의된 사용 시나리오에서 사용자 관점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UX/UI 평균 경력 5 년 이상의 실무자 

6 명이 고객 여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 

방법론을 통해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고객 여정 

지도에서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지 시간흐름에 

따라 표현되며 사용자와 제공자와의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수단(Touch Points)을 파악할 수 있다. 5) 

정의된 UAM: Air Taxi 사용 시나리오에서 고객의 

상황과 행동에 따라 감정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사용과정에서 사용자가 겪을 수 있는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그림 4 처럼 발굴하였다. 

그림 4 고객 여정 지도 (일부를 발췌) 

고객 여정 지도를 통해 UAM: Air Taxi 의 핵심 

이해관계자 3 명이 사용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Pain 

Point 34 가지가 발굴되었으며, 유사한 Pain Point 

를 분류하여 총 15 가지 문제점을 정의하였다<표 

4>. 

표 4.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퍼소나 1: 직장인 퍼소나 2: 고소득자 퍼소나 3: 조종사 

시간 지연 문제 단편적 예약 방식 불편한 충전 경험 

복잡한 

연계교통수단 

탐색 

예약 옵션의 부재 부족한 주변 정보 

불안감 문제 부족한 주변 정보 
승객 성향에 대한 

무지 

불편한 동승자 미흡한 편의 기능 
비효율적인 

대기시간 

부족한 

부가서비스 

부족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 

평점 문제 

3.4 개발하기(Develop) 

3.4.1 아이데이션 및 친화도법 

개발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로 앞서 정의된 15 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과 

해결 컨셉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동일한 

UX 실무자 6 명이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과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을 

사용자의 니즈를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5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28 가지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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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가지의 해결 방법을 UAM: Air Taxi 의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달 방법에 대한 서비스 컨셉 정의가 필요하다. 

컨셉 정의를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데 사용되는 친화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UAM 모바일 APP'과 

'기내용 디스플레이', '서비스 및 시설' 3 가지로 문제 

해결 서비스 컨셉을 정의할 수 있었다. 먼저 UAM 

모바일 App 은 사용자가 UAM: Air Taxi 를 

모바일로 예약하고, 버티포트와 최종 목적지까지의 

연계 교통 수단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써 승객과 파일럿 그리고 연계 서비스간의 

긴밀한 인터랙션 제공 및 원활한 주행을 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기내용 

디스플레이는 UAM 기체 내부에 설치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승객용, 조종사용으로 나눠 질 수 

있다. 디스플레이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통해 

사용자는 기내 돌발상황을 대처하고 조종사는 

충전소, 주변 정보 등 원활한 이동 경험을 위한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 서비스 및 시설은 

보안 검사 간소화, 버티포트 전망대 서비스 등 

사용자가 UAM: Air Taxi 탑승 전후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서비스 및 시설 개선을 

수행한다.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된 해결 컨셉의 

상세 제공 기능과 기능으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표 5 과 같다. 

 

표 5. 문제 해결 서비스 컨셉 

구분 핵심 기능 사용자 이점 

UAM 

모바일 

APP 

1) 개인 맞춤형 UAM 

예약 

2) 최종 목적지까지 연계 

교통수단 탐색 

3) 버티포트 주변 

정보제공 

- 개인화된 UAM 서비스 

이용 

- 최종 목적지까지의 

매끄러운 이동경험 

- 효율적인 버티포트 

이용 

기내용 

디스 

플레이 

1) 비상 연락 수단 및 

비행 상황 안내 

2) 파일럿과 고객의  

커뮤니케이션 제공 

3) 경로 주변 정보 및  

실시간 충전소 정보 

제공 

- 불안감과 감소와 

편의성  

증가 

- 파일럿과 고객의 

연결성  

증가 

- UAM 운영의 효율성  

증가 

서비스 

및 시설 

1) 항공 촬영, 테마  

운행 등의 UAM 탑승 

중 부가 서비스 

2) UAM 탑승 전후 편의 

기능 

3) 지연관련 기타 제도 

- 탑승 전, 후 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경험 개선 

 

3.5 전달하기(Deliver) 

3.5.1 서비스 블루프린트 

마지막 전달 단계는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체화하고 

시장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UAM: Air Taxi 예상 사용 시나리오와 

상황 별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전달 단계의 목적으로 한다. UAM: Air Taxi 의 

사용 시나리오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해결 컨셉과 

함께 표현하기 위해 변형된 서비스 

블루프린트(Service Blue Print)형식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5>. 일반적인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단일 고객의 사용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견된 핵심 이해 

관계자가 3 명이라는 점에서 3 명의 행동과 

시나리오가 하나의 블루프린트에서 표현된다. 

전체적인 사용 시나리오는 UAM: Air Taxi 탑승 전, 

탑승 중, 탑승 후 로 나뉘는데 비상 착륙에 대한 

상황과 왕복 사용의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전, 중, 후 

과정이 2 번 반복된다. 또한 정규노선 시나리오와 

개인예약 시나리오가 동일한 시간 순서로 상하 

병렬적으로 전개되며 정규노선에서는 직장인 

사용자와 조종사, 그리고 개인예약에서는 고소득자 

사용자와 조종사의 행동과 상호작용이 표현된다. 

앞서 해결 컨셉으로 제시된 ‘UAM 모바일 앱’과 

‘기내용 디스플레이’, ‘서비스 및 시설’ 이 지원 

수단으로써 상황과 사용자 행동에 따라 지원방법이 

표현된다.  

 

 

그림 5 UAM 서비스 블루프린트 (일부를 발췌) 

 

4. 결론 

국내 2007 년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도입된 

수상택시는 부족한 접근성, 긴 대기 시간 등의 

다양한 사용성 문제로 2021 년 폐지를 검토 중이다. 

[9]  이러한 선례로 서비스 진행 전에 사용자 중심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사용성 개선작업이 선두 

되어야 성공적인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UAM: Air Taxi 실용화 이전에 예상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용자는 UAM: Air Taxi 를 이용하면서 시간 

지연 문제, '불안감 문제, 단편적 예약 방식 문제, 

연계 교통 수단 탐색 문제 등 총 15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다수의 사용성 

문제는 UAM: Air Taxi 사용의도 저하를 야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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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Anyuser)/ 본 문서는 HyundaiAutoever 의 정보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 사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데이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 니즈 기반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UAM 모바일 

APP'과 '기내용 디스플레이', '서비스 및 시설' 

3 가지 컨셉으로 정의되었다. 각 컨셉을 사용 

시나리오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와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플루 프린트 형식으로 제안하였다 <그림 5>.  

본 연구는 국가 및 기업에서 UAM: Air Taxi 의 

기체 개발 이외로 총체적인 운영 방안 및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쓰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실용화 이전 사용자 중심으로 연구된 

프로세스로써 UAM: Air Taxi 의 성공적인 

상용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블루프린트를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여,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선 전후의 사용성 변화과정이 조사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예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검증 연구가 추가된다면 근거가 향상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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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현실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최근 VR 기술의 발전에 따라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의 VR 기기인 Head-Mount 

Display (HMD)가 보편화되고 있다. VR HMD 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됨에 따라 다양한 인종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반면, 특정 인종의 사람들은 안면 구조와 

기기의 얼굴 인터페이스 간의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인체공학 데이터를 

통해 Oculus Quest 2 의 얼굴 인터페이스를 

재설계하고, 3D 프린팅으로 새로운 얼굴 

인터페이스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동양인과 

백인으로 구성된 6 명의 피험자에게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개인화된 얼굴 

인터페이스에 해 인종별 반응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VR HMD 의 몰입도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얼굴 인터페이스를 다양한 인종 및 문화에 맞게 

개인화에 초점을 두어 기능적 개선사항에 해 

연구하였으며, 개인화를 통해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가상현실, 가상현실 기기, 데이터 기반 디자인, 

인간공학 

1. 서 론

1.1 가상현실 기기 (Virtual Reality Head Mount

Displays)의 발전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정의된다[1]. 위 정의에 

따르면 효과적인 VR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컴퓨터 그래픽 기기가 중요하며, 최근에는 

VR 기술의 발전에 따라 머리에 쓰는 형태의 VR 

기기인 Head-Mount Display (HMD) 가 두루 

사용되고 있다. 초기 상용화된 VR HMD 는 

고사양의 유선 VR HMD 로, Oculus Rift, HTC 

Vive 등이 표적이다. 위 모델들은 고사양이나 VR 

HMD 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이 마련되어야 

했는데, 충분한 그래픽카드의 사양이 뒷받침되는 

게임용 PC 가 필수적이었다. 이는 사용자가 VR 

HMD 를 구매해야 할 뿐이 아니라 V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가동할 수 있는 PC 또한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VR 환경을 완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선 

외부 센서를 주위에 설치하여야 했으며, 사용자의 

움직임은 센서가 설치된 위치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불편함은 저가형 HMD 모델들의 진입으로 

이어졌는데, Pico, 삼성 VR, 심지어 Google 

Cardboard 등의 모델이었다. 하지만 제한된 센서 

인식과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게임과 콘텐츠들 

때문에 크게 인기를 끌진 못하였다. 하지만 Oculus 

Quest 등의 독립형 (Stand-alone) HMD 가 시장에 

등장하였는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존의 

콘텐츠는 물론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독보적인 기기 스펙과 좋은 가격 경쟁력은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사용자를 만들었으며, 기존의 

마니아층을 벗어나 널리 판매되었다. 

1.2 가상현실 기기의 구조적 문제점과 연구의 

의의 

독립형 VR HMD 가 여러 시장에서 판매되면서 

전통적인 서구 문화권에서 벗어나 많은 사용자가 

생겨났다. 이는 VR HMD 의 사용성에 한 논의로 

이어졌는데, 특정 인종, 특히 동아시아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안면 구조와 기기의 얼굴 

인터페이스 (facial interface) 간의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이었다. 많은 아시아권의 VR 

HMD 유저들은 불편함과 함께 시뮬레이터 멀미를 

느낀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야기하였다[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얼굴 인터페이스나 머리 고정 

끈 등에 더할 수 있는 추가 장치들이 판매되었으나, 

본 연구는 이에 한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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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종 중 동양인을 위한 VR HMD 안면 인터페이스에 

해 연구하기로 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인체공학 데이터를 통해 

Oculus Quest 2 의 얼굴 인터페이스를 재설계하고, 

3D 프린팅으로 새로운 얼굴 인터페이스 시제품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VR HMD 의 몰입도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얼굴 인터페이스를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맞게 개인화하는 것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선행연구 

2.1 인체 측정학 (Anthropometry) 와 인체공학 

(Ergonomics)의 활용 

인체측정학은 "인체의 형태 및 기능을 계측하여 그 

계측치에 의해 인체의 여러 가지 성질을 수량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학문”이다[3]. 인체측정학으로부터 

인체공학적 설계가 나왔고, 각 설계 요소에 

특정하도록 확장되었다. 1988 년 좌석의 인체공학적 

설계에 관한 연구에서 저자는 "앉은 신체에 한 

생리학적, 생체역학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개인에게 적합한 광범위한 조정과 자세를 제공하며, 

웰빙과 성능을 증진하는 것"으로 인체공학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4]. 두 개념은 이전 문헌에서 

보듯이 인간이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아이템을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인체측정학 측정은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 배낭과 

같은 전통적인 설계 요소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5] 

VR 헤드셋에서 인간 및 인체공학적 요인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6]. 인체측정학 측정 

및 인체공학적 설계는 일상적인 항목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인종별 머리 모양의 다양성 

백인과 아시아인의 얼굴 구조의 차이에 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고, 문서화되었다. 사람의 인체 

측정학적인 측정과 시각화에 관한 책은 백인과 다른 

인종 측정의 차이를 가볍게 언급하는데, 그중 

중국인과의 차이에 해 중점적으로 언급한다[7]. 

이후 중국에서 실시된 적인 인체 측정 

프로젝트인 ‘Size China’에서도 주요 인체측정학 

조사를 실시하여 머리에 표본 평균 측정을 하기 

위해 많은 수의 중국인 샘플의 머리 데이터를 

측정하였다[8]. 

이러한 인체 측정학적 머리 데이터를 사용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머리 모양, 특히 헤드기어에서 

인체측정학 측정을 사용하여 설계를 재설계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기존의 헬멧을 변화하는 유저들의 

머리 모양에 맞춰 새로 제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9], 군사용 헬멧에도 반영하며 [10], 궁극적으로 

더 효율적인 헤드기어 디자인을 위하여 크기 체계에 

한 연구도 최근에 진행되었다 [11]. 

아직 인체 측정학적 연구는 VR 형태 같은 얼굴 

인터페이스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지만, VR HMD 

사용자들은 새로운 얼굴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Reddit 에서는 유색인종 VR HMD 유저들이 얼굴 

인터페이스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고 사용자 

경험을 발전시킬 방법에 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각자의 노하우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 [2]. 

2.3 가상현실과 인간공학 

VR 과 인체공학은 1990 년  후반에 개념이 

성립되어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가상환경 (Virtual 

Environment, VE) 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가상현실에 한 연구는 VE 기술과 인간공학과의 

연관에 하여 연구하였으며, 더 생생한 경험을 

위해서는 인간의 생김새에 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12, 13]. 이후 초기 VR 

연구에서는 VR 에서의 몰입감에 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몰입감의 측정 방법과 어떤 요소가 

이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위주로 연구하였다 

[14,15]. 이후 최근 연구에선 좀 더 직접적인 VR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하여 연구하였는데, 특히 디자인과 몰입감이 깊은 

관계성을 보였다[16]. 이후 세부적인 시나리오에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교육 환경에서의 

연구가 많이 등장하였다 [17].  

3. 디자인 과정 

3.1 재설계 과정 

새로운 얼굴 인터페이스 제작을 위해서 디자이너를 

상으로 하는 측정 데이터와 함께 현  한국인을 

상으로 하는 해부학적 논문도 함께 참고하였다[7, 

18, 19, 20] 이를 통해 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백인과 동양인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재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해부학적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4 개의 변경 요소는 

광 의 위치와 높이, 이마의 위치와 높이, 코의 

위치와 길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선 

(Frankfurt line)이었다. 이 중 프랑크푸르트 선은 

귓구멍을 기준으로 두개골을 통과하는 평면을 

의미하며, 지구 표면과 가장 거의 평행하고, 보통의 

살아있는 상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머리가 

위치하는 곳이다. [21]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 

3D 로 모델을 제작하였고, Blender 라는 3D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사용자 테스트를 위하여 

얼굴 인터페이스를 제작할 때 제일 보편화된 독립형 

VR HMD 인 Oculus Quest 2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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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자인 과정 시각화 

3.2 재설계 결과 

디자인은 기존의 Oculus Quest 2 를 3D 환경에서 

구현한 후, 앞서 언급한 4 개의 변경 요소인 광 의 

위치와 높이, 이마의 위치와 높이, 코의 위치와 길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선에 하여 

변경하였다. 제작된 모델은 총 4 가지로, small, 

medium, large, 그리고 best fit 으로 구성되어 있다. 

Small, medium 과 large 는 현  한국인 평균과 

하위 25%, 상위 25%의 데이터로 제작하였고, best 

fit 은 모든 변경 요소에서 한국인의 평균으로 나타난 

데이터로 제작하였다. Medium 은 비교적 각 연결점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전반적인 모양새가 

small 과 large 의 것과 비슷하지만, best fit 은 모든 

점이 평균점으로 제작되어 얼굴형에 제일 흡사한 

모양을 띤다.  

 

그림 2 Oculus Quest 2 기반 재설계된 얼굴 인터페이스 

3D 모델 

모델 제작 후 3D 프린터로 출력하였고, 기존의 얼굴 

인터페이스와 유사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은색으로 

채색하였다. 착용감을 위해 검은색 스펀지로 

마감하였고, 고무 커버로 덮어 얼굴에 닿는 느낌을 

개선하였다.  

4. 사용자 테스트  

4.1 사용자 테스트 과정 

디자인된 모델의 베타 테스트를 위해 동양인 및 

백인을 약 3 인씩 모집, 총 6 명의 베타 테스터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자 테스트에 앞서 

실험 진행자는 인체 측정학 기준으로 피험자의 

머리둘레와 단면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광 의 

가장 높은 점 간의 길이도 측정하여 백인과 동양인 

간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측정 이후 각 피험자는 VR 게임을 5 분간 

플레이하였는데, Eleven table tennis 이라는 탁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였다. Eleven table tennis 는 

단순한 조작과 완성도 높은 물리엔진 구현으로 VR 

환경을 거부감 없이 체험할 수 있어 선택하였다. 

또한 머리의 움직임이 상당수 필요하여 얼굴 

인터페이스를 보는 사용자 테스트에 용의하였다. 

사용자들은 기존의 얼굴 인터페이스와 제작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두 번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제작된 인터페이스의 경우 사이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얼굴에 올려보고 사이즈를 

결정하게 하였다. 각각 5 분간의 실험 후 피험자는 

경험에 한 설문조사를 작성하였고, 실험 사이에 

시뮬레이터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였다. 

유저 테스트 이후 사용자 경험에 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2 설문조사 문항 선정 

유저 테스트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몰입감, 현존감, 

그리고 시뮬레이터 멀미 질문지(SSQ)에 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몰입감과 현존감은 

가상현실에서 사용자 경험을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며, 질문에 한 디테일은 모두 

선행연구 기반으로 사용하였다. [22, 23, 24, 25] 

몰입감은 “당신이 착용한 VR 기기는 가상 현실에서 

충분한 몰입감을 제공했는가?” 라는 질문으로 

제시하였으며,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22]. 

현존감은 공간적 현존감, 가상 세계에 몰두, 실제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9 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24]. 

마지막으로 시뮬레이터 멀미 질문지는 VR 기기가 

사용자 VR 멀미를 고려하지 않고 몰입형으로만 

설계되면 짧은 기간 중에만 편하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측정하였다. [25] 질문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SSQ 척도를 사용하였다 [25]. 

4.3 사용자 테스트 결과 비교 

유저 테스트에는 동양인 (한국인) 3 명과 백인 

3 명이 참여하였다. 각 피험자가 선택한 새 

인터페이스들 아래 표 1 에 정리하였다. 

표 1. 유저 테스트 참여자 리스트 

인종 성별 선택한 

인터페이스 

타입 

머리 둘레 (cm) 

한국인 F Best Fit 55 

한국인 F Medium 56 

한국인 M Medium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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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F Medium 53 

백인 M Large 57 

백인 F Medium 54 

 

유저 테스트 피험자들의 머리둘레와 단면 길이를 

비교하면, 머리둘레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도 

있었지만, 인종 간 차이도 보였다. 또한 단면 길이의 

경우에도 백인 피험자들의 경우에 머리 세로 길이와 

광  사이 간의 길이에 있어서 더 큰 치수가 

측정되었다. (그림 3)  

 

그림 3 유저 테스터들의 머리 단면 길이 비교 

설문조사의 몰입감에 한 결과를 비교하면, 백인의 

경우 기존 얼굴 인터페이스에서의 몰입감이 새로 

제작된 인터페이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인의 경우 새로운 얼굴 인터페이스에서 

몰입감이 같거나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그림 4 유저 테스터들의 몰입감 비교 

설문조사에서 현존감의 경우 백인 피험자들이 

새로운 얼굴 인터페이스의 사용 시 더 낮은 

현존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동양인의 

경우 전반적인 현존감의 변화는 있었으나 백인 

피험자에 비해 크지 않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그림 5 유저 테스터들의 현존감 비교 

시뮬레이터 멀미는 6 명의 참여자 모두 측정되지 

않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체 측정학과 인체공학의 활용을 

알아보고, 기존 연구의 인체공학 데이터를 통해 

Oculus Quest 2 의 얼굴 인터페이스를 재설계 

하였다. 이후 3D 프린팅으로 새로운 얼굴 

인터페이스 시제품을 확인하고, 동양인 3 명 백인 

3 명에 하여 유저 테스트를 하였다. 본 논문은 VR 

HMD 의 몰입도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얼굴 

인터페이스를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맞게 

개인화하는 것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몰입감과 

현존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후속 연구에서 추가 실험을 진행하여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고 인터뷰 결과도 분석하여 개선점을 

파악하고, 기업체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인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VR 

HMD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얼굴 인터페이스가 

동반되는 기기에도 개선된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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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해커톤은 개발, 디자인, 기획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제한된 시간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참가자들은 서비스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을 파악하고 해커톤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해커톤은 학생부터 현업 종사자들과 그 외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 활용되어 왔고, 동시에 

효율적인 해커톤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논의는 해커톤 준비와 최종 결과 

분석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해커톤이 등장하면서, 개개인의 역량이나 협업 

프로젝트 진행 경험이 부족한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에 해커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해커톤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멘토가 각 팀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도움을 주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해커톤에 참여한 80 명의 참가자들을 

관찰하며 팀 내에서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 팀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기 쉽지 않고, 

이에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가 각 팀의 문제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사용한다는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그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디자인 목표와 이를 반영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프로토타입의 핵심 기능으로는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기능과 

멘토를 위한 전체 팀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다. 더 나아가, 해커톤 

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에서 파악한 핵심 인사이트의 신뢰성과 

프로토타입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해커톤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해커톤, 대시보드, 모니터링 서비스 

1. 서 론 

해커톤은 단기간에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가 

모여서 특정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다는 특징 때문에 단기간에 본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협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해커톤의 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해커톤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교육과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해커톤의 

유용성이 검증되고 있다. [1-5] 

그러나, 해커톤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준비 

단계와 최종 평가 단계에 집중하고 있어 해커톤 

진행 과정을 돕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5] 해커톤은 실무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과 신입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 부족은 해커톤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해커톤에서 팀원간의 진행 상황 공유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는 팀원간 협력을 방해하고 발생한 

문제점을 초기에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경험 부족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해커톤의 경우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멘토들이 각 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도움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 조사를 통해 해커톤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그 후, 핵심 

인사이트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디자인 목표를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핵심 인사이트의 신뢰성과 

프로토타입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커톤 

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해커톤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커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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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톤 시스템의 디자인 목표를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 핵심 인사이트의 신뢰성과 프로토타입의 

유용성을 경험자에게 확인받았다. 

2. 사용자 설계  

2.1 사용자 조사 

사용자 조사는 해커톤 과정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참고해야 할 디자인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해커톤 멘토의 역할로서 해커톤을 참여하는 

80 명(총 20 팀)을 관찰하며 3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커톤 시작 후 4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팀을 대상으로 첫번째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중간 발표가 끝난 시점인 24시간이 지났을 때 모든 

팀을 대상으로 두번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후, 

30 시간이 지난 후, 4 팀을 대상으로 세번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 인터뷰 과정에서는 각 팀이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 주제와 핵심 기능을 물어보고 각 팀 별 역할 

구성을 질문하였다. 또한, 현재 팀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지와 프로젝트 공유와 아카이빙 등을 

위해 따로 작성하고 있는 서류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중간 발표 이후, 두번째 인터뷰에서는 각 팀이 

겪고있는 어려움과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고, 팀에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하였다.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전반적인 해커톤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와 멘토링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2.2 핵심 인사이트 

사용자 조사 결과 우리는 4 개의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험이 많지 않은 참가자가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참가자들은 시간 압박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디자인과 개발을 하려 한다. 

그러다 실제 개발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거나, 

만들고 보니 기획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등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 

모든 팀을 파악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멘토는 경험이 부족한 참가자를 위해 각 팀의 

보이지 않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5 분 

이상의 인터뷰가 필요하다. 하지만, 20 팀 전체를 

인터뷰하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여도 

5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지식과 경험 차이로 팀 내에서 다른 일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해커톤에서는 팀원들끼리 

각자 개발자, 디자이너 혹은 기획자의 역할을 맡아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이 맡은 일을 처리하게 된다. 

이때 각 역할간의 진행 상황 공유가 중요하지만, 

개발을 잘 모르는 디자이너 혹은 디자인 과정을 잘 

모르는 개발자처럼 다른 역할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 진행 상황을 공유받아도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초기 기획을 잘 수렴하고 그 내용을 나머지 작업 

과정에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커톤 과정 

동안 목표를 확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하고 개발하게 된다. 서비스 핵심 목표, 필요 

기능, 그리고 서비스 구성 등의 핵심 내용 기획을 잘 

마무리해야 큰 수정사항 없이 목표를 위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개발, 디자인 그리고 최종 

발표까지도 기획 내용을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3 디자인 목표 도출 

우리는 도출된 핵심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디자인 목표를 도출하였다. 

멘토들이 팀의 작업 과정을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진행 상황을 수치화하여 보여준다. 이는 현재 

해커톤의 시스템에서 멘토가 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인 인터뷰보다 짧은 시간에 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인터뷰가 필요하더라도 

배경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기획과정에서 만들어진 핵심 목표와 팀원들의 내부 

평가를 통해 정량적으로 진행 상황을 수치화하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커톤 참가자의 전체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멘토에게 제공한다. 현재 

해커톤에서는 멘토가 각 팀에 직접 찾아야 각 팀의 

상황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팀의 

평균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각 팀별 상황을 

비교하기에 까다롭다. 따라서 시스템에서는 

멘토에게 팀 전체, 각각의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전체와 각 팀별 진행 상황,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안한다.  

팀내 역할별로 진행 상황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하여 

팀원 모두에게 제공한다. 팀 내부에서의 정보공유는 

팀 내부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진행 

속도가 느린 파트를 파악하는 등, 해커톤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맡지 

않은 파트라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팀 역할별 진행 상황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하여 다른 역할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획 내용과 해커톤 핵심 진행 상황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성공적으로 해커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나머지 

과정이 기획에 맞추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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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에서는 

기획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핵심 진행 상황을 상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제안하려 한다. 

3. 서비스 제안 

도출한 핵심 인사이트와 디자인 목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피그마를 활용해 프로토 

타이핑을 진행했다. 제안한 시스템은 사용자와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페이지로 구분했다.  

• 전체적인 팀 상황 파악 대시보드 (그림 1): 

멘토가 전체적인 팀 진행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팀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 개별 팀 상황 파악 대시보드(그림 2): 멘토가 

특정 팀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다. 

• 팀 내부 공유용 멘티 대시보드(그림 3): 멘티가 

팀 내부 정보를 팀원들에게 공유하거나 멘토를 

호출하기 위해 사용된다. 

3.1 멘토: 전체적인 팀 상황 파악 대시보드 

 

그림 1 멘토용 페이지 초기 화면, 팀 각각의 진행 상황과 

평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팀 상황 파악 대시보드는 그림 1 과 같다. 

1-(1)에는 각 팀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해커톤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이 상자 수염 그림을 통해 

시각화된다. 추가로  진행 상황에서 너무 뒤쳐져 

있거나, 빠르게 진행된 팀은 극단치로서 빨간 

사각형으로 구분해 표시된다. 1-(2)에는 팀명과 

진행 상태가 문자로 표시되고, 각 팀 별 진행 상황은 

색깔로 구분된다. 멘토를 호출할 경우 빨간 원을 

통해 어떤 팀이 호출했는지 표시된다. 1-(3)에는 

해커톤 일정에 맞춘 타이머가 있다. 1-(4)에는 각 

팀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과 멘토 호출, 문제 해결 

기록 등 멘토에게 필요한 로그들을 보여준다. 

3.2 멘토: 개별 팀 상황 파악 대시보드 

 

그림 2  멘토용 페이지 각 팀 상세 화면, 개별 팀의 진행 

상황을 역할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팀 상황 파악 대시보드에서 개별 팀 

버튼을 클릭 시 개별 팀의 상세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멘토가 팀 

개별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시보드는 그림 2 

와 같다. 2-(1)에 멘토가 확인하고 있는 팀이 

표시된다. 2-(2)에는 각 팀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항목은 해커톤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인 기획, 디자인, 개발, 발표에 

따라 구분되어 표시된다. 특히 디자인과 개발 

부분에서는 어떤 팀원이 역할을 맡아 진행중인지와 

어떤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표시한다. 2-

(3)에는 현재 접속한 멘토의 정보와 도움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버튼, 그리고 타이머가 있다. 

2-(4)의 로그는 기존의 로그에서 각 팀에 해당하는 

로그만 따로 시각화 하여 볼 수 있게 했다. 

3.3 멘토와 멘티: 팀 내부 대시보드 

 

그림 3 멘티 화면, 팀 내부에서 공유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멘토를 호출할 수 있다. 

멘티가 팀 내부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시보드는 그림 3과 같다. 3-(1)에는 멘토의 개별 

팀 파악 대시보드와 동일하게 팀 정보가 있다. 3-

(2)에는 역할별 진행 상황이 공유되고 접속한 

멘티는 공유된 정보와 각 역할별 작업중인 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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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3-(3)과 3-(4)에는 접속한 멘티의 

정보와 멘토 호출 버튼, 타이머, 그리고 팀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4. 심층 인터뷰 

표 1. 인터뷰 대상자 정보 

식별코드 나이 선정 이유 

P1 20 대 해커톤 다수 참가 및 수상 경험 

P2 20 대 해커톤 다수 참가, 수상 경험, 

멘토링 경험 및 운영 경험 

P3 20 대 해커톤 다수 참가, 수상 경험 및 

멘토링 경험 

4.1 실험 방법 

사용자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핵심 인사이트와 

프로토타입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해커톤 경험이 

있거나 해커톤에서 멘토 경험이 있는 20 대 남성 

2 명과 20 대 여성 1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자세한 정보는 표 1 과 같다. 

인터뷰 대상자에게 핵심 인사이트와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인사이트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커톤 경험 질문 이후 

프로토타입을 소개하고 프로토타입의 사용성을 

검증하였다. 

핵심 인사이트를 검증하기 위한 인터뷰 질문은 

해커톤 참여 경험, 해커톤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팀 

내에서 정보 공유 경험, 기획의 중요성 1 (중요하지 

않다) ~ 5 점 (매우 중요하다), 기획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경험, 다른 역할을 맡은 

팀원의 진행 상황 파악 정도, 멘토링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 (멘토의 경우) 멘토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팀을 잘 파악하였는지와 같은 

해커톤과 멘토링 전반에서 본인이 느낀 어려움이 

우리가 도출한 핵심 인사이트와 유사한지 검증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프로토타입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유용한가, 

팀원의 진행 상황을 노출하는 것이 유용한가, 진행 

상황 안내가 필요한가, 기획 결과물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가와 같은 핵심 기능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4.2 핵심 인사이트 검증 결과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해커톤의 짧은 시간 문제로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중간 결과물을 다시 확인하고 다른 

팀원의 정보를 체크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이 급하다고 언급하였다. P1 은 특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나 걱정이 되는데 

체크할 사람이 없고 할 일이 계속 없으니 두려움이 

컸다”고 언급했다. 또한, P2는 “개발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 그냥 진행 상황 공유할 때 하는 말을 

믿고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 번은 뒤늦게 

특정 부분의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다른 팀원이 투입되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언급했다. 

각 기획의 중요성은 모두에게 5 점을 받았고 특히 

P1 의 경우 5 점 이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획은 
해커톤의 핵심이고 본인의 경우 전체 해커톤 
과정에서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500 점이라고 생각한다. (P1) 또한, P2는 

해커톤 관점에서 기획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해커톤이 개발대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비스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체크리스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P2) 

멘토의 경험이 있는 P2 와 P3 의 경우 멘토링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하였다. P2는 “멘토링에 

소극적인 참가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P3는 “어떤 팀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고 사실 모두 질문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직접 팀에 찾아가서 상태를 묻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고 

제때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해당 대답 모두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 

인사이트와 연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3 프로토타입 사용성 검증 결과 

인터뷰 대상자들은 프로토타입의 기능 중 

대시보드와 진행률 표시 기능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였고 전반적인 사용성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팀원의 진행 상황을 수치화해서 파악할 수 
있어서 직관적이고 멘토가 문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P1) 

한눈에 모든 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 모든 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P2) 

각 팀을 인터뷰하여도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디테일한 정보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 (P3) 

팀에서 필요한 항목을 하나의 시스템이 관리해주고 
해커톤 내에 중요한 행사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다. (P1)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프로토타입에 대한 단점과 

개선사항을 요청했고 프로젝트 진행률과 작업물 

공유 방식에 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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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 부분의 진행률을 보면 development 로 
통합되어 있는데 프론트랑 서버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구분된 작업인 것 같아서 나눠서 
보여주는 것이 더 직관적인 것 같다. (P1) 

진행률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만 잘못하면 진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진행률에 너무 집착하지 않거나 진행률을 잘 
계산해야 할 것 같다. (P2) 

진행률 계산이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AI 가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기획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P3) 

팀 내의 정보가 멘토에게 공유되는 것은 좋으나 
다른 팀에게 공개되지는 않으면 좋겠다. (P2) 

수상을 목표로 하는 팀의 경우 팀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싶을 것 같지는 않다. (P3) 

4.4 고찰 

심층 인터뷰 결과 우리는 최종 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주의하여야 할 점 두 가지를 발견하였다. 

먼저, 진행 상황의 공유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 해커톤의 성격에 따라 개발은 웹, 서버, 나아가 

인공지능 혹은 데이터 처리 등으로 더 세분화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경우,  UI 나 서비스 소개 

자료, 발표 자료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한 사람이 

나누어진 업무를 전부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각자 다른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 각각이 얼마나 진행했는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진행률 계산은 자동으로 계산되거나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진행률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진행률이 높다고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해커톤 참가자가 

진행률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낮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만드는 등, 해커톤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진행률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자동으로 진행률이 계산되거나, 

진행률이 높아지면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 세부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률이 계산되어야 한다. 

5. 결론 

현재 해커톤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사업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5] 하지만 성공적인 해커톤을 위해 필요한 

해커톤 진행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다. 해커톤의 

장점인 역량 성장과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은 

해커톤 과정에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해커톤을 

위해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해커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디자인 목표에 따라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해결 방식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사용자 조사 방법을 

통해 해커톤 과정에 해커톤 참가자와 멘토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과 니즈를 분석하였고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향후 다양한 시스템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도출된 핵심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를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디자인 목표를 만족하는 멘토와 멘티용 

대시보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핵심 인사이트의 신뢰성과 

프로토타입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해커톤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가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멘토링 

시에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 인사이트와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향후 해커톤에는 해커톤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욱 성공적으로 

해커톤의 장점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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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R/VR 서 주로 사   
 과  . 래  의   

시스템은 별 의 어  요   UI  
지  이 어 AR/VR의 유로  사  
한 .  연구  의   시스템의 

한계    시     
터   시스템  제안 및 구현한 .   
시스템은 Mediapipe Hands 이  사  
사 의  지   과 동시  

  의  추 고, 
 서(Piezoelectric sensor)로  지  

터    로 동 한 . 한  변 , 
스 이스, 스 이스의    제스  
터 로  . 고    

시스템의 프로토    , 
그 고  래  과 5 지 서 교 고, 
사   한 터  문  진 .  
시스템의 로  문   은 서의 
유로  AR 사   로 대 . 

주제어 

현 (AR), 현 (VR),  , 터 
, 터  터 이스 

1. 서 론 

1.1  

, 터 , 교 ,  및 의  분  
AR/VR이 서  시장 규   
장  로 ,  어 분 의 시장 
유 이 장  로 어  로 [1]. 

이  , 사  제    
시스템의 종류   한정 이  의  

 AR/VR 사  의 유  어 . 

의 문   시스템  래 그  1과 이 
 이 한  과 (이   

),  래  이 한 (이   
래  )이 .  은 사  

서  이 로 사   한 
의      

문   이 .  래  은 
서 의  이  이 . 

고     시스템의 한계  사  
사   확 고, 사  유로  AR 

 제       터  
 시스템(이    )  제안한 . 

 

그  1.  ( )과  래  ( ) 

1.2 연구 

   이스 KITTY(keyboard 
independent touch-typing device)  AR/VR 

서   사   터  
이   지 고  한 사 이 [2]. 사  

  이  KTTY  고 
 판  이  로  의 
 터 로  문  한 . 장  의 
어    서   이 한 
 이   구현한 사  [3]. 

사  어  고   
이    서 어  

진동  주어  한 . 의  사  
  사  이 로  연  
이 지 , 래 그  2의 ,  이 장  
의 어   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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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3. 시      터   시스템의 구  

OmniTouch    이   
시  의  표  터  스크 로 사  

 시스템이 [4]. 터  지  터 로 
 문  그  2  이  과 이  

별 의 어   요  . 그  
터  한  시스템은 hover  

  구분 지 한  한계  . 이  
   ActiTouch  이   

      정확한 on-
skin 터   한 . 그  2  이 
ActiTouch  터 과 결  목  

의 한 어 의 장 로 AR/VR 
서 정확 고 유동  on-skin 이 

[5]. 이  AR/VR  과 
   문   어 지 , 

터   어    고, 
on-skin 터     한 장  
이   이   . 

 

그  2.   시스템  KITTY,   한 
이  장 ,  OmniTouch,  ActiTouch 

 유     문   은 
로 연구 어 . 한 연구  의 

 지  의 은 로 구 어 
목   ‘  ’  [6]. AR 

서  UI 의  이  , 로 
정   스크   문   

 고안한 사  [7].   연구  
 사 지 고 문     

사 의 시  추  동    
구현 [8]. AR 의 ray-cast 터 

  dwell type, gesture type, blink 
type 로  지  사  [9]. 

1.3 의   사   사 

표 1.   사   터  

 

VR  사     VR  
한 사  9  대 로 터  진 . 

이 VR 서 사  문   , 
의 VR  사  , 그 고 로  VR 

문   대한 의   문 로 문  
구 .     사 고 

, 한 이  래   사   
이 . 의 표 1과 이,  은 
서의 이 어   제대로 
지  대한 확   어 고,  래  

은    어  의 이 . 
이 은 로  문   장   이 연  

이 서    제  
 의  제시 . 어 한  이 

제스 로 이 지   의 이 . 

이  사  터   의   
  의  의 어 이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5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5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이 고, 로    시스템  대한 
요   확 . 

2. 시    터   시스템 구현 

사  사 서 서 이 지  터  
대한 이 .  터  터 은 

 시  주어 연    고, 
    이 지  

대한 사 의 안  . 서 터  
로  시스템  구 . 한 

   사   지 
  고  그     . 

 시스템은 그  3과 이 터  이  
MediaPipe Hands  사  사 의  

 지   고 시 로 
 추 한 . 사  어  한 

로  터  문   
로 동 , 스 이스, 스 이스, 한  

변 과 은 은 제스 로  . 
프로토  스  한 AR/VR 로  

스 스 2  사   은 Unity 
진 로 제 . 

2.1 터 과   이 한 문   
지 

 

그  4. 터 의  지  

터 은    사 의 
이   추  데 . 

그  4   시스템 서 터  이  
흐름   이 . VR   시  

로 사 의  이 이  장   
 터 서 MediaPipe Hands  사  

시 로 의 과  추 한 [10]. 
MediaPipe   래 ,   의 터 

  이 로 제  지  
프 크이 . MediaPipe Hands   래  
이 로, 서  구분 고  서 

21 의 (landmark)  추 한 . 은 

0~20 로  어 어,  의 
   . 이 이  Unity 서 

사  프로그래  어  C#  지 지 , 
python 로  래  . 이후 

의    이  python 서 
Unity 진 로 한 . Unity   
표   한   과 

동시    의 지(이  터 )의 
 추  사  어   고 

지 터 한 . 

의 로    이  
     의  정확   어 . 

이     시스템은  지  
 터  지한 . 서, 서, 정  

터 서, 름 과   서   
 스 한 결과,   서  은 

  이 서    과 은 
진동  민  , 터  지  장 

고 판 . 서  이   
연결 고 AR/VR 의   HC-06 

스  사 .  그  3과 이 서  
 의       고 
이  스 은 목  .  

 

그  5. 시스템 동 서  

터 과   한 시스템은 
그  5  이 로 동한 . AR/VR 

서   동시   터, 
그 고 이   연결 .   

  터 서   시 로 
추  추  데이터    한 . 
동시  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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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로   고, 이 지  
시  터 이 고  의 
문    . 시스템의 스  
github 서 확   [11]. 

2.2 제스  터  한 추    

 과 시    터 
의 한계로, 서 로 사  어  

지 이 .   이  주변 로 터 
 분  과정 서,  이   

  의 표  정확  추 지 
한 . 서 문  제 한 의 은 

별 의      대  그  
6과 은 제스    고  한 . 

 

그  6. 스 이스, 스 이스, 한  변  제스  

의   사   장 고 판 한 
스 이스  스 이스, 그 고 사  사 서 

  한  변  프로토  계 서 
구현 . 지 서 스 이스  어   
문  변  이  문  제스  장  

  , 터 과 은  지  
서로   동  고안 . 스 이스  

터 의  로로 고 서 
로 이  . 이 로로 

정  스 이스  trigger  의  
장 고, 0.5  후  이 로 이동 지 

판  로 동 한 . 한  변 은 터 
로   의 목 분  

터  로 .  

2.3 지  고 의 현 

 연구  AR/VR 사 의 유  이  
 이 요   고  의 

  . 지 은 문  
 요한   10 로, 지  제 고 

3x4  이   의   
. 그  3   의 분   

데, 이   서로 이  
사   터   한 의 
문     어   서로 
어  이 . 그 고  안정   

래    이   이고  
지   의 로 향 로 .  

지  고 과    Unity 서 
구현 . 한글  고 은 유한한 의 

 진 FSM(finite state machine) 로[12],  
    , 의 로 

/ /종   과정   , 그 고 
 로 구분  automata 이 . 이  

토대로  로     로 
변  이 과정  C# 로 . 이후 

      . 

3. 프로토  사  스  

  시스템이 제 AR/VR 서의 
사  한지 확    시스템   

과  래  과 교 고, 프로토 의 
사  스  진 . 

3.1 스  과정 

 20대  1 과  2 , 30대  
1 , 40대  1 ,  5 이  스 스 2  
사 .   연구주제  고 

   시스템의 사   안 . 
5분의  후   로 의 이름  
이  지시 고,   로  의 

이름  이  .    
스 스 2의  ,  래   

 RealayVR[13]의 토  참고  
Unity로 제  사 . 이  과제 이후  
터  문  진 . 

3.2   시스템의 교 

표 2.      시스템의 교 

 

표 2  어의 크  , 이  ,  
의 유 ,  UI  서   

교한 이 . (1)   의  
사      고 어  
한 .    사   목  

 의 어  로 이 유 . 
(2) 2022  11  Meta 이지  스 2의 

 은  104,610 로,  
 시스템의 프로토  제  의 5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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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이 이름   데 
 시  교 .  은  3 , 

고 17  요 고,   은  
36  고 한 은 5분  과 .  

의   시 서  연결한 이  
 문제  이 확 . 래  은 

6~43  . (4)  래  은  
시스템과   이 .   

 이 이지   로 이 
  막   장  어  

UI  이  연 로   
. (5)      

  UI   지  이 . 

  교한 결과,  시스템은  
   이 고 대 이 , 

 래  과    제  
  이 교  안정  확 . 

한  시스템은      UI  
사 의 시   정   문 , 시  

지      AR 서  
안  사   . 

3.3 터  문 

래의 표 3은  대  터  정 한 
이 .   시스템  사 한 과 , 

그 고 AR/VR의 유로  사   서의  
시스템  대한 의   문 로 구 . 

표 3. 주  사   한 터  

 

이 이  AR 서   의 
이     의 , 그 고  이 
서   래 의 이  

의 이 .   AR 서의 사  
고 ,  과    은 

 고  요   서 
사 이  의  . 한  시스템의 

어   목 로 이 어  대 이 
 문   사   의 이 

. 이   과 서의 지  
확장의 요  대한 이 . 

표 4. 사   한 문 

 

사   한 문은 Nielsen이 제시한 
사  터 이스  요   의 표 
4  이 , , , ,  5 의 

로 구 [14].   목 서 은 
 지 한 은 터 서   
이     래 의  

현 과 의  의 제약 문 로 . 
스 이스  스 이스, 한  변    한 
사 이 지 이   목 서 

,   목 서 정   
은 로      
의  대한 고  요  로 . 

  목   시스템이  AR 
서의 문   로  이 

주  이 .   은 제 로 시  
  이 사  의향이 고 . 
서 AR 서의 사  목 로  래  
과 의 정확  한  은 사  
   로 . 

4. 결론 

고 서  유로  AR/VR 사    
 이 문     터  의 

   시스템  제안 및 
구현 .  시스템은  래   

 요한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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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  로   UI의  
시 과 동시  별 의 장  이   

  .   시스템의 
프로토  의   교한 결과  
시스템은    대 이 고, 

 래  과    한 
안정  이 ,  UI  사 의 
시   이      

. 한 프로토 의 사  스  
진 한 결과 유로   AR 사   한 
문   로   . 

이 프로토  사  과정 서 
 의 이  사 의 이 래  
  어  문제  고 이  

연결한 이  의 안정한 연결이   
향   이 . 이   

과 의 , 제스  지의 민  이 
 터 서   로 . 

이 한  추후 서 고,  이 
서   래 의   
  터    

연구  계  이 . 지  연구   
로  시스템은 의   

시스템의  고 서의 유로  AR 
사    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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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메타버스 속 세상에서는 사용자가 아바타를 사용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하지만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서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용자 간 소통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몰입감이 쉽게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내 커뮤니케이션 노이즈를 

(Noise)를 줄이는 방법으로 유저 인터페이스 
툴킷(Toolkit)을 제안하여 언어적 및 비언어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몰입감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툴킷 디자인을 위한 대표 
메타버스 서비스로 현재 컨퍼런스, 교육, 회의, 협업 
등의 목적으로 활용도가 가장 높은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선정하였다. 우선, 
메타버스 속 커뮤니케이션 노이즈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게더타운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찰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였고 도출된 
주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툴킷을 디자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제안된 
툴킷의 사용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스피치 버블 개인화’, 
‘대화 방향 시각화’, ‘커뮤니케이션 범위 표시’, 
‘비언어적 감정 표현’과 같은 4 가지 툴킷의 사용은 

메타버스의 사용자 경험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노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툴킷, 사용자 경험, 게더타운 

1. 서론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미국의 SF 소설가인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1992 년에 발표한 
소설인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했다[1]. 이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 활동한다. 메타버스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급격히 성장했고, 최근에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2-5].  

하지만 메타버스 속에서는 사용자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소통의 
오류와 잘못된 대화의 해석으로 인해 사용자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몰입감을 쉽게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단절로 
이어진다[6].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인 게더타운의 활용 형태를 살펴보고, 
게더타운을 위시한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툴킷을 제안한다. 

 

2. 문헌 연구 

2.1 메타버스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노이즈 

커뮤니케이션은 정보를 상호 혹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작위 혹은 무작위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라 
하며, 이때 정보는 자연적 사건(natural event)이나 
사고(accident)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담는다[7].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런 
노이즈 없이 전달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메타버스 상황에서는 메타버스가 매체가 되어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노이즈가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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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김민재[6]에 따르면 소통의 과정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1인칭 시점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이질감 등의 오류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의미의 전달이 왜곡하거나, 축소, 확대하기도 한다.  

2.2    메타버스 몰입감 

메타버스 상황 속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몰입도에 따라 
집중도와 전달력, 이해력의 차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에서도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환경의 

몰입도를 주기 위한 연구와 시스템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송원철&정동훈[2]은의 연구에서는 
실제 환경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질, 반응 정도, 편안함, 

솔직함, 감정전달 등이 높아질수록 친밀감이 
상승하고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수준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Lengel&Daft[8]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의 
전달 능력은 언어의 다양성과 다수의 단서, 피드백의 
즉시성, 그리고 개인화를 통해서 측정되는데, 이를 

통해 미디어가 개인에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능력이 
높을수록 풍요로운(rich) 미디어, 그 반대의 경우는 
부족한(lean) 미디어라고 하며, 이 정의에 따르면 

대면 커뮤니케이션은 풍요로운 미디어에 해당하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여전히 
부족한 형태의 미디어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속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그림 1. Media Richness Hierarchy [8] 

 

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메타버스 내 커뮤니케이션의 노이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툴킷을 디자인하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해당 툴킷이 사용자 간 

인터랙션을 증진했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3.1 연구 문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였다. 

RQ1.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사용자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노이즈가 존재하는가? 

RQ2. 메타버스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RQ3. 메타버스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노이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RQ4. 메타버스 내에서 툴킷은 커뮤니케이션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3.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1) 관찰 (Observation), (2)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 (3) 사용성 평가 

(Usability Test)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사용자 

경험을 증진하는 툴킷 디자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조사하여 

사용자군을 살펴보고 서비스별 사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1). 이를 통해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갖고 있으며 컨퍼런스, 교육, 회의, 협업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더타운을 연구 플랫폼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메타버스 플랫폼별 유형 조사 

구분 제페토 (Zepeto) 이프랜드 (Ifland) 
게더타운 

(GatherTown) 

특징 

10대를 타깃으로 

한 아바타를 통한 

가상 세계 

대학생 및 
직장인을 

타깃으로 회의, 

행사, 이벤트에 

특화 

컨퍼런스, 교육, 
회의, 협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접근 

방식 
전용 모바일 앱 전용 모바일 앱 

PC 웹 접속 권장, 

모바일은 제한적 

기능 사용 

커뮤

니케

이션 

방식 

음성, 채팅을 활용. 

3D 아바타의 

다양한 감정, 
포즈를 통해 

비언어적 소통 가능 

음성, 채팅을 

활용. 3D 

아바타를 통해 
100여 개의 감정 

및 모션 표현 가능 

화상, 음성, 채팅을 

활용. 2D 아바타와 

이모티콘을 통해 

비언어적 소통 가능 

장점 

Gucci, Nike, 
Disney 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다양화 

하나의 룸에 
130명이 참여할 

수 있어 대형 

컨퍼런스에 적합 

쉬운 조작 방법과 
높은 직관성으로 

사용자 접근성이 

우수 

 

4. 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게더타운 서비스의 이용행태, 사용자 간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니즈 및 페인 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3월 29일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해당 
플랫폼 사용자 총 5 명을 모집하였다. 관찰은 

게더타운에 참여자와 연구자가 동시에 접속해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5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5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진행하였으며 1:1 및 다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살펴본 후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크게 [메타버스 사용 경험], [커뮤니케이션 
소비 방식], [커뮤니케이션 기능 만족도]에 대한 

인사이트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설계하였다.  

4.1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 

관찰 및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다(그림 2). 온라인 협업 툴 

미로(Miro)를 활용하여 인터뷰 의견을 그룹화하였고, 
이를 디자인 방향성에 맞추어 두 번의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걸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한 니즈를 

파악하고 툴킷에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그림 2. 심층 인터뷰: Affinity Diagram 

 

• 명확한 발화자 인식 및 구분 필요 

게더타운에서 발화자를 표시해주는 시각적 
기능으로는 발화자 카메라 테두리 색 변경과 아바타 

위 작은 스피치 버블 생성이 있다. 이에 사용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게 되면 누가 저한테 말을 

걸었는지 확인이 어려워요. 그럴 땐 시각적 표시도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P1)” 라고 답변하였다. 
발화자를 표시해주는 기능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룹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시 음성이 겹치게 되면 
발화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일 수 있는 

기능의 니즈를 확인하였다. 

• 공간 내 다수 간 커뮤니케이션 위치 파악의 필요 

게더타운 화면은 사용자의 아바타가 공간 속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 이에 사용자는 “어느 공간에서 
대화가 오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없어 맵 전체를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펴보는 게 번거로웠습니다. 
(P2)”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위치와 공간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온라인 

컨퍼런스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 각각의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인 기능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 커뮤니케이션 가능 범위 시각화 필요 

게더타운은 메타버스의 실재감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사용자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대방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효과를 적용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거리에 의해 상대방의 영상과 
소리가 갑자기 흐려지게 될 때 대화의 흐름이 
끊긴다고 느꼈어요.(P5)” “소통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 눈대중으로 알아 맞추는데 
불편합니다.(P2)”와 같이 표하였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범위를 시각화하여 대화의 

효율을 높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구체화 및 다양화 

필요 

게더타운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춤추기’, ‘폭죽 터트리기’ 기능 외에 이모티콘 
보내기가 존재한다. 이에 사용자는 “이모티콘과 
아바타의 리액션이 단순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요.(P3)” “아바타가 박수 치는 
동작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적 
제스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P4)” 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아바타의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구체화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5. 디자인 구체화 

인터뷰를 통해 도출해 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게더타운 내에서 발생하는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고,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 시킬 수 

있는 4가지 툴킷을 제안한다. 

5.1 스피치 버블 개인화 

 

그림 3. 스피치 버블 개인화 화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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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커뮤니케이션 시 음성이 겹치게 되면, 제대로 
들리지 않거나 발화자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게더타운에서 발화자를 
표시하는 시각적 표현 방식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다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발화자를 알아채는데 더욱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진입 시 사용자별 개인 
스피치 색상을 설정하도록 하였다(그림 3). 사용자 간 

스피치 색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이는 대화 시 
발화자를 빠르게 인식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5.2 대화 방향 시각화 

 

그림 4. 대화 방향 시각화 화면도 

게더타운에서는 사용자가 처음 공간을 접하였을 때 
공간의 크기를 인지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아바타의 위치에 따라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이 클수록 
게더타운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대화나 이벤트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면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위치를 방향적으로 시각화하여 사용자가 

놓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4).  

5.3 커뮤니케이션 범위 표시 

 

그림 5. 커뮤니케이션 범위 표시 화면도 

게더타운에서는 대화 중 상대방과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게 되면 상대의 음성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사용자가 커뮤니케이션 가능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 대화가 
갑작스럽게 중단되거나 다른 사용자의 대화에 잘못 

참여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범위를 아바타 주변에 
원형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그림 5)을 추가해 

상대방과의 대화거리를 파악하여 소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5.4 비언어적 감정 전달 

 

그림 6. 비언어적 감정 전달 화면도 

게더타운에서는 아바타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부족하다. 간단한 이모티콘이나 ‘춤추기’, 

‘폭죽 터뜨리기’ 모션을 취하는 것이 유일한 감정 
표현의 방식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자 채팅창 기능을 

보완하였다. 채팅창 입력 시 감정에 따라 캐릭터 위 
다양한 형태의 스피치 버블이 생성되어 메시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하였고 감정 표현은 1) 긍정, 2) 부정, 
3) 강조와 같이 3가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비언어적 감정 전달 기능을 

강화하였다.  

 

6. 사용성 평가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통해 게더타운을 활용해본 
사용자 총 8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5 일부터 
2022 년 4 월 29 일까지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리커트 7점 척도를 기준으로 
각 기능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개별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여 툴킷별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6.1 사용성 평가 결과  

인터뷰와 더불어 적용된 툴킷 요소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 사용성은 평균 5.5 점으로 확인할 수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5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5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있었다. 따라서 해당 툴킷 전략 요소가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총 4가지의 기능 중 ‘대화 방향 시각화’가 

평균 6점으로 가장 높은 사용성이 검증되었고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범위 표시’가 평균 5.5 점, ‘스피치 
버블 개인화’가 평균 5.1 점, 마지막으로 ‘비언어적 

감정전달’이 평균 5 점을 차지했다. 아래(표 2)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커뮤니케이션 툴킷 유효성 결과 

평가 항목 리커트 척도(7점 기준) 

 P1 P2 P3 P4 P5 P6 P7 P8 평균 

스피치 

버블 

개인화 

6 6 6 6 7 4 3 3 5.1 

대화 방향 

시각화 
6 2 5 7 7 7 7 7 6 

커뮤니케이
션 범위 

표시 
6 5 4 7 5 5 5 7 5.5 

비언어적 

감정 전달 
6 7 6 4 3 5 6 3 5 

평균 6 5 5.3 6 5.5 5.5 5.3 5  

 

다음은 개별 인터뷰를 통한 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 스피치 버블 개인화 

게더타운 진입 시 사용자의 개인 스피치 버블 색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고 음성이 겹칠 때 

발화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성이 검증되었다. 대화 그룹이 
작을수록 해당 기능이 유용할 것이란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큰 대화 그룹 내에서는 여러 색상이 오히려 
혼란스러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표했다. 또한 컬러 
스펙트럼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간 중복된 색상 선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사용자마다 색상을 설정하면 더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2-30 명씩 
이용하는 상황에서 색상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P4) 

“다른 유저와 스피치 버블 컬러가 유사하게 잡혀 
있으면 의미가 없을 거 같은데, 어떤 컬러가 
중복되어 있는지 인지를 못 할 거 같아요. 처음부터 
접속할 때 겹치지 않는 제한된 색상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편이 더 나을 거 같아요.” (P5) 

따라서 색상 선택 시 사용자들의 개인 스피치 버블 
색이 중복되지 않도록 GUI 적 구분이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컬러 스펙트럼 대신 인원에 
따른 색상 리스트를 보여주고 제안된 색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복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사용자에 의해 이미 지정된 색은 
선택 불가하도록 표시되어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가로 큰 

그룹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효과적으로 발화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색상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발화자 카메라 

테두리를 더 굵게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대화 방향 시각화 

사용자화면 밖에서 진행되는 대화의 위치를 

방향적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줬을 때 다수의 사용자가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공간이 클수록 
해당 기능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했다. 반면 낮은 점수를 준 사용자의 경우 오히려 

이런 시각적 표현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에선 
몰입도를 떨어트리고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답변하였다.  

“(게더타운에서) 여러 장소에서 발표가 진행되는데, 
발표 장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채팅창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대화 방향이 보인다면 조금 더 쉽게 
공간을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아요.” (P6)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대화에 
참여해 대화 방향 표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면 
오히려 헷갈리고 몰입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P2)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새로운 

시각화 형태로 대화 방향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단순한 디자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화거리에 따른 크기나 길이의 다양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이 해당 기능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직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GUI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커뮤니케이션 범위 표시 

다수의 사용자가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력과 명확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능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가장 
유효성이 높은 도구로 확인하였다. 기존 게더타운 

이용 시 대화 가능한 범위가 따로 표시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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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끊기는 등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자주 
발생해 왔기에 해당 기능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범위 표시가 안 
되는 것이 가장 불편했어요. 범위를 조정하는 
기능도 함께 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P2) 

“처음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까운 사람한테만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고 대화했다가, 원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제 이야기가 전달되어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을 높여 비슷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 
같아요.” (P8) 

이를 통해 해당 기능은 매우 유용하며 사용자가 직접 
대화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 비언어적 감정 전달 

채팅창에 긍정, 부정, 강조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추가하여 감정표현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도구는 유용하다고 평가되었다. 
다수의 사용자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했으며 다만 
감정이 옵션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정이 너무 긍정, 부정으로 딱 나눠진 것 같아요. 
여러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P1)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2) 

이에 감정 아이콘 선택 시 긍정, 부정, 강조 외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스피치 버블 모양이 추가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사용자 사이 

어떤 소통의 오류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툴킷을 제안하였다. 메타버스 
플랫폼 중 게더타운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용자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알아보았다. 발견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돕는 유저 인터페이스 

툴킷을 디자인하였다. 툴킷 디자인에는 ‘스피치 버블 

개인화’, ‘대화 방향 시각화’, ‘커뮤니케이션 범위 
표시’, ‘비언어적 감정 표현’과 같은 4 가지 기능이 

포함된다. 나아가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툴킷의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사용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지 못한 점과 2D형 메타버스인 
게더타운 중심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연구진은 본 연구를 확장해 향후 연구에서는 
제페토, 메타와 같은 몰입형 3D 메타버스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노이즈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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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cceleration signal is generated when a 

person interacts with the surface of an object, 

which carries pertinent information about the 

surface material. This acceleration signal is 

unique to each surface and can be used to 

recognize the surface texture of an obje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new transformer-

based deep learning model for surface texture 

classification from haptic data. This approach 

leverages the self-attention process to learn 

the complex patterns and dynamics of time-

series data.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transformer or its 

variants are used for surface texture 

classification using tactile information. As a 

proof of concept, we collected data for 9 

different textures and the evaluation 

experiments showed that the model achieved 

state-of-the-art classification accuracy. 

Keyword 

Transformer neural network, Surface Texture 

Classification 

1. Introduction 

In past decade texture classification has 

attracted many researchers due its wide-

ranging applications in robotics such as 

transmitting surface features from an 

exploratory remote robot. These features can 

be collected through a rigid tool by stroking it 

over a surface, which produces vibrations that 

can uniquely characterize the corresponding 

surface and reveal its rich haptic attributes 

[1]. On the contrary object identification and 

recognition have widely been performed in the 

area of computer vision. 2D and 3D features 

form images have been used to classify object 

and its surface. Unlike tactile based 

approaches, vision-based approaches require 

optical sensors which can be restricted by 

occlusion and lightning constraints [2]. 

Recently signal analysis and recognition are 

done by deep learning-based approaches. In 

[3] CNN is employed to perform signal  

 

 

Figure 1. Hardware for sample-set recording  

recognition. Moreover, in [4] 1D-CNN and 

Bi-LSTM are used in vehicle network anomaly 

detection.  

The works cited above served as inspiration 

for this paper, we develop a novel haptic 

texture classification approach based on 

Transformer architecture [5]. Unlike aligned-

sequence models such as CNN, RNN, LSTM 

and their variants, transformer-based model 

does not process data in ordered sequence 

manner. Instead, it analyzes the complete 

sequence of data and use self-attentional 

mechanisms to understand how the data are 

interconnected. Therefore, Transformer-

based models have the capacity to model time 

series data with complicated dynamics that are 

difficult for sequence models to process. In 

this work we used 9 different textures to 

show that our transformer-based model can 

be used for texture classification.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work are as follows: 

• A transformer-based model for texture 

classification using tactile data. 

• Results show that the model achieved 

state of the art classification accuracy. 

The remaining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Section 2 contains detailed explanation of 

collected dataset and proposed transformer 

model. Section 3 discusses evaluation results 

and lastly in Section 4 we conclude o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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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assification Approach 

In this section, the proposed attention based 

deep learning network scheme will be 

elaborated by starting with the explanation of 

data recording (Section 2.1), followed by the 

proposed surface texture classification model 

(Section 2.2).  

2.1 Hardware Setup and Dataset 

Our Hardware setup consists of interaction 

tool and one sensor attached to it (see Fig. 

1(a)). Accelerometer (ADXL335; Analog 

Device, having resonant frequency of 5.5 kHz 

and a noise level of 0.126 m/s2) enables us to 

measure the acceleration of the interaction 

tool tip. To record these acceleration signals 

we connected accelerometer to the portable 

data acquisition device (USB-6220; National 

Instrument).   

In our study, 9 samples in three different 

groups are prepared (see Fig. 1(b)).  The first 

group consists of fabric material, the second 

group consist of steel and plastic meshes 

while the third group is wooden samples. For 

each texture we collected acceleration data 

for 10 seconds with 3KHz sampling frequency 

in 2 different trials. One trial is used for 

training and another for evaluation. Recorded 

acceleration signal is also band pass filtered 

within the range of 25Hz and 1000Hz in order 

to remove gravity component, noise and the 

effect of purposeful human motion. 

Subsequently to reduce dimensionality of the 

recorded three axis acceleration signal we 

mapped these signals onto a single axis using 

DFT321 algorithm [6]. For the input to our 

deep learning model, we have also normalized 

the recorded signal so that each texture 

profile lies within the range of -1 to 1. After 

preprocessing we have segmented these 

acceleration signal into 500 samples window 

in time domain. These segments are used as 

the input to our Transformer Network. 

2.2 Haptic Transformer Network 

An overview of our Transformer-based Haptic 

texture classification network can be seen in 

Fig 2. Our model partially follows the original 

Transformer Architecture [5] as we only 

deployed transformer encoder block and did 

not use decoder block. The transformer 

encoder architecture is considered sufficient 

in time-series classification applications [7] 

Figure 2. Transformer Network for Haptic Texture 

Classification 

while encoder-decoder network performs well 

in time-series forecasting tasks [8]. 

Additionally, the word-embedding layer was 

eliminated because it was part of the original 

transformer scheme, which was used to do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tasks, and 

it was utilized to transform word sentences to 

numerical vectors. 

The input to our network is the segments of 

preprocessed single-axis acceleration signals 

collected from each texture while the output is 

class label vector. These input signals first go 

through positional encoding. This step is 

essential to encode the sequential information 

of the input signal and it can be performed by 

element-wise addition of the input vector with 

a positional encoding vector. We used sine and 

cosine function encoding in our work [8]. 

Vector containing input acceleration signal 

along with position embedding is then fed into 

three encoder layers containing three 

attention heads. We chose the dimension of 

each encoder as (500,1). Each encoder layer 

is identical and contains two sub layers: self-

attention sub layer and feed forward sub layer. 

We used 1D-CNN with kernel size (1x1) and 

Relu as its activation function followed by a 

fully connected layer as a feed-forward sub 

layer. Moreover, each sub-layer is also 

followed by a normalization layer. To make a 

final prediction, the encoder block outpu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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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 as input to the Dense Layer followed by 

Softmax layer of size (1 x 9). The Softmax 

layer produces probability distribution vector 

for all classes and final corresponding class 

can be reported by the maximum probability 

label.  

Training Parameters: Through a number of 

training sessions, we selected the optimum 

hyperparameters for the model. Finally, 

Adamax was employed as model optimizer 

with learning rate of 0.001 and batch size of 

32.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 as loss 

function was used while the number of epochs 

was set to 500. Additionally, we used dropout 

as regularization technique for each of the 

encoder layers to boost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and prevent the model over-

fitting. 0.2 dropout-rate is used for each layer. 

3. Results  

In this section we present results from our 

transformer-based model. These findings 

come from the test acceleration profil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training 

acceleration data. During evaluation we 

followed the same preprocessing steps 

described in Section 2.1. Accuracy, Precision, 

Recall, and F1 score are the four performance 

evaluation metrics used in the experiment. 

Each performance index is calculated by the 

confusion matrix. Table 1 depicts the results 

of aforementioned evaluation metrics while 

Fig 3 exhibits the mean accuracy of each 

texture.   It is noted that our proposed model 

achieved average accuracy of 98.87% and F1 

score of 96.89 % which shows the significance 

of attention-based (Transformer) algorithm in 

texture classification applications. 

Table 1. Performance evaluation metrics 

Performance Metrics Results 

Accuracy 

Recall 

Precision 

F1 Score 

98.87% 

97.1% 

96.7% 

96.89 % 

4. Conclusion 

In this work, we proposed a transformer- 

based model for texture classification using 

haptic data. We observed that our model 

exhibited the compelling performance and 

 Figure 3. Accuracy score for each texture  

achieved 98.87% average accuracy on 

collected dataset. Although real world 

applications have plenty of objects with 

various surface textures. Therefore,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show the effectiveness 

of our algorithm with more te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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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심미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 

툴과 알고리즘의 발달로 사용자의 요구 목적을 
최적화 하는 제너러티브 디자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단순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알고리즘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전문가와 
제너러티브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협업을 진행하며 

기능성과 심미성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하기 위한 기술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인공지능 모델 중 기능성을 위해서는 
강화학습을 사용하고, 심미성을 위해서는 
GAN모델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숙련된 전문가의 효율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적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Generative Design 

Process),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GAN(Generative Advers

arial Network) 

1.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인공지능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너러티브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너러티브 디자인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사용자의 요구 조건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프로세스이다[1]. 기획자, 
디자이너, 엔지니어와 같은 사용자는 사전에 요구 

조건에 맞는  설계 옵션을 설정하고, 관련 알고리즘을 
수행시키고 결과를 얻는다. 최종적으로 도출 된 수 
많은 데이터 중 최적의 결과물을 선택한다. 이와같은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는 제조 분야 뿐만 
아니라, 패션, 건축,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알고리즘에 의해 단편적으로 반영하는 
프로세스에서 벗어난 보다 높은 수준의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3] 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는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유사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3]을 참고한,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이다. 제너러티브 디자인과 관련된 
알고리즘이 주요 요소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이디어 

구상, 아이디어 전개, 의사결정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구역을 제너러티브 모델 존이라고 
정의한다. 제너러티브 모델 존은 제너러티브 

디자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툴 등과 같은 요소가 
적용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너러티브 
모델 존 구간에 숙련된 전문가와 인공지능을 함께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심미성과 기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제너러티브 디자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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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연구 

현민성[4]은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제안한다. 기능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 중 강화학습 모델을 활용했다. 해당 
프로세스의 목표 제품 군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상 
용품들이다. 그림 2 는 연구 [4]에서 제안된 

프로세스를 통해 나온 결과물로서, 커피를 담고 다른 
컵에 따르는 역할을 하는 커피포트이다. 커피포트 
디자인은 연구 [4]에서 제안한 강화학습을 활용한 

프로세스를 통해 커피를 따르는 과정에서 커피를 
불필요하게 흘리는 양을 최소화한 기능성에 
집중하였다. 즉,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디자인 과정에서 심미성을 고려하지 않아 심미적 
요소가 부족한 형태를 띄고있다. 제품 디자인에서 

심미적 요소는 사용자의 만족도와 구매 및 활용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5]. 

 
그림 2. 기능성을 고려한 제너러티브 디자인 결과[4] 

 
[6] 는 심미성에 초점을 맞춘 제너러티브 디자인 모델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델은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모델이다. 두 개의 이미지 중 첫 번째 

이미지로부터 형태와 구조에 대한 특징 값을 
추출하고, 두 번째 이미지로부터 색, 화풍과 같은 
스타일에 대한 특징 값을 추출한다. 그림 3과 같이, 

추출된 각각의 특징 값을 통해서 이미지의 전체적인 
구조는 유지되며, 심미적인 스타일이 적용된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된다.  [6]는 이 과정에서 딥러닝 모델 

중 하나인, CNN을 활용한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통해 심미적 관점의 특징 추출 외에 
기능성은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림 3 심미성을 고려한 제너러티브 디자인 결과[6] 

 

2. 관련 연구 

2.1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능성을 만족하기 위해 
강화학습 모델을 활용한다[7]. 강화학습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서, 주어진 실험 환경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얻기 위해 최적의 방법을 학습하는 
모델이다. 여기서 실험 환경은 그림 4와 같이 
에이전트(Agent), 환경(Environment), 행동(Action), 

상태(State), 보상(Reward)으로 구성된다. 행위자인 
에이전트가 특정 상태의 환경에서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된다. 주어지는 보상에 

따라 에이전트는 계산을 통한 최적의 다음 행동을 
선택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며 강화학습 
모델의 학습이 진행된다.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주어진 환경/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최선의 
행동인지를 결정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모델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마르코프 

의사결정(Markov Decision Processes) 모델이 
사용된다. 마르코프 의사결정 알고리즘은 의사결정 
과정을 모델링하는 수학적인 틀을 제공한다.  

강화학습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모델 알파고와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모델이 있다. 

 
 

  

 
그림 4. 강화학습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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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심미성을 만족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 중 GAN 모델을 활용한다[8]. GAN은 
제로섬 게임 틀 안에서 두 개체가 서로 경쟁하며 
네트워크를 학습해 나가는 모델이다. 그림 5와 같이 

GAN은 생성자(생성모델)와 판별자(분류모델) 로 
구성된다. 최초, 생성자가 임의의 잠재 변수를 입력 
받으면, 생성자의 생성모델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해낸다. 그리고 가짜 데이터와 진짜 데이터는 
함께 분류 모델에 전달되어 진위에 대한 판별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분류모델의 학습이 일어나며,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다시 생성자로 전달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생성 모델과 
분류모델은 함께 학습을 진행해 나간다. 최종적으로 

분류모델이 가짜 데이터와 진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분류하지 못 할 때 훈련이 종료된다. 
GAN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가상의 아바타인 

메타휴먼, 제조 산업에서 유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데이터 증대 등이 있다. 
 

 

그림 5. GAN 모델 
 

3. 제안하는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 

3.1 심미성과 기능성 

본 연구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고려된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여기서, 기능성은 
디자인을 통해 생성되는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성능을 의미한다. 기존연구 [4]의 

커피포트를 디자인 사례의 경우, 커피를 다른 컵에 
부을 때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기능에 포함 될 수 있다. 
다른 예로, 비행기의 날개를 설계 할 때 가벼우면서도 

공기저항을 적게 받을 때 좋은 기능을 가진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심미성은 
제품을 디자인할 때 다루는 기본 요소로 색상, 디자인, 

외관의 미적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숙련된 디자이너 일수록 높은 미적 심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기능성과 심미성 두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 결과를 인공지능을 통해 융합함으로써 
최종적인 결과물을 생산한다.  

3.2 단계별 프로세스 

이를 위해, 그림 1에서 언급한 전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그림 6과 같이 응용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제너러티브 모델 존 안에 속하는 아이디어 
구상, 아이디어 전개, 의사결정의 각 단계에 적절한 

인공지능 모델과 기존 모델을 배치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 아이디어 구상 단계 

아이디어 구상 단계의 경우, 기능성을 위해 
강화학습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디자인을 
적용한다. 정의 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약만 주어진 상태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환경을 구현한다.  이 때, 제품 자체가 강화학습 
환경의 행위자가 되며, 주어지는 외부 조건이 환경이 

된다. 이를 통해, 제품은 기능적 요건만 고려하며 
디자인되어 간다. 시뮬레이션 횟수를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여 기능성을 

최대화한다.  
동시에, 숙련된 디자인 전문가도 아이디어 구상을 
진행한다. 전문가의 경우,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전 

경험을 활용하여 여러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종이와 디지털 모델링 툴 
모두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심미성이 포함된 

디자인을 제시한다. 본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능성을 위한 강화학습의 알고리즘 예시안이 
도출되고, 심미성을 위한 전문가의 아이디어 전개가 

완료되면, 아이디어 전개 단계로 넘어간다. 
 

• 아이디어 전개 단계 

아이디어 전개 단계에서는 전 단계의 두 개 결과를 

결합시킨다. 이 과정에서 GAN 모델을 활용하여 
결합을 진행한다. 인공지능 모델을 통한 결합은, 외부 
의견과 편견 등의 부정적 요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을 결합함으로써, 두 요소의 장점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기능성과 

심미성에 대한 비율 변화가 가능해진다. 주어진 
문제와 도메인 특성에 따라 기능성 혹은 심미성 
한쪽에 높은 가중치를 줄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디자인은 의사결정 단계로 넘어간다.  
 

• 의사결정 단계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전개 단계에서 생성된 
디자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진행한다.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디자인이라는 의사결정이 될 경우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6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6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양산관리 단계로 넘어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이디어 전개 단계로 다시 돌아간다. 아이디어 전개 

단계로 다시 넘어 갔을 때, GAN을 활용한 두 디자인 
결합 과정에 대한 옵션을 변경하여 결과물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심미성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될 경우 

아이디어 구상 단계의 디자이너에 의해 나온 디자인 
결과물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반대일 경우 
강화학습을 통해 나온 결과물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산 단계로 넘어갈 최종적인 
제품을 도출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제너러티브 모델 존의 인공지능 모델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심미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제너러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기존의 
제너러티브 모델을 분석한 후,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강화학습과 GAN 모델을 활용한다. 아이디어 구상, 
아이디어 전개, 의사결정 각 단계에 알맞는 모델을 
배치하고 숙련된 전문가와의 협력 구조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제품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델 혹은 
전문가의 한쪽에 편향되지 않으며, 심미성과 

기능성도 합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품에 대한 도메인 결정과 

구체적인 강화학습, GAN 모델 선정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아이디어 구상과 의사결정을 진행 할 

전문가에 대한 기준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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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연구는 AI 보조 라벨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형식에 따라 작업효율성과 AI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라벨링에서 AI 의 

사전 판단이 확률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확률 형식, 
판단 근거를 시각화한 척도로 제공되는 척도 형식, 
판단 결과만 제공되는 진위 형식, AI의 사전 판단이 

제공되지 않는 통제 조건에 따라 AI 보조 라벨링 
형식을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작업효율성을 실제 작업 
효율성과 작업자가 인자하는 작업효율성으로, AI 에 

대한 인식을 신뢰도와 선호도로 나누어 네 가지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작업 
정확도와 작업 시간은 확률 형식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제 작업효율성은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영향 받을 수 있음이 관찰되었다. 작업자가 
인지하는 작업효율성, AI 에 대한 신뢰도, 선호도는 

모두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AI 보조 라벨링의 형식이 
작업효율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며, 정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확률 형식의 AI 
보조 라벨링이 작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디자인 

임플리케이션을 발견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인간-AI 협업, AI 보조 라벨링, 작업 효율성, AI 인식 

1. 서 론 

데이터 라벨링 중에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 문맥을 파악하기 어려운 텍스트 데이터 

라벨링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화가 어려워 
라벨링 작업량이 늘어날수록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 [1]. 또한, 작업자의 편향 또는 휴먼 에러로 
인해 해당 라벨링으로 학습된 AI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2].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연구에서는 

라벨링에 대한 AI 의 초기 판별 또는 예측 결과를 
라벨링 작업자에게 제공하는 AI 보조 라벨링(AI 

assistance labeling) 방식을 통해 인간 작업의 효율과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3]. 그러나 
아직까지 AI 보조 라벨링이 제공되는 방식인 ‘AI 보조 

라벨링 형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이 연구는 텍스트 독해가 요구되는 라벨링에서,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따라 작업효율성 및 AI 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근거 텍스트를 토대로 주어진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팩트 체크 라벨링’에서의 AI 보조 

라벨링 형식의 차이가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AI 보조 라벨링에서의 

디자인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관련 연구 

2.1 인간-AI 협업이 작업 효율성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간과 AI의 협업은 작업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를 들어, 양자택일의 

단순한 작업에서의 의사결정 정확도 [4]와 복잡한 
대규모 라벨링 작업에서 정확도와 작업 소요 시간 [3] 
측면에서 인간과 AI 협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작업효율성 외에도, 인간-AI 
협업 상황에서 사용자가 스스로의 작업 효율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5]. 

인간과 AI 협업은 작업효율성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AI에 대한 신뢰와 
선호는 작업자가 AI의 결정을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인간이 AI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6] 
작동방식이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믿는 경우 

[7]에는 AI 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에 따라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AI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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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낮은 경우에도 인간과 AI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I의 의사결정이 

자신의 의사결정과 대치될 때, AI 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AI 수용도도 감소하게 되어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종합하면, 기존 연구에서는 인간과 AI의 협업이 작업 
효율성과 인식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AI 의 

협업 여부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3, 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AI 보조 라벨링이라는 인간-AI 협업 

맥락에서, AI가 협업하는 형식에 따라 작업효율성과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AI 보조 라벨링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라벨링의 작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라벨링 작업 과정을 보조하는 AI 

보조 라벨링이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어, AI가 라벨을 
추천해주거나 옵션에 대한 확률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정확도와 시간 측면에서 작업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3]. 또한 AI 모델이 분석한 
개별데이터의 특성과 라벨의 관련성을 제시해주는 AI 
보조 라벨링은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 이러한 결과들은 AI 보조 라벨링이 

라벨링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존 AI 보조 라벨링은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제안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정보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은 순으로 AI 
보조 라벨링이 판단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확률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인 ‘확률 형식’ [3, 4], 판단 근거를 
시각화한 척도와 함께 제공되는 ‘척도 형식’ [4], AI 
판단만이 제공되는 ‘진위 형식’ [10] 등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AI 보조 라벨링 형식이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작업효율성은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제공되는 정보의 구체성이 높을수록 
작업자는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작업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실제 작업효율성 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AI 의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작업자는 본인의 작업 

성과를 더욱 높게 평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H1). 텍스트 독해가 요구되는 라벨링 작업에서, 
작업효율성은 실제 작업효율성 (H1a)과 작업자가 
인지하는 작업효율성 (H1b) 측면에서 AI 보조 라벨링 
형식이 확률 형식, 척도 형식, 진위 형식, 통제 조건일 
때 순서로 높을 것이다. 

한편, AI 에 대한 인식 역시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영향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AI 의 설명 
스타일이 구체적일수록 사용자는 보다 이해하기 쉽게 

되고, 그 결과 AI 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또한, 심리학 문헌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보가 자세할수록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4].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살펴 보았다. 

가설 2(H2). 텍스트 독해가 요구되는 라벨링 작업에서, 
작업자의 AI에 대한 인식은 신뢰도(H2a)와 선호도(H2b) 
측면에서 AI 보조 라벨링 형식이 확률 형식, 척도 형식, 
진위 형식, 통제 조건일 때 순서로 높을 것이다. 

3. 팩트 체크 라벨링 

 

<그림 1> 팩트 체크 라벨링을 위한 시스템의 예시. 

이 연구에서는 가설검정을 위해, 팩트 체크 라벨링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팩트 체크 라벨링은 관련 
위키피디아 문서의 독해를 토대로 주어진 ‘명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팩트 체크 
라벨링 시, 작업자는 사전 지식이 아닌 시스템 상에서 
제공되는 위키피디아 문서인 ‘근거 텍스트’만으로 

판단하여 명제를 참, 거짓, 판단 불가로 분류한다. 참인 
명제는 근거 텍스트로부터 참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문단 제목: 과학사회학
과학자의 주장이나 학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지식 및 관찰과 조화를 이루는 비인격
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지식
과 관찰을 잘 설명하며 논리적 비약이 없는 학설은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설이 정
당한지 여부는 연구자의 인종· 국적· 종교· 사상·
명성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다. 예
를 들어 독일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하버가
개발한 암모니아 제법을 무효화 할 수는 없으며,
영국인을 혐오하는 사람이라도 뉴턴이 찾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폐기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보
편주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신분에 상
관없이 누구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
식체계의 증대라는 과학의 가치를 실현한다.

판단해야 할 명제
학설이 정당한지 여부는 연구자의 인종· 국적· 종
교· 사상· 명성과 같은 ‘인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부터 출발해야 한다.

근거
텍스트

명제

AI의 사전 판단
AI가 예측한 명제의 참일 확률은 51% 입니다.

AI 보조
라벨링
정보

명제의 진위 여부 결과
입력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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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거짓인 명제는 근거 텍스트로부터 거짓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 판단 불가인 명제는 근거 

텍스트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림 1>은 팩트 체크 라벨링을 수행할 때 사용된 
시스템의 예시 화면이다. 시스템에서는 근거 텍스트, 

판별 대상인 명제, AI 보조 라벨링이 제공하는 정보인 
‘AI의 사전 판단’이 제공된다. AI 사전 판단은 AI의 
사전 예측 정보로, 네가지 실험 조건에 따라 상이한 

형식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스크린샷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작업자는 명제의 

진위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표 1> 실험 조건별 특성, 구현 방식 및 예시 스크린샷 

조건 특성 구현 방식 예시 화면 

확률  
확률론적 
상징 

BERT점수를 확률로 
나타내어 제공  

척도  
확률론적 
그래프 

BERT 점수를 
시각화한 척도 제공  

진위  
결정론적 
상징 

BERT 점수를 이용해 
사전 진위 판단 제공  

통제  - 정보 제공하지 않음 - 

4. 연구 방법 

4.1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따른 실험 조건 설계 

이 연구에서는 AI 보조 라벨링을 구현하기 위하여 
명제 생성에 사용된 참고 문장과 파생된 명제 간의 
토큰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점수를 합산한 BERT 

점수를 토대로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사전모델을 
개발하였다. 사전모델에서는 참고 문장과의 BERT 
점수가 높은 명제일수록 참일 확률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팩트 체크 라벨링에서는 근거 텍스트에서 
추출한 참고 문장은 항상 참이므로, 이와 유사한 

명제일수록 참에 가까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전모델의 예측에 사용된 BERT 점수를 
토대로 AI 보조 라벨링 형식을 달리하여 네 가지 실험 
조건을 디자인하였다. 1) 확률 형식에서는 AI의 초기 

진위 판별에 사용된 확률과 판별결과를 제공한다. 이때, 
BERT 점수를 확률값으로 사용하였다. 2) 척도 
형식에서는 AI 의 초기 판별 결과를 10 개 구간으로 

나눈 척도 상에서 표시하여 제공한다. 척도 역시 BERT 
점수를 활용하여 생성하였다. 3) 진위 형식에서는 
AI가 초기 판별한 결과만을 제공한다. 이때, 무작위 

추출 샘플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BERT 점수가 0.9 
이상이면 참, 0.9 미만이면 거짓으로 변환하였다. 4) 

통제 조건은 AI의 초기 판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각 조건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4.2 종속변수 측정 

4.2.1 실제 작업효율성 

실제 작업효율성이란, 라벨링이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빨리 이뤄졌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작업효율성을 작업 정확도와 시간 두 가지 측면으로 
측정하였다. 작업 정확도는 하나의 명제에 대한 라벨링 

작업에서 두 작업자의 라벨링 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작업자간 라벨링 결과가 일치할 
경우, 작업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이견이 없이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 

시간은 작업 시 소요된 시간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4.2.2 작업자가 인지하는 작업 효율성 

작업자가 인지하는 작업 효율성이란, 실제 작업 
효율성과 달리 실험 참여자가 본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 느끼는 능숙도, 용이함, 성공도를 의미한다. 

능숙도는 익숙하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느끼는 정도, 
용이함은 작업수행이 쉽다고 느끼는 정도, 성공도는 
작업을 요구사항에 맞게 완수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후 설문을 통하여 능숙도, 
용이함, 성공도를 각각 7점 척도 단일 설문 문항으로 

측정한 후, 각 응답 값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 [15]. 

4.2.3 AI에 대한 신뢰도 

AI에 대한 신뢰도는 작업자가 AI의 정보를 믿고, 그 
정보에 의존하여 작업할 의향이 있는 정도를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AI 에 대한 신뢰도를 7 점 척도 설문 
문항 5 개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16]. 단, 통제 

조건에서는 AI가 제공되지 않았기에 측정되지 않았다. 

4.2.4 AI에 대한 선호도 

AI 에 대한 선호도는 작업자가 AI 와 인터랙션에서 
느낀 흥미도와 만족도이다. 흥미도는 사용자가 작업에 

관심을 가짐으로서 계속 작업하기를 원하는 정도, 
만족도는 사용자가 본인의 작업 결과에 대해 흡족함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흥미도와 

만족도에 대해 각 단일 7점 척도 설문 문항으로 측정한 
후, 응답 값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17]. 단, AI 가 

제공되지 않은 통제 조건에서는 측정되지 않았다. 

4.3 실험 참가자 

총 24명의 참가자(남성: 58%, 여성: 42%)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20대의 4년제 대학 재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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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험 절차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팩트 체크 라벨링에 대한 

튜토리얼이 약 30 분 동안 제공되었다. 이후 
참가자들은 4 주 동안 네 번의 분기로 나뉜 실험에 
참여하여, 분기별로 7일동안 평균 56.96개의 명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분류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분기별로 
무작위 순서로 네 가지 실험 조건에 배정되었다. 
작업명제는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작업 정확도를 비교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명제는 두 명의 참가자에게 
할당되었다. 분기별 작업완료 시에는 사후 설문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에서는 작업 경험과 네 

가지 종속변수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하였다. 

아래 <그림 2>는 실험 절차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2> 팩트 체크 라벨링 실험 절차. 

4.5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가설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수행하였다. 실제 작업효율성(H1a) 중 작업 정확도는 
동일명제에 대해 두 작업자간 작업 결과가 일치했는지 

여부인 이산형 자료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AI 보조 라벨링 형식과 작업 정확도의 
독립성 검정을 수행한 후, 실험조건별로 정확한 작업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실제 작업효율성 중 작업 시간과, 
인지된 작업효율성(H1b), AI 에 대한 신뢰도(H2a) 및 
선호도(H2b)는 평균차이검정을 수행하였다. Shapiro-

Wilk 검정 결과,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작업 시간은 
Kruskal-Wallis 검정을, 정규성을 보인 인지된 작업 
효율성(H1b), AI에 대한 신뢰도(H2a)와 선호도(H2b)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5. 분석 결과 및 논의 

5.1 작업효율성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은 형식일수록 작업효율성이 
높다는 가설 1(H1)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결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실험 조건별 작업 정확도 및 작업 시간 

AI 보조 라벨링 형식 확률  척도  진위  통제  

정확한 작업 수 [a] 1011 953 969 747 

부정확한 작업 수 435 467 542 344 

전체 작업 수 [b] 1446 1420 1511 1091 

정확한 작업 비율 [a/b] .699 .671 .641 .685 

작업 시간 평균(초) 190 166 205 206 

작업 시간 표준편차(초) 484 344 576 688 

인지된 작업 효율성 
(21점 만점)  

14.2 
(2.43) 

13.7 
(2.22) 

13.9 
(2,80) 

13.9 
(2.09) 

5.1.1 실제 작업효율성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따른 실제 작업효율성의 
차이에 관한 가설 H1a에 대한 분석결과, 작업 정확도와 

작업 시간 모두 가설과 일부 부합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에서 AI 보조 라벨링 형식과 작업 정확도는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χ2 = 12.10, df = 

3, p = 0.007 < 0.01), 전체 작업 개수 중 다른 작업자와 
작업 결과가 일치한 경우의 비율은 확률 형식 (0.699), 
통제 조건 (0.685), 척도 형식 (0.671), 진위 형식 

(0.641) 순으로 나타났다. 작업 시간에 대한 Kruskal-
Wallis 검정 결과,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따라 작업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H = 

42.38, p = 0.000 < 0.001). 사후검정인 Dunn 검정 
결과, 확률 형식과 척도 형식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 = 0.076  > 0.05), 확률 형식은 

진위 형식 (p = 0.000 < 0.001)과 통제 조건 (p = 0.000 

< 0.001) 보다 작업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AI 보조 라벨링 형식이 

제공하는 정보가 구체적인 확률 형식 또는 척도 형식이 
실제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반면,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진위 형식에서는 실제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음 인터뷰 결과로부터, AI 보조 라벨링 
형식은 작업자가 현재 인지하는 AI 의 사전 판단의 

성능에 대한 신뢰와 관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낮은 성능에선 [확률 형식]을 선호하는데 
만약 AI 의 정확도가 개선된다면 [진위 형식]을 

선호한다. 참, 거짓으로 제공받는 게 판단하기에 

빠르고 효율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P13)  

이는 작업자가 AI 에 대한 신뢰 여부에 따라 적합한 

보조 라벨링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확률, 척도, 진위, 통제
무작위 순서 배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척도

통제

확률

확률

진위

통제

진위

확률

진위

통제

척도

척도

팩트 체크
라벨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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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작업자가 인지하는 작업 효율성 

작업자가 인지하는 작업 효율성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은 AI 보조 라벨링 형식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H1b와 달리, 일원분산분석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 = 0.871 > 0.05). 

이러한 결과는 다음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가자들이 AI 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아, AI 보조 
라벨링을 자신의 판단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I가 참이라고 판별한 문항 중에 세밀하게 비교하지 
않아도 문장 구성이나 표현이 유사해 보일 때 저도 

참이라고 판단하는 정도로만 활용했다” (p10) 

한편 다음과 같은 일부 참여자들로부터, AI의 성능에 
대한 신뢰 외에도, 라벨링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AI 

활용여부가 영향 받을 수 있음이 관찰되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AI를 참고하지 않았는데, 
헷갈리는 경우 AI 를 조금 참고했다 (…) AI 판단이 

신경쓰일 정도면 나도 헷갈리는 경우니까…” (P3) 

5.2 AI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따라 AI 에 대한 

인식이 차이날 것이라는 가설 2 (H2)를 뒷받침하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3>은 AI 에 대한 

신뢰도(H2a)와 선호도(H2b)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3> AI에 대한 신뢰도와 선호도의 평균(표준편차) 

AI 보조 라벨링 형식 확률  척도  진위  통제  

AI에 대한 신뢰도 

(35점 만점) 

18.1 

(6.02) 

15.8 

(5.47) 

17.2 

(5.57) 
- 

AI에 대한 선호도 
(14점 만점) 

9.34 
(1.22) 

9.10 
(1.36) 

9.03 
(1.85) 

- 

5.2.1 AI에 대한 신뢰도 

AI 보조 라벨링 형식과 AI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가설 

H2a와 관련하여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p = 0.182 > 0.05). 아래와 같은 인터뷰 결과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든 실험 조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AI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의견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p20) 

한편, 위의 인터뷰는 작업자가 AI 를 신뢰하기에는 
만족할 만한 성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5.1.1의 참가자 p13의 인터뷰 에서 언급되었듯이, 

충분히 높은 성능에는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따라 

AI에 대한 인식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1.2 AI에 대한 선호도 

AI에 대한 선호도가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H2b 와 달리, 실험조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881 > 0.05). 
그러나 선호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본 인터뷰에서는 

참가자 24명 중 10명이 확률 형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가설과 부합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일부 
응답자들은 아래와 같이 확률 형식이 제공하는 정보의 

구체성과 명확성 때문에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것들은 수치가 딱 나오지 않는데, [확률 형식]은 

점수가 나와 참인 정도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p0) 

“확률 형식이 좋다. 진위 형식은 의견이 다를 때 오히려 

많이 고민하게 만든다” (p5) 

6. 결론 

이 연구는 팩트 체크 라벨링에서,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따른 작업 효율성과 AI 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제 작업 효율성과 
관련하여, 작업 정확도와 작업 시간은 AI 보조 라벨링 
형식과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가장 높은 확률 형식에서 작업 
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작업자가 인지하는 작업 
효율성과 신뢰도와 선호도 측면에서의 AI 에 대한 

인식은 모두 AI 보조 라벨링 형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실제 AI 보조 
라벨링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고객의 불만사항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라벨링 시스템 [3]에서 불만 사항이 각 
주제에 대한 관련성을 확률 형식으로 제안하는 것이 

작업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호텔 
리뷰의 거짓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라벨링 시스템 
[4]에서, AI 모델의 예측 결과 정확도를 함께 제공하는 

디자인이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실험 참가자가 20대 4년제 대학생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한 사전판단 모델에 기반한 낮은 

성능의 AI만을 구현하였기 때문에, 다른 표본 및 높은 
성능의 모델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가진 표본에서 AI의 

성능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작업자의 AI에 
대한 기대에 따라 신뢰와 선호가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AI 에 대한 기대를 추가로 

고려하거나 사전-사후 인식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보조 라벨링의 

정보제공형식이 작업과 작업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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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다. 둘째, AI 보조 라벨링에서 
정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확률 형식이 작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디자인 함의를 발견하였고, 작업자가 
인지하는 AI 성능과 작업난이도가 AI 보조 라벨링에서 

인간-AI 협업의 중요요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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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 IoT 

기기가 가정 환경에 점점 늘어나면서 스마트 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집에 배치된 

스마트 IoT 기기는 거주자에게 최적화된 스마트홈 

환경을 제공하지만 다중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여 다양한 갈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홈 환경 내에서 다중 사용자가 

Cross-Device 를 포함하여 스마트 IoT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파악하고자 

문헌 및 미디어 조사를 통해 총 31 개의 갈등 

사례를 수집하였다.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갈등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용자 관계와 공간을 축으로 

포지셔닝 맵을 만들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유사한 속성끼리 갈등들을 그루핑하여 총 

4 가지 갈등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다중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IoT 기기의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Smart-Home, Internet of Things, Cross-

Device, User Conflict, Multi-Users, Typology, 

Spatial Perspectives 

 

1. 서 론 

1.1 연구 목적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 IoT 

기기가 가정 환경에 점점 늘어나면서 스마트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1]. 스마트홈이란 

가정 내에서 활용되는 가전제품들이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실행을 통해 거주자에게 유기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 이때 집에 배치된 

다양한 스마트 IoT 기기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다수의 기기가 정보를 공유하여 하나의 

기기처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 

IoT 기기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경험이 중단되지 

않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을 Cross-Device 라고 

한다[3]. 노트북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개인이 쓰는 

기기와는 달리 스마트 IoT 기기가 공유 환경에 

놓이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유 기기가 된다[4]. 스마트 IoT 기기에는 

동일한 기기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한 여러 

사용자가 있는데[1], 오늘날 집에 배치된 스마트 

IoT 기기는 거주자에게 최적화된 스마트홈 환경을 

제공하지만 다중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홈은 집 안이라는 특정 환경을 

배경으로 기기를 공유하는 다중 사용자 간의 관계 

및 공간 활용 행태가 그 사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1) 스마트홈 환경 

내에서 다중 사용자 간 갈등 사례들을 발굴하고 

(2) 이를 사용자 관계 및 공간 관점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3) 유형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IoT 기기의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스마트홈 환경 내에서 다중 사용자가 스마트 IoT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문헌 

및 미디어 리서치를 통해 파악하였다.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갈등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용자 

관계와 공간을 축으로 포지셔닝 맵을 만들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유사한 속성끼리 

갈등들을 그루핑하여 이를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유형별로 스마트 IoT 기기의 서비스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홈과 다중 사용자의 정의 

거주자의 생활 루틴에 맞춰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영화 분위기에 맞게 스마트 

조명의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등 스마트홈 

환경으로 인해 집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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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이 자동화되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졌다. 

이처럼 스마트홈은 첨단 기술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5]. 스마트홈이란 주거 환경 내에서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전제품, 가정 

설비를 통해 거주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여 실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6].  

한편 사용자 관계의 관점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룸메이트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의 여러 사용자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7].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Household)는 

1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 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 및 취침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하는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가구에 포함될 수 있다[8]. 스마트홈 환경에서 

부부, 룸메이트처럼 집에서 함께 거주하거나 손님, 

가사 도우미 등 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여러 사람이 집에 배치된 스마트 IoT 기기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다중 사용자는 혈연, 비혈연 

관계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포함하여 집에 배치된 스마트 IoT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2.2 집에서의 공용공간과 개인공간 

공간 활용 행태의 관점에서,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쉼터, 안전, 정서 그리고 섭취라는 

인간의 행위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이다. 그리고 

집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단순히 생존을 위한 욕구 충족 행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스마트홈은 가정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삶의 공간에서 삶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편의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로[9], 집이라는 특정한 공간 단위를 필연적 

배경으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집은 

활동성과 커뮤니티 중심인 공용공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폐쇄적이고 쾌적한 

개인공간으로 나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집이라는 공간을 거실, 부엌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화장실과 

침실처럼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적인 

공간을 개인공간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2.3 Cross-Deice 의 정의 

Cross-Device 란 스마트 IoT 기기를 사용할 때 

사용자의 경험이 중단되지 않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3]. 집에 거주하는 다중 사용자는 

특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Cross-Device 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홈 환경의 Cross-Device 

경험 설계에 있어 다중 사용자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필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Cross-Device 의 종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인해 미래 스마트홈 다중 

사용자 간 인터랙션 과정에서 유발되는 갈등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보인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홈 환경 내에서 다중 사용자가 스마트 IoT 

기기나 Cross-Device 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갈등들을 문헌 및 미디어 리서치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사용자 관계 및 공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IoT 기기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사례 수집 및 분석 

3.1 다중 사용자 갈등 사례 발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스마트홈 환경 내에서 

다중 사용자가 Cross-Device 를 포함하여 스마트 

IoT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파악하고자 문헌 및 미디어 조사를 통해 총 

31 개의 갈등 사례를 수집하였다. 총 31 개의 

사례를 스마트 IoT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한 

15 개의 갈등은 ‘CO-숫자’로, Cross-Device 를 

사용할 때 발생한 16 개의 갈등은 ‘CD-숫자’로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한 것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스마트홈 환경 내 다중 사용자 간 갈등 사례 

번호 갈등 사례 

CO-1 
집의 공용공간에 배치된 홈 CCTV 가 가족들의 

모습을 녹화하여 갈등 발생[11]. 

CO-2 
스마트홈 내 기기 사용 기록을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여 갈등 발생[11]. 

CO-3 
다른 사용자의 일정을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하여 갈등 발생[11]. 

CO-4 
거실에 배치된 공용기기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알림이 제공되어 갈등 발생[11]. 

CO-5 
손님의 건강 정보가 스마트홈 내 헬스케어 기기에 

기록되어 갈등 발생[11]. 

CO-6 
인공지능 스피커가 손님의 취향 정보를 기억하고 

그에 따른 기능을 제공하여 갈등 발생[11]. 

CO-7 
손님이 방문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브리핑하여 갈등 발생[11]. 

CO-8 
손님에게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개인의 위치와 

활동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11]. 

CO-9 

특정 상황에서 다중 사용자끼리 자동으로 

동작하기를 원하는 기기와 그 기능이 서로 

상이하여 갈등 발생[11]. 

CO-10 
스마트홈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동작한 기기 및 기능으로 갈등 발생[11]. 

CO-11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한 사용자가 

시스템상에서 설정을 변경하여 갈등 발생[11]. 

CO-12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 다른 사용자의 일정을 

수정 및 신규 등록하여 갈등 발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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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13 
다중 사용자 간 차등적인 제어 권한으로 갈등 

발생[11]. 

CO-14 
자동으로 동작되는 기기의 기능이 다중 사용자 중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갈등 발생[11]. 

CO-15 
손님에게 제어 권한 부여 및 박탈을 서로 의논하지 

않고 이행하여 갈등 발생[11]. 

CD-1 
외출 및 귀가 여부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다른 

사용자에게 알리면서 갈등 발생[11]. 

CD-2 
개인의 위치 및 활동 정보가 스마트홈 시스템상에 

기록되어 갈등 발생[11]. 

CD-3 
도어벨에서 찍힌 손님의 사진이 스마트홈 

시스템상에 저장되어 갈등 발생[11]. 

CD-4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기기를 종료 및 상태를 변경하여 갈등 발생[11]. 

CD-5 타인 방에 배치된 기기를 제어하여 갈등 발생[11]. 

CD-6 
손님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 집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갈등 발생[11]. 

CD-7 
손님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해 집안 기기를 

제어하는 것에 대해 거주자가 불편함을 느낌[11]. 

CD-8 
룸메이트끼리 선호하는 방의 온도가 달라 온도 

조절기 제어에 대하여 갈등 발생[4]. 

CD-9 

아빠가 잠잘 시간이 되면 딸의 방에 있는 조명이 

점차 꺼지도록 자동화하여 딸은 조명을 직접 

컨트롤할 수 없어 불편함을 느낌[4]. 

CD-10 

손님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폰을 빌려 침실 문 앞을 

지나갔는데 부부의 침실에 있던 스마트 자물쇠가 

폰을 인식하고 열리면서 갈등 발생[1]. 

CD-11 

엄마가 홈 로봇으로 오븐 시간을 30 분으로 

설정했는데 딸이 1 시간으로 변경하여 요리를 

망치면서 갈등 발생[12]. 

CD-12 

여동생이 홈 로봇에게 “Turn it(조명) off”라고 

말하자 오빠의 화장실 불이 꺼지면서 갈등 

발생[12]. 

CD-13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남편은 온도 조절기를 일정 

온도로 유지하여 아내에게 온도 조절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갈등 발생[13]. 

CD-14 
형을 귀찮게 하기 위해 동생이 형 방에 있는 

조명을 마음대로 끄면서 갈등 발생[14]. 

CD-15 
가족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이 풀리면서 갈등 

발생[15]. 

CD-16 
임시 방문자의 생활 패턴을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갈등 발생[15]. 

3.2 다중 사용자 갈등 사례 분석 

연구원들이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앞서 문헌 및 

미디어 리서치에서 도출된 31 개의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사용자 관계와 공간을 축으로 포지셔닝 

맵을 도출하였다. 포지셔닝 맵의 가로축은 ‘사용자 

관계’로 오른쪽은 거주인, 왼쪽은 외부인으로 

나누었고 세로축은 갈등이 발생한 ‘공간’으로 

위쪽은 공용공간, 아래쪽은 개인공간으로 기준을 

정립하였다. 그다음 31 개의 갈등을 적합한 축에 

배치해보았는데 이를 정리한 것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중 사용자 간 갈등 사례의 포지셔닝 맵 

 

<그림 1>을 바탕으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유사한 속성끼리 갈등들을 그루핑하여 이를 

유형화하였고, 도출된 4 가지 유형을 각 A, B, C, 

D 로 명명하였다. 

• A 유형 : 거주자 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갈등 

첫 번째, A 유형은 구성원 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다. 기기 내 사용자 구분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다중 사용자가 존재할 때 

개인정보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접근이 가능하여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공용 및 개인공간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공용기기가 주로 공용공간에 놓인다는 

맥락적 특징으로 공용공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B 유형 : 외부인의 방문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두 번째, B 유형은 외부인의 방문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다. 이 유형 같은 경우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공간적 측면에서 외부인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거주자가 제한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속성에 따라 4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가, 나, 다, 라로 

명명하였다. 

B-가 유형은 기기가 외부인과 거주자의 정보를 

구별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발생한 갈등으로, 

기기가 외부인과 거주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갈등 발생 원인이다. B-나 유형은 외부인 

방문으로 인해 거주자의 공간 해석이 변동되어 

발생한 갈등이다. 공간은 관계적인 것으로 가족 

구성원끼리 집이라는 공간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16], Cross-Device 의도 충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17]. 

따라서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집이라는 공간에 

존재할 경우 해당 공간은 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덜 폐쇄적인 공용공간적 특성을 띠게 되는데, 이때 

바뀐 공간의 해석에 기기가 걸맞게 대응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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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B-다 유형은 암묵적 

외부인 권한 부여 정도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다.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그 외부인에게 

임시로 기기에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데 

암묵적으로 생각한 권한 부여 수준이 외부인과 

거주자 혹은 거주자끼리 상이하여 기기 사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B-라 

유형은 개인 스마트 기기의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 구별 기준이 되어 발생한 갈등이다. 

외부인이 일시적으로 거주자의 개인 스마트 

기기를 빌리는 등 원래 소유자와 당장의 사용자가 

다른 상황에서 외부인에게 거주자 수준의 제어 

권한을 부여해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 C 유형 : 기기의 불분명한 제어 우선권으로 

발생한 갈등 

세 번째, C 유형은 기기의 불분명한 제어 

우선권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다. 거주자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개인공간과 공용공간 

모두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공간에 따라 그 특징을 

나눠볼 수 있는데, C-마 유형은 개인공간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로 그 공간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존재하나 기기에 명확히 

적립되지 않아 우선권을 침해당한 사례이다. 그 

외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가족 구성원 

간 우선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에 대한 

암묵적 합의 정도가 달라 발생한 갈등으로 

구분된다. 

• D 유형 : 기기의 맥락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갈등 

네 번째, D 유형은 기기의 맥락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다. 전체 31 개의 갈등 사례 중 

1 개만 발견되었는데 공간의 범위, 사용자 간 

관계뿐만 아니라 과업과 상황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맥락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갈등 

유형으로 다양한 특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축 

가운데에 배치되었다. 사례 수는 적으나 맥락 

이해가 필연적인 스마트홈 서비스에서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유형이다. 

 

4. 논의 

2 장에서 다양한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총 4 가지 

갈등 유형 즉, (A) 개인정보 침해 갈등, (B) 외부인 

방문으로 인한 갈등, (C) 기기의 불분명한 제어 

우선권, (D) 기기 맥락 이해 부족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다중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IoT 기기의 서비스 방안들을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갈등 유형별 스마트 IoT 기기의 서비스 방안 

유형 번호 서비스 방안 

A유형 

CO-1, 2, 3, 11, 

12 계정별 개인정보 접근 및 설정 

단계 차등화 
CD-1, 2 

B-가 

유형 

CO-5, 6, CD-

16 기기 정보 수집 시 거주자와 

외부인 구별 
CD-16 

B-나 

유형 

CO-7, 8 공간 내 거주자의 존재 확인 및 

그에 따른 보안 설정 CD-3 

B-다 

유형 

CO-15 
외부인 제어 권한 자동 설정 

CD-6, 7 

B-라 

유형 
CD-10 

사용자 구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C 유형 

CO-4, 9, 13, 14 
공간, 시간, 사용자에 따라 기기 

제어 우선권 차등적 부여 설정 

기능 
CD-4, 5, 8, 9, 

11, 12, 13, 14, 

15 

D 유형 CO-10 
공간, 사용자 관계 및 활동 등 

상황 인식 

첫 번째, A 유형의 해결 방안으로 계정별 개인정보 

접근 및 설정 단계 차등화가 있다. 한 기기라 

하더라도 다수 사용자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용계정과 개인계정을 분리 설정하여 기기 내 

정보 접근 및 편집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공용계정은 기기 설정 변경 시 모든 계정의 동의가 

필요하여, 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계정은 개인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변경이 가능하며, 다른 

구성원의 접근을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워치와 같은 개인기기를 허브와 

같은 공용기기에 연동할 때 공용기기 내 

개인계정에만 연동하여 다른 사용자와 독립된 

개인 사용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추가로 하나의 

개인계정 내에서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용, 

휴식용 등 모드 별로 기기 연결 환경을 다르게 

조성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Cross-Device 

경험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B 유형은 세부 분류에 따라 그 해결 

방안을 나눠볼 수 있다. B-가 유형은 기기의 정보 

수집 시 거주자와 외부인 구별 기능을 제안한다. 

즉, 기존에 수집한 거주자의 행동, 측정 수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정보는 외부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구별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어야, 잘못된 정보 수집으로 거주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외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B-나 유형은 공간 내 거주자의 존재 확인 및 그에 

따른 보안 설정 기능 추가를 제안한다. 집이라는 

공간은 때때로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보안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외부인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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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담긴 알림을 하지 않는 등의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다. B-다 유형은 외부인 제어 권한 

자동 설정을 제안한다. 이는 암묵적 외부인 권한 

부여 정도가 거주인과 외부인, 혹은 거주인끼리 

차이가 있어 발생한 갈등인데, 이때 새로 등장한 

외부인의 제어 권한 정도를 기기가 묻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번거로운 

과정이며 또 하나의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기가 임의로 보편적인 수준의 외부인 

제어 권한 정도를 설정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B-라 유형은 사용자 구별이 이루어졌으나 

이 기준이 개인기기라 잘못된 구별이 이루어져

발생한 갈등으로, 외부인과 거주자를 구분하여

더욱 정확하고 변화 가능성이 낮은 기준이

필요하다. 예시로는 제한된 센서만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주요 활동 위치, 키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한

상황정보 기반 거주자 위치 추적 방식[18]이 있다.

세 번째, C 유형의 해결 방안으로는 제어 우선권의 

차등적 부여를 들 수 있다. 이때 기준은 다양해질 

수 있는데 개인공간에는 공간 주인의 권한이 

우선되거나 주방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주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등과 같은 공간적 기준이 있다. 

그리고 낮에는 자녀의 권한이 우선되고 저녁에는 

부모의 권한이 우선되는 시간적 기준, 어린 자녀의 

권한보다 보호자의 권한이 우선되는 사용자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제공한다면 다중 사용자가 

비교적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D 유형은 기기의 맥락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갈등으로 공간, 사용자 관계 및 활동 등 

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스마트 IoT 

기기가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반영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모두 고도화되어야 다중 사용자 간 

발생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홈 환경 내에서 다중 사용자가 

Cross-Device 를 포함하여 스마트 IoT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파악하고자 

문헌 및 미디어 조사를 통해 총 31 개의 갈등 

사례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갈등 사례들을 분석하여 사용자 관계와 공간을 

축으로 포지셔닝 맵을 만들고,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유사한 속성끼리 갈등들을 

그루핑하여 총 4 가지 갈등 유형 즉, (A) 개인정보 

침해 갈등, (B) 외부인 방문으로 인한 갈등, (C) 

기기의 불분명한 제어 우선권, (D) 기기 맥락 이해 

부족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다중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IoT 기기의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홈 내 다중 사용자가 Cross-

Device 를 포함한 스마트 IoT 기기 사용 시 

발생하는 갈등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 관계 및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 IoT 기기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안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 사례들을 문헌을 통해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 초기 단계의 

연구로써, 아직 실증 연구 단계를 진행하지 않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실제 다중 사용자 대상의 

정성 연구로 갈등 유형을 검증하고, 다양한 갈등 

해결 방안을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구현 및 

검증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 등 최신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추가로 

파악하여 풍부한 솔루션 방향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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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ld�cognitive�impairment�(MCI)�is�an�intermediate�

stage� between� normal� aging� and� Alzheimer's�

disease� (AD)� and� is� the� only� chance� to� stop�

progression�to�AD.�Therefore,� there� is�a�need�for�

research�on�biomarkers�that�can�advance�the�early�

screening� of� MCI.� In� this� study,�

electroencephalogram� (EEG)� data�were� recorded�

from�six�healthy�controls,�10�MCI�patients,�and�six�

AD�patients�while�experiencing�intermittent�photic�

stimulation� for� two� minutes.� Steady-state� visual�

evoked�potential�(SSVEP)�was�quantified�from�the�

collected�EEG�data.�Using�these�EEG-SSVEP�data,�

we� proposed� a� concatenated� structure� of� a�

convolutional� long� short-term� memory�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Our� proposed�

model� was� evaluated� by� 5-fold� cross� validation�

(i.e.,� 87.86%� accuracy,� 87.86%� sensitivity,�

97.92%�specificity,�and�88.79%�F1-score).�Overall,�

our� findings� showed� that� deep� learning� model�

analysis� of� EEG-SSVEP� data� is� useful� for� early�

screening�of�patients�with�AD�and�MCI.�

Keyword�

Deep� learning;� EEG-SSVEP;� Early� screening;�

Alzheimer’s�disease;�Mild�cognitive�impairment.���

�

1. Introduction�

Alzheimer's�disease�(AD)� is�an� irreversible�disease�

in� which� there� is� no� return� to� normal� cognitive�

function�[1,2].�Mild�cognitive�impairment�(MCI)�is�

an�intermediate�stage�between�normal�aging�and�

AD�and�is�the�only�chance�to�stop�progression�to�

AD� [1,2].� After� early� screening� of� MCI,� drug�

therapy,� exercise� therapy,� and� lifestyle�

modifications�can� slow�or�prevent�progression� to�

AD�[1].�Therefore,�there�is�a�need�for�research�on�

biomarkers�that�can�advance�the�early�screening�of�

MCI� [1].�Measuring�electrical� activity� in� the�brain�

using� electroencephalogram� (EEG)� is� a� potential�

biomarker� for� early� screening� of� MCI� [3,4,5].� In�

resting-state�EEG,�α�power�is�significantly�reduced�

in�patients�with�MCI�compared�to�healthy�controls�

(HC)�[6].�However,�measurements�of�resting-state�

EEG�alone�are�not�sufficient�to�measure�the�distinct�

brain� responses� of� patients�with�MCI� to� external�

stimuli.�In�order�to�advance�the�early�screening�of�

MCI,� a� technique� capable� of� measuring� EEG� in�

response� to� changing� external� stimuli� is� needed�

[3,6,7].� 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SSVEP),� which� measures� brain� responses� to�

intermittent� photic� stimulation,� is� a� promising�

biomarker�for�early�screening�of�MCI�[8-11].�SSVEP�

is�characterized�by�a�high�signal-to-noise�ratio�and�

offers� numerous� benefits,� including� a� high�

information� transfer� rate,�objective� identification,�

and�quantification�of�the�response�of�interest�[12,�

13].� Previous� studies� utilizing� spectral� and� non-

linear�dynamic�analysis�[8]�showed�that�EEG-SSVEP�

induced�by�photic�stimulation�was�distinct�between�

HC� and� AD,� but� similar� between� HC� and� MCI.�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between� HC� and�MCI�

using�EEG-SSVEP�may�be�due�to�the�use�of�hand-

crafted� features.� Because� brain�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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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s� so� complex� [14],� relying�on�hand-

crafted� features� may� overlook� the� wealth� of�

information� in� raw� data� [15,16].� In� this� context,�

deep� learning� might� offer� a� data-driven�

opportunity� to� understand� EEG-SSVEP’s� complex�

information� without� requiring� prior� knowledge�

[17,18].� To� encode� and� process� EEG-SSVEP’s�

complex� information,� this� study� proposed� a�

concatenated� structure� of� a� convolutional� long�

short-term�memory�(ConvLSTM)�and�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19,� 20].� ConvLSTM� was�

used� to� encode� spatiotemporal� information� and�

generate� a� better� representation� from� EEG-

SSVEP’s� time-frequency� image� sequences.� CNN�

was� then� used� to� decode� these� encoded� time-

frequency�images�for�classifying�HC,�MCI,�and�AD.�

Overall,�the�main�contribution�of�this�paper�is�the�

proposal�of�a�concatenated�structure�of�ConvLSTM�

and�CNN�for�early�screening�of�patients�with�MCI�

and�AD� through�analysis� of� spatiotemporal� EEG-

SSVEP� features.� The� remainder� of� this� paper� is�

structured�as�follows:�Section�2�details�SSVEP�and�

a�deep�learning�model�used�for�early�screening�of�

MCI�and�AD.�Section�3�describes�participants,�EEG�

data� recordings,� EEG-SSVEP� biomarkers� analysis,�

and�deep� learning�classification.�Section�4� shows�

the� performance� of� our� deep� learning� model.�

Finally,� Section� 5� presents� the� potential� of� EEG-

SSVEP�as�an�early�screening�biomarker.�

�

2. Related�work�

2.1. Steady-state�visual�evoked�potential�

EEG-SSVEP� is� a�quantification�of� brain� responses�

evoked�by�repetition�of�visual�stimuli�between�1�Hz�

and�100�Hz�generated�through�computer�displays�

or� LEDs� [13].� EEG-SSVEP� is� prominent� in� the�

parietal� and�occipital� lobes,�which� correspond� to�

the�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centers� of� the�

cerebral� cortex� [12,13,21-23].� EEG-SSVEP� is� a�

useful� tool� for� measuring� aging�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s,� and� as� a� result� is�

utilized�in�many�cognitive�and�clinical�neuroscience�

studies�[10,21,24].�EEG-SSVEP�mainly�uses�hand-

crafted� features� such� as� power� spectral� density�

[8,25],� amplitude� [25],� statistics� [25,26],� and�

entropy� [8,27].� Analysis� on� the� aforementioned�

hand-crafted� EEG-SSVEP� featur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C� and� AD�

[8,28,29].� Yet,� EEG-SSVEP� differences� between�

HC� and� MCI� were� somewhat� ambiguous.� The�

difficulty� in� distinguishing�HC� from�MCI� by� EEG-

SSVEP� may� be� because� it� is� limited� to� statistical�

analysis.�In�this�context,�there�are�calls�for�studies�

which�use�machine�learning�and�deep�learning�for�

analyzing�EEG-SSVEP�[8,28,29].�

2.2. Deep�learning�model�description�

ConvLSTM� is� used� to� encode� spatiotemporal�

information�and�generate�a�better�representation�

from� the� obtained� image� sequences,� which�

process�in�a�convolutional�recurrent�cell�in�a�LSTM�

layer[30,31].� Due� to� the� fact� that� EEG-SSVEPs�

generated� by� intermittent� photic� stimulation� are�

different�for�each�subject�or�trial,� there�are�some�

instances�where,�in�the�worst�case,�the�stimulation�

response�is�weak�and�cannot�be�identified.�For�this�

reason,�it�would�be�more�effective�to�encode�EEG-

SSVEP’s� time-frequency� image� sequences� using�

ConvLSTM,�since�it�may�be�difficult�to�classify�with�

individual�use�of�EEG-SSVEP’s�stimuli�frequency�[8].�

CNN�is�composed�of�multiple�building�blocks,�such�

as� convolution� layers,� pooling� layers,� and� fully�

connected�layers,�and�is�designed�to�automatically�

and�adaptively�learn�spatial�hierarchies�of�features�

through� a� backpropagation� algorithm,� i.e.,� it�

extracts� features� automatically� through� efficient�

spatial�filtering[32].�Therefore,�CNN�implements�a�

timefrequency�feature�extraction�scheme�for�EEG�

decoding.�This�study�will�analyze�EEG-SSVEP�using�

a�concatenated�structure�of�a�ConvLSTM�and�CNN�

for�classifying�HC,�MCI,�and�AD.�

�

3. Methods�

3.1. Participants�

We�recruited�six�healthy�controls�(three�males;�age�

=� 67.17±15.60� years� old),� 10�MCI� patients� (four�

males;� age� =� 69.89±8.63� years� old),� and� six� AD�

patients�(five�males;�age�=�73.5±13.12�years�old)�

from�Hanyang�University�Hospital�from�Jan�2022�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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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2022.�Two�neurologists�with�18�and�22�

years�of�expertise�diagnosed�patients�with�MCI�and�

AD� according� to� Albert� et� al.’s� criteria� [33].�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Helsinki�

(HYUH-2021-08-020-004).�

3.2. EEG�data�recording�

EEG�data�was� recorded�with�Comet-Plus�XL�Lab-

based�EEG�(Natus�Neurology,��Middleton,�WI,�USA)�

from�19� electrodes�with� a� 200�Hz� sampling� rat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1020� system,�

including�Fp1,�Fp2,�F3,�F4,�F7,�F8,�C3,�C4,�T3,�T4,�

T5,�T6,�P3,�P4,�O1,�O2,�Fz,�Cz,�and�Pz.�Both�average�

reference�montage�(e.g.,�O1-AVG)�and�sequential�

montage�(e.g.,�O1-O2)�were�used�to�measure�the�

voltage� between� each� electrode� and� a� reference�

electrode.� EEG� signals� were� recorded� for� two�

minutes� while� all� participants� experienced�

intermittent� photic� stimulation.� A� total� of� seven�

different�photic�stimulation�frequencies�were�used:�

3�Hz,�5�Hz,�10�Hz,�12�Hz,�16�Hz,�and�20�Hz.�As�

shown� in� Figure� 1,� each� photic� stimulation� was�

presented� at� intervals� of� 10� seconds.� All�

participants�were�instructed�to�close�their�eyes,�stay�

calm,�and�focus�on�their�breathing�while�the�photic�

stimulation� was� given.� Since� EEG-SSVEP� is�

measured�in�the�occipital�lobe,�the�following�eight�

channels�were�used�for�analysis:�P3-AVG,�P4-AVG,�

O1-AVG,�O1-O2,�O2-AVG,�T5-AVG,�T6-AVG,�and�

Pz-AVG.�

�

Figure�1.�Photic�stimulation�session�repeated�at�10�

second�intervals.�

3.3. EEG-SSVEP�time-frequency�images��

EEG-SSVEP�biomarkers�were�analyzed�through�the�

following� four� steps:� i)�pre-processing,� ii)� feature�

extraction,� iii)� data� augmentation,� and� iv)�

normalization.� Firstly,� pre-processing� to� remove�

common� artifacts,� channel� specific� artifacts,�

muscle� artifacts,� and� physiological� artifacts� was�

performed�using�sparse�time�artifact�removal�[34],�

automatic� and� tunable� artifact� removal� [35],�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Secondly,� as�

shown�in�Figure�2,�the�EEG-SSVEP�for�the�photic�

stimulation� was� extracted� as� time-frequency�

images� through� Morlet� wavelet� transform.� Note�

that�these�time-frequency�images�had�width�(time�

range�of�10�s)�×�height�(frequency�range�of�150�

Hz)�×�channels�(eight�reference�channels)�for�each�

photic�stimulation�frequency.�

�

Figure�2.�Extracted�time-frequency�images�for�each�

photic�stimulation�frequency.�

�

Thirdly,� for� data� augmentation,� time-frequency�

images� with� a� time� range� of� 10� seconds� were�

cropped�into�eight�segments�using�a�window�of�3�

seconds� in� length� and� 1� second� in� stride� length�

sliding� across� the� data� [36].� Finally,� Z-score�

normalization�was�performed.��

3.4. Deep�learning�classification�

In�this�study,�we�combined�ConvLSTM�with�CNN�to�

encode� and� decode� time-frequency� images� to�

classify�HC,�MCI,�and�AD.�As�shown�in�Figure�3,�our�

deep�learning�model�consisted�of�seven�layers.�To�

prevent�overfitting,�we�used�batch�normalization,�

dropout,� and� L1� and� L2� regularization�methods.�

Hyperparameters� were� tuned� using� Adam�

optimizer�(with�learning�rate�=�0.0005,�batch�size�

=� 4)� with� categorical� cross� entropy� as� a� los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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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A�concatenated�structure�of�a�ConvLSTM�and�CNN.

4. Results�

We� trained� the� proposed� deep� learning� model�

using� 120� time-frequency� images� (from� five� HC,�

five�MCI,�and� five�AD)�and�evaluated� the� trained�

model�using�56�time-frequency�images�(from�one�

HC,�five�MCI,�and�one�AD).�During�the�training,�a�

five-fold�cross-validation�was�used�to�validate�the�

deep�learning�model.�The�model�reached�the�best�

accuracy� and� loss� values�within� 100� epochs� (see�

Figure�4).��

�

Figure�4.�Progress�plots�for�accuracy�and�loss�values�

of�5-fold�cross�validation�for�training�and�validation.�

�

The�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 and� F1-score�

percentages� of� subject-based� test� samples� for�

segmented� samples�weighted� averaged�87.86%,�

87.86%,�97.92%,� and�88.79%,� Specifically,� it� is�

evident�that�HC�and�MCI�can�be�distinguished�well�

(see�Table�1).�

Table�1.�Results�of�performance�metrics�for�the�test�

samples.�

Class� Sensitivity� Specificity� F1-score�

HC� 100%� 89%� 76%�

MCI� 86%� 100%� 92%�

AD� 88%� 97%� 85%�

�

5. Discussion�and�Conclusion�

In�this�study,�we�proposed�a�deep�learning�model�

for� early� screening� of� patients�with�AD� and�MCI�

using� EEG-SSVEP.� We� proposed� a� concatenated�

structure� of� ConvLSTM� and� CNN� as� new� EEG�

biomarkers.� Results� from� six� healthy� controls,� 10�

MCI�patients,�and�six�AD�patients�showed�that�our�

proposed� model� achieved� 87.86%� accuracy,�

87.86%� sensitivity,� 97.92%� specificity,� and�

88.79%� F1-score� (see� multi-class� performance�

from� Table� 1).� The� superior� performance� of� our�

ConvLSTM-CNN�model�may�come�from�the�analysis�

of� spatiotemporal� information� of� EEG-SSVEP.�

ConvLSTM�can�be�used�to�extract�unique�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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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patiotemporal� information� of� the� time-

frequency�image�sequence�of�EEG-SSVEP,�and�the�

CNN� layer� can� distinguish� HC,� MCI,� and� AD� by�

analyzing�these�patterns.�From�the�perspective�of�

human-computer� interaction,�our�proposed�deep�

learning�model�has�the�advantage�of�providing�an�

opportunity� to� analyze� spatiotemporal� patterns�

that�have�not�been�seen�in�previous�studies�using�

hand-crafted�features.�Our�model�can�be�used� in�

the� future� to� study� human-AI� collaboration� in�

healthcare. Although� our� results� showed� the�
superiority� of� EEG-SSVEP� analysis� for� early�

screening� of� AD� and� MCI,� multi-modal� analysis�

with�other� biomarkers�will� be�needed� for� clinical�

use� [37].� A� potential� biomarker� that� can� be�

combined� with� EEG-SSVEP� is� a� method� using�

virtual� reality� (VR).� By� utilizing� VR� technology,�

behavioral�data�such�as�hand�and�head�movements�

for�daily� living�performance�can�be�evaluated� for�

early� screening� of� MCI� patients� [38,39].� In�

addition,�cognitive�load�can�be�evaluated�through�

eye�tracking�analysis�in�VR,�which�can�be�useful�for�

early�screening�of�MCI�[40].�In�this�context,�future�

studies�on�how�to�combine�EEG-SSVEP�and�VR�will�

be�needed. 

Acknowledgement��

This�work�was�supported�by�the�National�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RF-

2021R1C1C1005688).�

Reference�

1. Kulkarni,� N.,� &� Bairagi,� V.� (2018).� EEG-

based�diagnosis�of�alzheimer�disease:�a�review�and�

novel� approaches� for� feature�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techniques.�

2. Porsteinsson,�A.�P.,�Isaacson,�R.�S.,�Knox,�S.,�

Sabbagh,�M.�N.,�&�Rubino,�I.�(2021).�Diagnosis�of�

early�alzheimer’s�disease:�Clinical�practice�in�2021.�

The�Journal�of�Prevention�of�Alzheimer's�Disease,�

8(3),�371-386.�

3. Rossini,� P.� M.,� Di� Iorio,� R.,� Vecchio,� F.,�

Anfossi,�M.,�Babiloni,�C.,�Bozzali,�M.,�...�&�Dubois,�

B.� (2020).� Early� diagnosis� of�Alzheimer’s� disease:�

the� role� of� biomarkers� including� advanced� EEG�

signal� analysis.� Report� from� the� IFCN-sponsored�

panel�of�experts.�Clinical�Neurophysiology,�131(6),�

1287-1310.�

4. Sharma,� N.,� Kolekar,� M.� H.,� Jha,� K.,� &�

Kumar,�Y.� (2019).�EEG�and�cognitive�biomarkers�

based�mild�cognitive� impairment�diagnosis.� Irbm,�

40(2),�113-121.�

5. Ieracitano,�C.,�Mammone,�N.,�Hussain,�A.,�

&� Morabito,� F.� C.� (2020).� A� novel� multi-modal�

machine� learning� based� approach� for� automatic�

classification� of� EEG� recordings� in� dementia.�

Neural�Networks,�123,�176-190.�

6. König,�T.,�Prichep,�L.,�Dierks,�T.,�Hubl,�D.,�
Wahlund,� L.� O.,� John,� E.� R.,� &� Jelic,� V.� (2005).�

Decreased� EEG� synchronization� in� Alzheimer’s�

disease�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

Neurobiology�of�aging,�26(2),�165-171.�

7. Howe,�A.�S.,�Bani-Fatemi,�A.,�&�De�Luca,�V.�

(2014).� The� clinical� utility� of� the� auditory� P300�

latency� subcomponent� event-related� potential� in�

preclinical�diagnosis�of�patients�with�mild�cognitive�

impairment� and� Alzheimer’s� disease.� Brain� and�

cognition,�86,�64-74.�

8. Yu,�W.�Y.,�Low,� I.,�Chen,�C.,�Fuh,�J.�L.,�&�

Chen,�L.�F.�(2021).�Brain�dynamics�altered�by�photic�

stimulation�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Entropy,�23(4),�

427.�

9. Milone,�F.F.,�Cananzi-Leon,�A.,�Nofrate,�V.,�

Minelli,�T.�and�Porro,�A.�(2006),�P2223:�Prolonged�

intermittent� photic� stimulation� at� 714� Hz�

enhances� dynamic� activity� of� the�

electroencephalogram� and� behavioral� memory�

function�in�patients�with�mild�cognitive�impairment.�

Alzheimer's�&�Dementia,�2:�S301-S301.�

10. Kasteleijn‐Nolst� Trenité,� D.,� Rubboli,� G.,�

Hirsch,� E.,� Martins� da� Silva,� A.,� Seri,� S.,�Wilkins,�

A.,� ...� &� Harding,� G.� (2012).� Methodology� of�

photic� stimulation� revisited:� updated� European�

algorithm� for� visual� stimulation� in� the� EEG�

laboratory.�Epilepsia,�53(1),�16-24.�

11. Rau,�R.,�Raschka,�C.,�&�Koch,�H.�J.�(2002).�

Uniform� decrease� of� alpha-global� field� power�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85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85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induced� by� intermittent� photic� stimulation� of�

healthy� subjects.�Brazilian� journal�of�medical�and�

biological�research,�35,�605-611.�

12. Guger,�C.,�Allison,�B.�Z.,�Großwindhager,�

B.,� Prückl,� R.,� Hintermüller,� C.,� Kapeller,� C.,� ...� &�

Edlinger,�G.�(2012).�How�many�people�could�use�

an�SSVEP�BCI?.�Frontiers�in�neuroscience,�6,�169.�

13. Zhu,� D.,� Bieger,� J.,� Garcia� Molina,� G.,� &�

Aarts,� R.� M.� (2010).� A� survey� of� stimulation�

methods� used� in� SSVEP-based� BCIs.�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2010.�

14. Ke,�Y.,�Qi,�H.,�Zhang,�L.,�Chen,�S.,�Jiao,�X.,�

Zhou,� P.,� ...� &� Ming,� D.� (2015).� Towards� an�

effective� cross-task� mental� workload� recognition�

model� using� electroencephalography� based� on�

feature� selection� and� support� vector� machine�

re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98(2),�157-166.�

15. Alfaro-Ponce,�M.,�Argüelles,�A.,�&�Chairez,�

I.� (2016).� Pattern� recognition� for�

electroencephalographic� signals� based� on�

continuous�neural�networks.�Neural�Networks,�79,�

88-96.�

16. Jiao,�Z.,�Gao,�X.,�Wang,�Y.,�Li,�J.,�&�Xu,�H.�

(2018).�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mental� load� classification� based� on� EEG� data.�

Pattern�Recognition,�76,�582-595.�

17. Nguyen,�T.�H.,�&�Chung,�W.�Y.�(2018).�A�

single-channel�SSVEP-based�BCI�speller�using�deep�

learning.�IEEE�Access,�7,�1752-1763.�

18. Zhang,� Z.,� Duan,� F.,� Sole-Casals,� J.,�

Dinares-Ferran,�J.,�Cichocki,�A.,�Yang,�Z.,�&�Sun,�Z.�

(2019).�A�novel�deep�learning�approach�with�data�

augmentation� to� classify� motor� imagery� signals.�

IEEE�Access,�7,�15945-15954.�

19. Fang,�Z.,�Wang,�W.,�&�Hou,�Z.�G.� (2019,�

December).�Convolutional�LSTM:�A�deep�learning�

method�for�motion�intention�recognition�based�on�

spatiotemporal� EEG� data.� In� International�

Conference�on�Neural�Information�Processing�(pp.�

216-224).�Springer,�Cham.�

20. Bakhtyari,�M.,�&�Mirzaei,�S.�(2022).�ADHD�

detection� using� dynamic� connectivity� patterns� of�

EEG� data� and� ConvLSTM� with� attention�

framework.�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and�

Control,�76,�103708.�

21. Vialatte,�F.�B.,�Maurice,�M.,�Dauwels,�J.,�&�

Cichocki,� A.� (2010).� Steady-state� visually� evoked�

potentials:�focus�on�essential�paradigms�and�future�

perspectives.�Progress�in�neurobiology,�90(4),�418-

438.�

22. Tsoneva,�T.,�Garcia-Molina,�G.,�&�Desain,�P.�

(2021).�SSVEP�phase�synchronies�and�propagation�

during� repetitive� visual� stimulation� at� high�

frequencies.�Scientific�reports,�11(1),�1-13.�

23. Hsu,�H.�T.,�Lee,�I.�H.,�Tsai,�H.�T.,�Chang,�H.�

C.,�Shyu,�K.�K.,�Hsu,�C.�C.,�...�&�Lee,�P.�L.�(2015).�

Evaluate� the� feasibility� of� using� frontal� SSVEP� to�

implement� an� SSVEP-based�BCI� in� young,� elderly�

and� ALS� groups.�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 24(5),�

603-615.�

24. Macpherson,�H.,�Pipingas,�A.,�&�Silberstein,�

R.�(2009).�A�steady�state�visually�evoked�potential�

investigation� of� memory� and� ageing.� Brain� and�

cognition,�69(3),�571-579.�

25. Sayilgan,�E.,�Yuce,�Y.�K.,�&�Isler,�Y.�(2021).�

Evaluating�Steady-State�Visually�Evoked�Potentials-

Based� Brain-Computer� Interface� System� Using�

Wavelet� Features� and� Various� Machine� Learning�

Methods.�In�Brain-Computer�Interface.�IntechOpen.�

26. Alimardani,�F.,�Cho,� J.�H.,�Boostani,�R.,�&�

Hwang,� H.� J.� (2018).� Classification� of� bipolar�

disorder� and� schizophrenia� using� steady-state�

visual�evoked�potential�based�features.�IEEE�Access,�

6,�40379-40388.�

27. Cao,�Z.,�Lin,�C.�T.,�Lai,�K.�L.,�Ko,�L.�W.,�King,�

J.�T.,�Liao,�K.�K.,�...�&�Wang,�S.�J.�(2019).�Extraction�

of� SSVEPs-based� inherent� fuzzy� entropy� using� a�

wearable�headband�EEG�in�migraine�patients.�IEEE�

Transactions�on�Fuzzy�Systems,�28(1),�14-27�

28. Kikuchi,� M.,� Wada,� Y.,� &� Koshino,� Y.�

(2002).� Differences� in� EEG� harmonic� driving�

responses� to� photic� stimulation� between� normal�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8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8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aging� and� Alzheimer's� disease.� Clinical�

Electroencephalography,�33(2),�86-92.�

29. Wada,�Y.,�Nanbu,�Y.,�Jiang,�Z.�Y.,�Koshino,�

Y.,� Yamaguchi,� N.,� &� Hashimoto,� T.� (1997).�

Electroencephalographic�abnormalities�in�patients�

with� presenile� dementia� of� the� Alzheimer� type:�

quantitative� analysis� at� rest� and� during� photic�

stimulation.�Biological�psychiatry,�41(2),�217-225.�

30. Shi,�X.,�Chen,�Z.,�Wang,�H.,�Yeung,�D.�Y.,�

Wong,�W.�K.,�&�Woo,�W.�C.�(2015).�Convolutional�

LSTM�network:�A�machine� learning�approach� for�

precipitation� nowcasting.�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processing�systems,�28.�

31. Tayeh,� T.,� Aburakhia,� S.,� Myers,� R.,� &�

Shami,�A.�(2022).�An�Attention-Based�ConvLSTM�

Autoencoder� with� Dynamic� Thresholding� for�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in� Multivariate�

Time� Series.� Machine� Learning� and� Knowledge�

Extraction,�4(2),�350-370..�

32. Yamashita,�R.,�Nishio,�M.,�Do,�R.�K.�G.,�&�

Togashi,�K.�(2018).�Convolutional�neural�networks:�

an�overview�and�application�in�radiology.� Insights�

into�imaging,�9(4),�611-629.�

33. Albert,�M.�S.,�DeKosky,�S.�T.,�Dickson,�D.,�

Dubois,�B.,�Feldman,�H.�H.,�Fox,�N.�C.,�...�&�Phelps,�

C.�H.�The�diagnosis�of�mild�cognitive� impairment�

due� to� Alzheimer's� disease:� recommendations�

from� the�National� Institute�on�Aging‐Alzheimer's�

Association�workgroups� on� diagnostic� guidelines�

for�Alzheimer's� disease.�Alzheimer's�&�dementia,�

7(3).�New�Jersey:�Wiley.�pp.270-279.�2011.�

34. Alain� de� Cheveigné.� (2016).� Sparse� time�

artifact�removal.�Journal�of�Neuroscience�Methods,�

262,��

35. Bajaj,�N.,�Carrión,�J.�R.,�Bellotti,�F.,�Berta,�R.,�
&� De� Gloria,� A.� (2020).� Automatic� and� tunable�

algorithm� for�EEG�artifact� removal�using�wavelet�

decomposition� with� applications� in� predictive�

modeling�during�auditory�tasks.�Biomedical�Signal�

Processing�and�Control,�55,�101624.�

36. Lashgari,�E.,�Liang,�D.,�&�Maoz,�U.�(2020).�

Data� augmentation� for� deep-learning-based�

electroencephalography.� Journal� of� Neuroscience�

Methods,�346,�108885.�

37. Venugopalan,�J.,�Tong,�L.,�Hassanzadeh,�H.�

R.,� &� Wang,� M.� D.� (2021).� Multimodal� deep�

learning�models�for�early�detection�of�Alzheimer’s�

disease�stage.�Scientific�reports,�11(1),�1-13.�

38. Seo,�K.,� Kim,� J.� K.,�Oh,�D.�H.,� Ryu,�H.,�&�

Choi,�H.� (2017).�Virtual�daily� living� test� to�screen�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using� kinematic�

movement�analysis.�PloS�one,�12(7),�e0181883.�

39. Ryu,�H.,�&�Seo,�K.� (2021).� The� illusion�of�

having� a� large� virtual� body� biases� action-specific�

perception� in� patient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Scientific�Reports,�11(1),�1-11.�

40. Kim,�S.�Y.,�Park,�H.,�Kim,�H.,�Kim,�J.,�&�Seo,�

K.�(2022).�Technostress�causes�cognitive�overload�

in� high-stress� people:� Eye� tracking� analysis� in� a�

virtual� kiosk� test.�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59(6),�103093.�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8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78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지역사회 거주 고령자의 노쇠 개선을 위한 복합맞춤 운동중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성 및 사용 적합성 검증 
Valid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Usability of Mobile Application for 

Personalized Multi-component Exercise Intervention to Improve Frailty 

Status in Community-dwelling Older People 

이창석 
Changseok Lee 

(주)디파이 

DYPHI 

ckdckd145@dy

phi.com 

이제훈 
Jehun Lee 

(주)디파이 

DYPHI 

jehuning@dyphi

.com 

백경윤 
Gyungyoon Baek 

(주)디파이 

DYPHI 

gybaek@dyphi.c

om 

문희정 
Heui Jeong Moon 

서울노인복지센터 
Seoul Senior Welfare 

Center 

soulhh@naver.c

om 

성헌주 
Hun Ju Seong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Mokdong Senior 

Welfare-culture center 

prince33@naver

.com 

윤성준 
Seongjun Yoon 

(주)디파이 

DYPHI 

seongjun@dyphi

.com 

요약문 

본 연구 목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합맞춤 

운동중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노쇠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사용 적합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신체기능 수준의 유의한 

개선이 확인되었다. 사용자 경험 정보 및 고령자의 

특성을 토대로 고령자 대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적합성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노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복합맞춤 운동중재, 

효과성, 사용 적합성 

1. 서 론 

노쇠(Frailty)는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 저하와 

함께 생리적 예비능력이 감소하여 외부 자극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저하됨으로써 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높아지며 기능의존 및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한다 [1]. 일반적으로 노쇠한 고령자는 

근감소증이나 치매와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여 [2,3], 건강한 

고령자에 비해 평균 의료비용 지출이 높을 뿐만 

아니라 [4], 노쇠한 고령자의 증가는 사회 전반적인 

돌봄 요구도를 증가시켜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디지털 기기 기반의 중재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제한을 극복하기에 용이하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기반한 중재 전달은 확장에 

용이하다. 60 세 이상 인구의 70%가 스마트폰을 

소지하였다는 최근 국내 조사 결과를 비롯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고하는 최근 연구들은 고령자 대상의 소프트웨어 

중재가 효과적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5,6]. 그러나 

현재까지 디지털 기반 중재는 대부분 근거기반적 

접근을 취하지 않고 [7] 고령자 대상 사용 

적합성(Usability)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8]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노쇠 개선 목적의 

고령자 대상 모바일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근거기반 중재는 물론이며, 순응도(adherence 

rate)와 사용 적합성 제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력 운동은 노쇠 예방 및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중재이다 [9,10]. 다만, 고령자는 노쇠 정도에 따라 

신체기능의 차이가 상당하여, 맞춤화된 중재가 

필요하다 [11]. 따라서, 노쇠 개선 목적의 운동 

중재는 객관적인 신체기능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맞춤화 되는 것이 적합하다.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12] 는 고령자의 

신체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노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12]. SPPB 점수에 

기반한 복합맞춤 운동중재 적용시 노쇠 개선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13,1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고령자 운동 

중재에서 또 다른 중요 고려 요인은 사용 

적합성이다 [6,15]. 고령자의 경우, 모바일 User 

interface (UI) / User experience (UX) 설계 

과정에서 노화에 따른 감각 및 지각 등 인지적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콘텐츠의 길이는 

줄이고, 중요한 정보 파악이 용이하도록 보조 UX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콘텐츠 및 

사용법 전달의 측면에서 추상적 사고를 요하는 상징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사용자 입력 방식에서는 문자 

입력 대신 간단한 터치 입력과 음성 (Voice) 기반 

상호작용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콘텐츠 사용경험을 "짧은 자각 (Short 

Awareness)"이라고 명명해 모든 UI/UX 설계의 

중요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복합맞춤 운동중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 

고령자에게 적용하여 노쇠 개선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2. 연구 절차 및 방법 

2.1 참가자 모집  

연구 참가자는 만 65 세 이상의 고령자로, 

서울노인복지센터와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에서 

모집되었다. 연구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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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미소유, 2) 비문해, 3) 심한 청력 혹은 시력 

장애, 4) 주요신경인지장애 진단 확인, 5) 

의사로부터 운동 중단을 권고받음.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총 36 명이 신청하였고, 사전 

혹은 사후 SPPB 측정에 참여하지 않은 중도 탈락자 

8 명(22.22%)을 제외한 28 명(남 12, 여 16)을 

분석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77.79 세(SD=6.34) 

이었다.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에서는 총 70 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사전 혹은 사후 SPPB 측정에 

참여하지 않은 18 명(25.71%)의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52 명(남 6, 여 46)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령 평균은 75.12 세(SD=5.81)였다. 

2.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성 

복합맞춤 운동중재의 경우, 선행 연구의 제언과 

현행 임상 지침의 권고를 근거로 [12,16,17], SPPB 

점수 별로 분류하여 기획하였다 (표 1). SPPB 점수 

6 점 이하는 앉아서 진행하는 유산소 운동과 단관절 

위주의 저항운동 그리고 균형운동으로 구성하였다. 

SPPB 점수 7-9 점은 서서 진행하는 유산소 운동과 

단관절 및 복합관절 저항운동 그리고 이동성이 

추가된 균형운동으로 구성하였다. SPPB 점수 10 점 

이상은 움직이며 진행하는 유산소 운동과 복합관절 

저항운동 그리고 고강도 균형운동으로 구성하였다. 

운동 중재와 함께 순응도 제고를 위한 수용전념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와 

수반성 관리 (Contingency Management; CM) 

기법이 적용된 행동유도 콘텐츠가 포함되었다.   

표 1. 운동 중재 콘텐츠 

6 점 이하 

앉아서 걷기, 누워서 엉덩이 들기, 

앉아서 다리 들기, 아령 들기, 공 

쥐었다 펴기, 앉아서 뒤꿈치 들기, 

옆으로 걷기, 한 발 들고 서기 

7-9 점 

제자리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옆으로 다리 들기, 서서 뒤꿈치 들기, 

마른 수건 짜기, 8 자 걷기, 벽 짚고 

한 발 서기, 앉아서 만세자세 

10-12 점 

빠르게 제자리 걷기, 벽 짚고 팔굽혀 

펴기, 앉아서 무릎 들기, 일자 걷기, 

벽 기대고 일어서기, 뒤로 다리 들기, 

런지, 아령 뒤로 들기 

 

모든 콘텐츠에는 멀티모달(시각과 청각) 속성이 

적용되었으며, 음성이나 터치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전 행동유도 콘텐츠-

복합맞춤 운동중재 콘텐츠–사후 행동유도 콘텐츠–

복습’의 순차적인 콘텐츠 경험 (Sequentially 

Unlocked) 구조로 구성하였으며, 하루 1 회(최대 

54 회) 진행하도록 설정하였다. 구성 정보는 메인 

화면에 목록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끝까지 

완수하도록 의도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날에도 직전 이탈한 부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였다.  

2.3 자료 수집  

• 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SPPB 는 전자동 신체기능측정 기기(AndanteFit, 

DYPHI Inc.,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18,19]. SPPB 점수는 30 초 앉았다 일어서기(Sit-

to-stand), 정적 균형(Static balance), 보행 

속도(Gait speed)의 총 세 가지 세부 검사 점수를 

합산하여 (각 4 점 만점), 0 점에서 12 점 사이로 

획득되며, 높을수록 신체기능 수준이 우수하고 노쇠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 순응도 (Adherence rate, %)  

참가자별 순응도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중재 

프로그램을 완수한 비율을 의미하며, 설치된 

날짜부터 연구 종료시까지 경과된 평일 대비 중재 

프로그램을 완수한 횟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매일 

1 회 사용이 가능하였던 바, 완수한 중재 프로그램의 

수가 평일보다 많은 경우 100%로 환산하였다. 

2.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 

사전 SPPB 측정 후 집단 오리엔테이션 및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과 진행 

절차, 소요 기간이 안내되었고, 참가자의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교육하였다. 

서울노인복지센터와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참가자들은 각각 4 주와 8 주 간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 연구 진행 중 

인터뷰와 간담회를 통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에 대한 참가자의 경험 정보를 수집하였다. 

3. 결과 

3.1 노쇠 개선 효과  

모든 통계 분석은 IBM SPSS version 2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통해 실시되었다.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법을 통해 차이를 확인하였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28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6 점 이하는 

없었고, 7-9 점군(n=7)의 순응도는 평균 

30.43%(SD=38.56)였으며, 10-12 점군(n=21)의 

평균 순응도는 43.70%(SD=31.36)이었다.  

각 SPPB 점수 군별로 사전-사후 SPPB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Signed Ranksum Test 를 

실시하였다 (표 2). 분석 결과, 7-9 점군의 사후 

SPPB 점수가 사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Z=2.00, 

p=.045). 반면, 10-12 점군의 경우 사후 SPPB 

점수와 사전 점수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47, 

p=.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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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점군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SPPB 세부 검사 

점수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그 결과, 일어서기 및 보행 

속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Z=.58, 

p=.564; Z=-1.74, p=.082), 사후 정적 균형 점수가 

사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Z=2.53, p=.011) 

 

표 2. 서울노인복지센터 사전-사후 SPPB 점수 

 사전 SPPB 사후 SPPB 

7 – 9 점 군   

M 8.29 10.43 

Mdn 8.00 11.00 

SD .76 2.07 

10 – 12 점 군   

M 10.90 11.00 

Mdn 11.00 11.00 

SD .63 1.05 

 

표 3. 서울노인복지센터 SPPB 10-12 점군 세부검사 점수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일어서기   

M 3.62 3.81 

Mdn 4.00 4.00 

SD .59 .51 

정적 균형   

M 3.57 3.95 

Mdn 4.00 4.00 

SD .68 .22 

보행 속도   

M 3.71 3.33 

Mdn 4.00 4.00 

SD .56 .86 

 

•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6 점 이하군(n=5)의 평균 순응도는 

38.40%(SD=35.82)였으며, 7-9 점군(n=6)과 10-

12 점군(n=41)은 각각 35.41%(SD=28.14), 

68.32%(SD=37.85)이었다. 

사전-사후 SPPB 에 대한 Wilcoxon Signed 

Ranksum Test 결과 (표 4), 6 점 이하군에서 사후 

SPPB 점수가 사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Z=2.04, 

p=.041), 7-9 점군에서도 사후 SPPB 점수가 

사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Z=2.21, p=.027). 반면, 

10-12 점군에서는 사후 SPPB 점수와 사전 점수간 

차이가 없었다(Z=1.61, p=.107). 

10-12 점군 대상 추가 분석 결과 (표 5), 정적 

균형과 보행 속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Z=1.52, p=.129; Z=.43, p=.664), 사후 

일어서기 점수가 사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Z=3.44, 

p=.001). 

 

표 4.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사전-사후 SPPB 점수 

 사전 SPPB 사후 SPPB 

6 점 이하 군    

M 5.40 9.40 

Mdn 6.00 9.00 

SD .89 1.67 

7 – 9 점 군   

M 7.67 10.33 

Mdn 7.50 11.00 

SD .82 1.21 

10 – 12 점 군   

M 10.95 11.24 

Mdn 11.00 12.00 

SD .81 .92 

 

표 4.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SPPB 10-12 점군 세부검사 

점수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일어서기   

M 3.49 3.85 

Mdn 4.00 4.00 

SD .68 .42 

정적 균형   

M 3.90 3.78 

Mdn 4.00 4.00 

SD .37 .61 

보행 속도   

M 3.56 3.61 

Mdn 4.00 4.00 

SD .7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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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 적합성 

• 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속적으로 시사된 사항은 고령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의 

검색과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법과 사용법을 안내받고 난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다. 위젯 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보조하는 UI 의 활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터치에 기반한 스크롤, 스와이프 등의 조작 

방식에 고령자가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참가자가 화면 상단부터 

하단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였고, 

버튼이 다수 배치되는 경우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이는 과도한 선택지가 제시되는 경우 인지적 부하가 

발생한다는 힉의 법칙(Hick’s Law)에 부합한다 

[20]. 또한, 스스로 운동을 다짐하는 콘텐츠에 

손가락을 거는(finger-cross) 일러스트 같은 상징 

체계를 통해 음성 상호작용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에서 상징 체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일러스트를 터치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행동 유도가 

발생함이 관찰되었다. 초기 메인 화면의 경우 (그림 

1), 콘텐츠 구조 및 절차 정보를 목록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 확인이 효율적이고 정황 

정보를 통한 조작이 용이한 전통적인 위계 구조의 

네비게이션 UI 를 취한 것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고령자들은 절차적 구성 정보를 완수해야 할 

중재 절차로 인지하지 못하여, 운동중재를 완료한 

이후 다른 콘텐츠를 진행하지 않는 사용행태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메인 화면 하단에 추가로 

배치되는 완료 목록과 운동 복습 패널이 위계 

구조를 인지하는 데에 혼란을 가중하는 양상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용행태는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와 

서비스에 대한 낮은 숙련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자가 UI 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작 

행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에 한 개의 

활성화된 터치 버튼만을 배치하는 카드형 UI 를 

취하고, 조작 가능성을 명백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 사이즈를 크게 구성하고 명확한 색상 

대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21] (그림 2). 콘텐츠 

경험의 본질 외에는 다른 추가 정보 (위계구조, 위치, 

경로 등)는 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 운동중재 콘텐츠 

운동중재 콘텐츠는 동영상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인터뷰를 통해 고령자가 그림보다 실사형 

동영상을 선호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 자세 이행도가 저조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운동의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예. “몸에 좋아요”보다 

“종아리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돼요”). 이에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실사형 동영상의 

형태로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기존 메인 화면 UI 컨셉 

 

 

그림 2. 개선안을 적용한 메인 화면 UI 컨셉 

 

• 행동유도 콘텐츠  

고령자의 경우 음성 오디오를 통한 내용 전달이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은 

조작이 요구되거나,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 멀티모달 

형식의 콘텐츠가 이해를 방해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화면 상단의 그림에서 주의가 

멈춰, 하단의 텍스트나 음성 오디오에 집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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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간략한 형식의 

텍스트를 배치하는 경우 의도된 UX 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에, “네모 칸 안에 

손가락으로 서명하세요”, “아래 마이크 모양에 

말해주세요”와 같은 구체적인 텍스트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 목적은 복합맞춤 운동중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노쇠 개선에 대한 효과성과 사용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노쇠 개선에 대한 복합맞춤 운동중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재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의 SPPB 점수 7-9 점군에서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 평균 SPPB 점수가 2.14 점 

상승하였고,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에서는 SPPB 

점수 6 점 이하군에서 4.00 점, SPPB 점수 7-

9 점군에서 2.66 점 상승하여 유의미한 노쇠 상태 

개선 효과를 보였다. SPPB 점수 10-12 점군에서는 

두 복지센터 모두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군의 사전 SPPB 점수 평균이 

서울노인복지센터와 목동실버복지센터 각각 

10.90 점, 10.95 점으로 12 점 만점 중 11 점에 

근접하였던 바, 천장 효과(ceiling effect)로 인해 

개선 폭이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SPPB 점수 10-12 점군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4 점 만점 기준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정적 균형 점수가 0.38 점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의 경우, 일어서기 점수에서 

0.36 점의 유의한 상승이 나타났다.  

순응도의 경우, 서울노인복지센터의 SPPB 점수 7-

9 점군에서 30.43%,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의 

SPPB 점수 6 점 이하군 및 7-9 점군에서 각각 

38.40%, 35.41%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반 중재의 순응도가 10% 이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설계된 UX/UI 및 

행동유도 콘텐츠가 순응도 제고에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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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인터넷 상에 

피력한다. 그렇게 피력한 주관적 주장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 특히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 할 때가 

그렇다. 그러한 행위를 소위 trolling behavior 라고 

부른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고자 psychological 

ownership (PO)이라는 개념을 trolling behavior 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이를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 

적용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 제안은,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た 

Trolling behavior; Psychological Ownership; Theory 

of Planned Behavior 

 

1. ⯇ ⌋ 

IT 의 등장 이래로 인터넷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언제 어디서나 그 누구와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보급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던 것 원인들 중 

하나는 인터넷이 갖고 있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익명성 즉, 인터넷 세상에서는 내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알릴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회원가입을 해야 할 때, 내가 현실세계에서 부여 받은 

ID card number, or SSN (in case of US)를 입력하여 

내가 이중 가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보안과 관련된 이슈일 

뿐, 일반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들의 개인 

보안 정보를 알 수가 없다. 보편적으로 그들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할 닉네임 혹은 ID 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만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바로 악성 댓글, 소위 

악플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을 보고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고, 혹은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된다면 사회적 문제라고 명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댓글을 읽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당사자가 존재한다면 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중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이나, 최근에는 얼굴이 알려진 SNS 

influencers 도 악성 댓글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 

2].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소위 

트롤링(trolling behavior)이라고 지칭한다. 학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5 년 전부터 

한국에서 기사화되기 시작하였다 [3]. 또한 Gold-

Papez & Veer [4]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발달 과정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처음 이용해 본 

사람처럼 어리석은 질문을 하거나 어리숙한 행동을 

보였을 때 troll 이란 단어를 쓴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trolling 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기질적인 특징,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특징, 

가상 세계 내의 중재자의 부재와 같은 원인들이 

존재하므로, 앞으로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5, 6, 7]. 그러나 지금까지도 

trolling 문제는 대폭 해결된 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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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trolling 을 막으려는 시도 이외에, trolling 을 

하는 집단을 회유하는 것은 어떨까? 

따라서 본 연구는 trolling 행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방안들 중 하나로,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 작성 공간을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Psychological Ownership 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댓글 혹은 게시글 작성자들이 Psychological 

Ownership 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trolling 행위가 

완화되지 않을까? 라는 연구 문제에서 시작된다. 가상 

공간을 내 공간 (MY Space)로 인식한다는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오래, 지속적으로 할수록 현실세계에서의 내 방, 내 

공간과 같은 소유감을 느낀다고 한다 (e.g., [8, 9]). 

본 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Section 

2 에서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변수들과 관련된 

related studies 를 정리한다. Section 3 에서는 앞선 

Section 2 에서 말한 변수들과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론을 연결시켜 연구를 제안하며, Section 

4 에서는 제안한 연구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Section 5 에서는 추후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며 마무리 

짓는다. 

 

2. ⯋䀴 ゛᠗ 

2.1 Trolling behavior 

Herring et al. [10]에 따르면, trolling 에는 3 가지 

기준이 존재한다고 한다. 첫번째, 상대방에 대해 

겉으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을 한다. 두번째, 

예측가능한 대답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시간을 

빼앗는다. Hardaker [11]은 trolling 이란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일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러한 일탈 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은 척을 하거나 진정성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정의내린다. 

이와 같은 trolling 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우선 행위자의 심리학적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신병리학이나 성격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trolling 행위의 원인을 개인적인 

기질 차이라고 설명한다 [5, 7, 12, 13, 14, 15]. 또한,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 때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Nitschinsk et al. [6]에 따르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실험 조건 하에서 피험자들이 trolling 행위를 

더 보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Golf-Papez & Veer 

[4]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trolling 행위를 하는 

행위자와 그 피해를 입는 상대방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고 한다. 

즉, potential guardian 이라 칭하는 잠재적 중재자의 

역할을 그 누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우, 악의적인 

댓글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댓글들이 보이지 

않도록 기술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trolling 행위는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내 공간” “내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이던 렌트이던 모두 다 “내” 집,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그런데 왜 가상세계에서는 

내 공간 (MY Space)이라는 감정이 생겨나지 않을까? 

(Section 2.2 참고) 

2.2 Psychological Ownership (PO) 

Pierce et al. [16]에 따르면, PO 란 “the state in which 

individuals fell as though the target of ownership 

(material or immaterial) or a piece of it is theirs”로 

정의된다. 비록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 소유물이라고 주장할 수 없더라도 마음 

속으로는 내 것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VR 기기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가상 공간에서 

내가 오랜 시간동안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이 

공간을 내 집 혹은 내 방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PO 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크게 3 가지의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 [16]. 첫 번째로는 Control of the 

target 이다. 즉,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VR 기기를 

통한 가상 공간을 내 방 혹은 내 공간이라고 

인지하려면, VR 기기를 통해 내가 내 의지대로 가상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하며, 내가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내 의지대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Intimate knowledge of the target 이다. 내가 내 것으로 

느껴야 하는 그 대상에 대해 나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즉, VR 기기를 다룰 때 나는 손을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 혹은 머리는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된다와 같은, 어떻게 이 기기를 다뤄야 가상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Self-investment of the target 이다. 내가 VR 기기를 

통해 가상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으려면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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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면, 일단 

알아보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즉, VR 

기기의 조작법을 숙지하기 위해 설명서를 찾아보거나 

기기를 구매해 지속적으로 체험해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3 가지의 선행 조건들이 모여서 

결국 PO 라는 주관적 감정 상태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PO 와 관련하여 초기 선행 연구들은 인사 조직 

분야에 치중하여, 어떻게 해야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지금은 경영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 개념을 

차용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손에 쥘 수 없는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PO 의 감정을 느끼는지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 공간”과 관련하여 PO 를 느끼는 연구들 

또한 많이 존재한다. 우선 Virtual(augmented) reality 

속에서 내 노동력(참가)이 들어간 물건에 대해 내 

것으로 느낀다는 연구도 존재하고 [8, 17], Online 

community 를 내 공간으로 느낀다거나 [8, 9], Social 

media 를 내 것으로 느낀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18]. 

 

3. Trolling behavior ワ䃿ⶇ㭗 ⳃ ㈳ᴿ ⛔❀: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ほ 
PO 㠿ᚫ䀇 ⠯⯈ 

TPB (계획된 행동이론)는 학자 Ajzen [19]이 고안해 낸 

이론이다. 즉, 인간은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며, 

의도를 설계할 때 대상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TPB 가 적용된 분야는 다제간의 연구에서 적용이 

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호텔 경영학이나 관광 

경영학에서 해당 이론에 대해 연구하였다 [20]. 또한 

Cross-country 연구에서 TPB 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21]. 본 연구에서는 Trolling 

behavior 라는 건 결국, 누군가를 화나게 할 의도로 

인터넷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이며, 이는 

부정적인 의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TPB 를 trolling 행위와도 연결시켜, 보편적으로 

알려진 태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가 

의도에 영향을 줄 때 Section 2.2 에서 언급한 PO 가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계획 행동들이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참고). 

 

4. 기대되는 결과 

우선 trolling behavior 로 변형된 TPB 이론에서의 태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는 trolling 

behavior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TPB 의 경우 1991 년에 제안된 모델로 

30 년이 넘는 과정을 통해 많은 학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검증이 된 바, 본 연구에서도 또한 그 

인과관계들은 의도한 대로 도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절변수로 설계된 PO 의 경우, 일부분에서는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Liu et 

al. [22]와 Xia et al. [23]의 연구에서는 PO 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와는 

다른 분야에서의 검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trolling 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진행했던 

연구들 중에서 PO 를 사용한 연구는 현재까지 찾은 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정확한 결과는 설문이 진행된 

이후에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5. 䁐䅯 ᰧ㈃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통해 연구 문제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발판 삼아 향후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악용하여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각심을 주고자 

한다. 둘째, 가상 공간도 내 집처럼 아끼는 마음을 

가진다면, 건전한 온라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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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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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꾸준히 고도화되고 있는 스마트 

글래스의 불편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 및 사용 시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 요소를 

파악하였고 각각의 요소들이 종합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18 명의 피험자가 상용화된 스마트 글래스인 Nreal 

Air 와 Vuzix Blade 를 체험하는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정성평가를 통해 6 가지 불편함 

요소(‘코 무게감’, ‘귀 무게감’, ‘머리 압박감’, 

‘불안정함’, ‘눈 피로감’, ‘어지러움’)와 ‘종합 

불편함’에 대해서 불편함 정도를 0-10 척도로 

응답하였다. 실험결과로 제품에 따라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불편함 요소가 달랐으며 이는 

제품의 무게분포, 크기, 압박력 등의 차이에 

기인함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글래스 제품별로 개선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제어 

스마트 글래스, HMD, 웨어러블 기기, 다중회귀분석 

 

1. 서론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시계, 안경, 팔찌, 의복과 같이 

사용자의 몸에 직접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웨어러블 기기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들을 이용한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입력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통한 정보 인식도 

가능한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1] 

스마트 글래스는 일반적인 안경 렌즈에 투명 혹은 

반투명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다양한 정보를 눈 

앞에 전시할 수 있는 기능을 주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글래스의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로 인해 일반적인 안경에 비해 무거워 

사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안정적으로 

착용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눈과 외부 사이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로 인한 눈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등에 대한 불편함도 예상된다. 

본 연구는 스마트 글래스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 

요소를 파악하고, 각 불편 요소가 제품의 종합적 

불편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 글래스 개발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2. 사전 조사 

2.1 제원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스마트 글래스는 중국의 

Nreal(Beijing, China)에서 출시한 Nreal Air(NR-

7100RGL)와 미국의 Vuzix(New York, USA)에서 

출시한 Vuzix Blade(2AA9D-494)이다 (그림 1). 두 

제품 모두 이미 상용화되어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으로 각각 한화 약 500,000 원, 약 

1,700,000 원의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총 무게는 

각각 82.5g, 100.2g 으로 일반적인 시력교정 안경 

(20~25g)에 비하여 3 배 ~ 5 배 정도의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제품 사진 (왼쪽부터 Nreal Air, Vuzix Blade) 

 

제품이 신체와 접촉하는 부위인 코, 귀에서 

발생하는 무게감의 원인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 개의 저울을 이용하여 각 제품의 전면부, 

후면부의 무게분포를 측정하였다. Nreal Air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의 유선 연결을 통해 

1920x1280 의 대화면을 양쪽 렌즈에 투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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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자체의 배터리가 없어 전체적인 무게는 

비교적 가볍지만 전면부의 디스플레이에 전체 

무게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Vuzix Blade 

제품은 오른쪽 렌즈에만 480x853 의 화면을 

투사하며 제품 자체적인 배터리와 운영체제를 

지원한다. 제품 전체의 무게는 Nreal Air 보다 

무겁지만 전면부, 후면부의 무게분포가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 

스마트 글래스는 코와 귀에서의 수직 지지력 외에도 

머리 옆면을 누르는 힘으로 지지되기 때문에 머리 

옆면의 압박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제품의 

측면 프레임의 벌어짐 저항 관계 (벌어짐 정도와 

저항력 관계)를 힘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양 템플 사이의 간격과 

피험자들의 머리 너비를 측정하였다 (표 1). 

 

표 1. 스마트 글래스 제원 

 
전면부 

무게 

(g) 

후면부 

무게 

(g) 

템플 

간격 

(cm) 

벌어짐 

저항 

(N/cm) 

Nreal 

Air 
73.5 9.0 13.1 0.399 

Vuzix 

Blade 
57.1 43.1 12.8 1.130 

 

2.2 사용성 평가 항목 개발 

본 실험의 설계에 앞서 2 명의 사전 체험자들이 각 

평가 제품을 자유롭게 실사용 체험하면서 장시간 

착용시 경험한 불편함 요인을 일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후보 요인들을 대상으로 안경 

형태의 착용형 제품 평가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인간공학 분야 연구원, 교수)들의 그룹 토의를 통해 

총 6 개의 스마트 글래스 착용 불편 요인을 

선정하였다 (표 2). [2-4] 

 

표 2. 불편함 평가 항목 

항목 설명 

코 무게감 
안경 코받침이 코를 중력방향으로 

누르는 무게감, 고통을 포함 

귀 무게감 
안경 템플이 귀를 중력방향으로 누르는 

무게감, 고통을 포함 

머리 

압박감 

안경 템플이 머리 옆면을 수평방향으로 

누르는 압박감, 고통을 포함 

불안정함 
안경이 흘러내리거나 벗겨질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한 불안정함 

눈 피로감 
디스플레이 시청 시 눈이 따가운 느낌 

등으로 인한 눈 피로감 

어지러움 
디스플레이 시청 시 현실과 이질적인 

느낌으로 인한 어지러움 

종합 

불편함 

스마트 글래스 착용 시 모든 면을 

종합하여 느껴지는 종합적인 불편함 

 

2.3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글래스 사용자들이 스마트 

글래스의 착용 및 사용 중 어떤 요인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지, 어떤 요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탐색하는 것에 있다. 이전 연구가 없이 

진행된 초기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형태와 

디스플레이 형식이 다양한 스마트 글래스 제품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제품별로 각각 불편함과 

불편함 민감도를 탐색하였다. 

측정한 스마트 글래스의 제원과 사전 체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 코와 귀에 전해지는 무게에 대한 민감도는 

스마트 글래스의 전면부, 후면부 무게분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스마트 글래스의 템플 간격이 좁고 벌어짐 저항 

이 강할수록 머리 압박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반대로 불안정함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 스마트 글래스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불편함은 

스마트 글래스 불편의 주요 원인일 것이다. 

 

3. 실증 분석 

3.1 피험자 모집 

대학 커뮤니티에서 20 대 남녀 18 명(남 12, 여 6)을 

모집하여 스마트 글래스 착용성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피험자 중 7 명은 평소 일상생활 중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며, 11 명은 안경을 착용한다. 

안경 착용자 중 나안 시력이 0.5 이하인 피험자들은 

시력교정렌즈를 착용한 채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이전에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 및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으나, 실험 시작 전 제품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3.2 프로토콜 

피험자는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채 앉은 자세와 

보행, 디스플레이 글자 읽기와 디스플레이 끈 

상태의 조합 총 4 종 (2x2)의 사용 상황을 2 회씩 

반복하였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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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용 상황 

 자세 

디스플레이 

앉기 

디스플레이 ON 

걷기 

디스플레이 ON 

앉기 

디스플레이 OFF 

걷기 

디스플레이 OFF 

 

각 사용 상황은 3 분간 지속되었으며, 사용자는 

4 개의 상황을 중간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각 상황을 마친 후 다음 상황 시작 전에 

피험자는 앞서 선정한 불편함 평가 항목에 대하여 

0-10 의 척도로 응답하였다 (표 4).  

체험순서에 따른 불편함 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스마트 글래스의 체험순서를 무작위로 

설정하였으며 제품 사이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표 4. 불편함 평가 점수기준 

점수 설명 

0~1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전혀 혹은 거의 

느껴지지 않음 

2~4 
약한 수준의 불편함을 간혹 느끼나 지속 

착용을 방해하는 수준은 아님 

5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나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임 

6~9 
지속 착용을 방해하는 수준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느낌 

10 극도로 불편하여 더 이상 착용 불가능함 

 

3.3 실험 결과 

피험자 18 명의 불편함 평가 응답 중 제품당 

154 개의 응답들이 실험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어떤 불편함 유발 요소가 얼마나 ‘종합 불편함’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6 가지 불편함 

유발 요소(‘코 무게감’, ‘귀 무게감’, ‘머리 압박감’, 

‘눈 피로감’, ‘어지러움’, ‘불안정함’)를 x 변수, ‘종합 

불편함’을 y 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이 진행되었다. 

두 스마트 글래스의 불편함 유발 요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제품당 별도의 다중회귀분석이 

진행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유도한 각 

불편함 유발 요소에 대응하는 계수는 각 요소가 

‘종합 불편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및 

민감도로서 해석하였다. 

Nreal 제품에 대한 154 개의 불편함 평가 응답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결정 계수(R-square) 0.72 로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불편함 유발 요소 중 ‘코 

무게감’ – ‘머리 압박감’ – ‘눈 피로감’ – ‘불안정함’ – 

‘어지러움’ 변수는 순서대로 ‘종합 불편함’에 대하여 

강한 양의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 무게감’ 은 ‘종합 불편함’에 대하여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Vuzix 제품에 대한 154 개의 불편함 평가 응답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결정 계수(R-square) 0.88 로 

역시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불편함 유발 요소 중 

‘머리 압박감’ – ‘눈 피로감’ – ‘코 무게감’ – ‘귀 

무게감’ – ‘어지러움’ 순서대로 ‘종합 불편함’에 

대하여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불안정함’은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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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real 회귀분석 결과(* p <0.05, ** p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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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uizx 회귀분석 결과(* p <0.05, ** p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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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무게분포 

Nreal 제품에서 피험자들은 불편함 유발 요소 중 ‘코 

무게감’에 대해서 가장 강한 민감도를 보였다. 

반대로, ‘귀 무게감’에 대한 평가는 ‘종합 불편함’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와 

귀가 스마트 글래스의 전체 무게를 나눠서 수직 

지지하는 무게분포의 상보적 특성 때문이며, ‘코 

무게감’과 ‘귀 무게감’을 완벽한 개별 변수로 생각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Nreal 제품과 같이 제품 

전면부에 무게가 집중될 경우 이와 같은 민감도 

특성이 심화된다. 

Vuzix 제품에 대해서는 ‘코 무게감’과 ‘귀 무게감’이 

모두 ‘종합 불편함’에 대해 양의 방향 민감도를 

보이며 그 값은 ‘코 무게감’이 다소 높다. 이는 Vuzix 

제품의 전면부가 후면부보다 다소 무거운 

제품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제품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로 스마트 글래스의 

전면부, 후면부 무게분포 특성에 따라 ‘코 무게감’, 

‘귀 무게감’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4.2 템플 간격과 템플 벌어짐 저항 

템플 간격과 템플 벌어짐 저항은 불편함 유발 요소 

중 ‘머리 압박감’ 뿐만 아니라 ‘불안정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었다. 즉, 무게분포에서의 결론과 

같이, ‘머리 압박감’과 ‘불안정함’ 은 완벽한 개별 

변수가 아닐 것이라 예상하였다. 

비교적 템플 간격이 넓고, 템플 벌어짐 저항이 약한 

Nreal 제품에서는 ‘머리 압박감’과 ‘불안정함’이 

모두 ‘종합 불편함’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Vuzix 제품의 경우 ‘머리 압박감’은 

가장 민감한 양의 관계가 있는 요소, ‘불안정함’은 

음의 관계를 가진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템플이 

머리 옆면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머리 압박은 

증가하지만, 머리에 잘 고정되어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상보적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결과로 스마트 글래스의 템플 간격이 

좁고 템플 벌어짐 저항이 강할수록 사용자들이 

‘종합 불편함’을 평가할 때, ‘머리 압박감’은 

민감하게, ‘불안정함’은 둔감하게 생각함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4.3 디스플레이 

두 제품 모두에서 피험자들은 ‘눈 피로감’과 

‘어지러움’에 대하여 양의 민감도를 보였다. 그러나 

Nreal 제품에서는 ‘코 무게감’과 ‘머리 압박감’에 

비해 낮은 민감도를 보였고, Vuzix 제품에서는 

‘머리 압박감’에 비해 낮은 민감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스마트 글래스 사용자들의 

‘종합 불편함’을 결정하는 데에는 ‘눈 피로감’, 

‘어지러움’과 같은 인지적인 불편함 보다는 무게분포, 

크기, 압박력 등으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스마트 글래스 불편의 주요 원인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불편함일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5. 토론 

현재까지 스마트 글래스의 개발 방향은 안경 렌즈에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탑재할지, 어떤 소프트웨어와 

기능을 지원할지 등에 집중해왔다. 일부 개발사들은 

스마트 글래스의 무게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경량화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안경만큼의 

가벼운 무게를 갖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본 연구는 스마트 글래스의 무게 분포, 템플 간격과 

압박력에 따라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편함 요소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제품 형태와 디스플레이 형식이 다양한 스마트 

글래스 제품별로 개선 방향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분석은 독립적이지 못한 변수(‘코 

무게감’ – ‘귀 무게감’, ‘머리 압박감’ – ‘불안정함’)의 

발견으로 완벽한 선형회귀식을 제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형회귀식의 계수는 

불편함 요소의 불편함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불편함’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뜻한다. 

따라서 각 제품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불편한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 Nreal 제품은 ‘코 

무게감’을, Vuzix 제품은 ‘머리 압박감’을 개선할 

경우 비교적 효율적으로 각각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로 인한 

인지적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 보다는 스마트 

글래스의 무게, 크기, 압박력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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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UX study for XR service 

as a risk management application in the Bulit 

environment of building site. It purposes the 

new possibility and adaptation Metaverse and 

the social contribution of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XR service, an extended 

reality product, Hololense2 was used and 

specific application’s user interfaces including 

wireframe was developed.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XR (Extended Reality) technology utilization in 

the construction environment in the future. 

 

Keyword 

Metaverse UX; Holographic Interface; XR 

Service Design 

 

1. Introduction 

1.1 Research Background  

In the face of a series of accidents at high-rise 

construction sites,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in Korea 1 , it is still not easy to share 

information about dangerous areas at 

construction sites, and the risk of numerous 

human accidents remains due to the lack of 

prompt rescue measures. Although the work 

environment in various fields has been 

developed through online environments such as 

smart cities and Metaverse, it is not easy to 

adopt the new technologies in many ways. The 

human life and safeti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especially in construction site is 

the core element. This study is an interim 

project which tried  

 

to experiment and solve the above issues with 

the near-future Metaverse technologies. As a 

 
1 Act on Punishment, etc. of Severe Disasters [Enforcement 

Decree No. 17907, January 26, 2021] 

result, by developing an AR Glass application 

centered on user experience and designing 

using XR, as an implementation experiment for 

the practical use of a service that can share 

danger signals between each other in real time 

in advance, as a safety prevention tool not only 

at construction sites but also at manufacturing 

sites. In this study, a user scenario for the XR 

Glasses (Microsoft HoloLens 2) was also 

developed and, based on the user scenario 

stage of user interfaces were designed by UX 

research process.  

 

1.2 Research Process 

The research process was conducted with a 

problem-solving design process as follows. 

 

Figure 1  Research Process 

This project identified the frequency of risk 

factors by construction stage in the Discover 

stage and focused on the temporary 

construction and rebar/concrete construction 

stages as the target stages. Through desk 

research and interviews, it was found that SOS, 

which is the most essential function for safety 

prevention at construction sites, is needed first. 

Afterwards, in the Define stage, personas were 

set for responding to dangerous situations 

mainly for builders, working group leaders, and 

managers at the construction site, and a 

solution to respond to Pain points were derived 

by creating a journey map. In the development 

stage, user testing was conducted to design the 

UI in the XR environment. The wireframe was 

designed through the verification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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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ing users for each task and receiving 

feedback. In the delivery stage, the service was 

visualized and branded.  
 

2. Problem Finding 

2.1. Accident type and disaster type analysis 

at construction sites  

As a basic study prior to design developmen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what types of 

disasters occur in the construction stage.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Accident Report 

published in early 2021 by the Homeland Safety 

Management Agency, the types of work with 

frequent accidents were counted as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46.8%, 1,435 cases) and 

temporary construction (17.4%, 532 cases).2  

 

Figure 2  Analyze frequency by type of disaster 

 

Accordingly, accident types were collected 

(referring to the safety and health practice 

guide publish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3, and the frequency 

of accidents by type that occurred during the 

temporary and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stages was analyzed as shown in above Figure2. 

 
2 Lee Chang-hoon. "Half of the deaths in the first half of 

last year occurred in hypothesis and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Korea Specialized Construction Newspaper, 

January 13, 2021. 
3 CSI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Homeland Safety Management Agency 

Investigation Office. 2021 construction accident information 

report (2021). https://www.csi.go.kr/community/dataMain.do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ost frequent accidents occurred 

due to falls and material collapse, followed by 

accidents caused by constriction, collision, and 

material falls by highlighting this study’s 

research hypothesis.   

 

2.2 Stakeholder Interview  

Based on the types of accidents and disasters,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ose who had experience 

working as safety managers at construction 

sites. The question is, as a verification of the 

previous analysis results, whether many 

accidents occur in the 'scaffolding and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phase', and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situation at the site 

through various paths about the cause of the 

accident. It was done with a purpose.  

According to the interview, 'something' that can 

be reported immediately in case of an 

emergenc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disaster, and the 

actual work environment is difficult to rescue 

even if you shout for help in a desperate 

situation due to noise, so a 'visual report signal' 

The most common opinion was emergency 

rescue system is needed. In addition, the 

current maximum countermeasure against falls, 

confinement, and collisions is a 2/3 person 

group system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when 

dangerous work is required, but in the case of 

small-scale construction environments, the 

majority of cases where the rules are not 

properly followed, Based on the interview on 

the need for a system that can 'prevent 

accidents without help',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communication system at the site and obtain 

key design insights. Therefore, in this study, XR 

Glass was used to design a service in which 

field stakeholders, 'workers (scaffolding, rebar 

workers), work foremen, and managers' 

immediately check visual signals in real time to 

receive help from others.  

 

3. UX Design for XR Service 

3.1 Persona Design  

Through previous interviews and literature 

research on construction workers, three 

Personas were established: construction site 

scaffolding and rebar/concret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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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men workers, and managers, who were the 

target users, by referring to behavior patterns 

and user characteristics. 

 
Figure 3  Persona Design for XR service 

 
The core Persona, the builder, has been 

working as a scaffolding worker for almost 5 

years and is insensitive to sound due to poor 

hearing due to the noisy construction 

environment. He is a quiet person who works 

hard at his job and takes good care of his 

colleagues. The Person's Goal is to work safely, 

and Needs are those who want to call for 

rescue help without shouting when faced with a 

dangerous situation and want to report 

immediately when they see a colleague in a 

dangerous situation. will be. Wants are those 

who want to communicate with visual 

information other than auditory information 

because of poor hearing. 

 

The Persona2, the working group leader, has 

been active as a temporary construction expert 

since a young age, building a team and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Goal of the Persona is to 

take the lead in safe work without any injuries 

in the team. Needs requires a communication 

tool other than a walkie-talkie or loudspeaker, 

and a tool to quickly recognize and take action 

when a worker is in a dangerous environment. 

Wants are those who want to deliver the on-

site situation to the manager in real time. 

 

The Persona 3, the manager, started his career 

as a safety manager and mainly manages overall 

work to proceed safely and accurately by 

writing construction progress reports through a 

monitor (PC), communicating with the working 

group leader in real time. The Persona's Goal is 

to monitor workers to work safely, and Need is 

to know the location and situation of workers in 

real time. Wants is to immediately receive a 

notification on the monitor when a dangerous 

situation occurs. 

 

3.2 Journey Map  

This study divided the temporary construction 

work stages into 4 stages: before work start, 

installation of shoring, system scaffolding, and 

scaffolding installation in order. Then, by 

analyzing the actions and emotions of workers, 

class presidents, and managers in each stage, 

their pain points were identified, and a Journey 

Map was drawn up as follows.  

 

Figure 4  User Journey map for XR service 

From the pain point, the worker at the site fails 

to balance the center of gravity while installing 

heavy supports and falls. No matter how much 

one shout in this situation, it is frustrating to be 

isolated due to the loud field noise. In contrast, 

it is difficult for the foreman workers to find 

people in danger as the site is cluttered. 

Managers are frustrat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eive real-time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 on the site just by looking at the 

monitor, and they are concerned about whether 

the work is being done safely. 

 

3.3 Design Concept  

Based on the insights for each pain point 

derived through the Journey Map, a design 

concept was established, the service was 

designed, and branding was carried out to 

propose a service that can promptly request an 

emergency rescue (SOS) at the construction 

site. The branding name of the application, 

‘COLO’, implies the meaning of Construction XR 

Application Service by using HoloLens. This 

study was designed on the premise that XR 

glasses such as the HoloLens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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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ized with the near future as the point 

of view.  

Figure 5  Service Concept (As is - To be)  

 

 

Figure 6  Service System for Construction Workers 

 

With the developed service, a rescue request 

can be made immediately by staring at the SOS 

button for 3 seconds through the COLO XR 

Service in AR Glass, and the leader or manager 

receives a rescue request notification, judges 

the situation, and promptly reports to 911. 

Workers are immediately rescued within the 

golden time, and damage can be minimized. 

 

3.4 Service Scenario Development   

 

Figure 7  COLO Service Keywords 

 

Figure 8  COLO Service Scenario 

In a dangerous situation, COLO service, which 

can communicate with the manager through 

Real-Time Interaction and ask for help, 

proposes a safe working environment. 

 

3.5 Flowchart Design 

Figure 9  SOS Flowchart 

 

When the worker recognizes the SOS button for 

3 seconds by eye tracking. “Do you want to 

request emergency rescue?” When <Yes> is 

recognized, “rescue request complete” appears 

on the worker screen, and if <No> is pressed, 

the request is canceled. “Do you want to report 

an emergency rescue request 119?” A pop-up 

window will appear. If you press <Yes>, the 

report will be received at 119. At the same time 

as the report is received at 119, the SOS 

Database records the report time, requester's 

name, location, screen, caller's name, and 

whether or not 119 dispatched/arrived. It can 

check the report list based on the SOS Database 

in the monitoring system of. 

 

3.6 Wire-Frame Development 

Below figure 10 to 12 shows the Wireframe of 

this study. The wire-frame stag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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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ened as the usage purpose and sequences 

are the emergency situation. Each stakeholder 

can share the situation very clearly by very 

simple affordance and interface. The wireframe 

in the figure demonstrates the functionality of 

the XR app. 

 

Figure10  Builder SOS Wireframe 

 

Figure11  Leader SOS Wireframe 

 

Figure12  Manager SOS Wireframe 

 

4.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causes of dangerous 

situations and response problems that occur at 

construction sites and planned an XR service 

app that can request emergency rescue with 

only eye tracking and hand gestures. When 

workers are in a real dangerous situation at a 

construction site, they notify the situation by 

radio or voice, which is a conventional rescue 

request method, but often ignore the signal or 

respond slowly due to the noise of the site.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s an XR 

service app that allows workers to request SOS 

with simple eye tracking, report to leaders and 

managers, and report to 119 in real time. In the 

future, the XR emergency rescue request 

system is expected to help save lives as soon 

as possible by applying it not only to the 

construction environment but also to other 

industries and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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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use of online learning expands, i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predict and support

at-risk students early. However, it is unclear which

types of online learning behaviors (i.e., passive or

active) are better able to predict at-risk students.

Passive behavior (e.g., homepage access) refers to

basic interaction with the system, while active

behavior (e.g., foruming) refers to interactions

involving other users. Using Open University

Learning Analytics Dataset, we compared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passive and active

behavior data to predict at-risk students. We used

a random forest classifier to classify 3,994

students into either success or at-risk. Results

showed that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passive behavior (accuracy: 0.78, precision: 0.79,

recall: 0.91) was higher than that of active

behavior (accuracy: 0.75, precision: 0.77, recall:

0.87) up to 20 weeks.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fundamental passive behavior in

online learning, such as accessing a homepage,

compared to auxiliary active behavior. Through

passive behavior analysis, instructors can predict

at-risk students and help them successfully

complete�online�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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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nline learning is increasingly being used in

higher education thanks to its advantage that

students can learn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1]. However, compared to

conventional face-to-face learning, online learning

has made it more difficult for instructors to

monitor and support students’ learning processes

[2]. As a result, in online learning, many students

suffer from low motivation and high risk of

dropout [3]. In this context, it is becoming

important in online learning to predict at-risk

students quickly and intervene early to prevent

them�from�failing�[4].

Analysis of interaction data collected from online

learning systems can be used to predict at-risk

students early [5]. Educational data mining

(EDM), which is known as the application of data

mining techniques in educational environments

[6], and learning analytics (LA), which refers to

the measurement, collection, analysis, and

reporting of data about learners to optimize

learning and the environments in which it occurs

[7], are two major techniques for analyzing

interaction data. Recent use of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VLE) made it possible to collect and

analyze large amounts of data on all interactions

related to traces left by learners [8]. More

recently, to support the research in this area, the

Open University Learning Analytics Dataset

(OULAD) was released [9]. This dataset contains

the information of about 22 courses, 32,593

students, their assessment results, and logs of

their interactions with the VLE. In this study, we

used�OULAD�for�predicting�at-risk�students.

Depending on how students interact within the

VLE, student online learning behavioral data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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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divided into two types: passive and active [10].

There was a study comparing students’ attitudes

according to whether the online learning

interaction type was passive or active,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 attitudes

between the two types of interaction [11, 12].

Another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fferent

interaction types on student satisfaction and

found mixed results. Some studies found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teraction types in

terms of student satisfaction [13, 14], while

others found that students who studied with

active interaction were more satisfied than those

who studied with passive interaction [15, 16].

However, there has been no previous study on

which of the two types of interaction types in

online learning is more effective in predicting

at-risk studen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compare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passive

and active online learning interaction on at-risk

students.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2,

we discuss some related works. In Section 3, we

present the data and methodology used in our

study. In Section 4, we present the results of the

study. In Section 5, we discuss the results and end

the�paper�with�a�conclusion.

2. Related�works

2.1 At-risk�student�prediction�using�OULAD

As shown in Table 1, many studies have used a

variety of data from OULAD, such as behavioral

data and demographics, to predict at-risk students

using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models.

Most studies achieved prediction performance

greater than 85%, and Fatema et al. [22] even

reached a classification accuracy of 99%.

However, there was no study comparing the

effects of passive and active behavioral types on

predicting�at-risk�students.

Table 1. Summary of previous research, used data,

and model for predicting at-risk students using

OULAD.

Research Used�data Model

Heuer and

Breiter�[17]

VLE interaction,

demographic,

performance

Classical�ML

Karimi et al.

[18]

VLE interaction,

demographic

Deep learning,

SVM,�LR

Nazif et al.

[19]

VLE interaction,

demographic,

performance

PNN,

Conventional

ML

Tomasevic et

al.�[20]

VLE interaction,

demographic,

performance

Classical�ML

Ahmad et al.

[21]

VLE interaction,

demographic,

performance

ANN,�RF

Fatema et al.

[22]

VLE interaction,

demographic,

performance

k-NN, SVM,

ANN

Hidalgo et al.

[23]

VLE�interaction ANOVA,

RFECV,

Meta-Learning

ML: machine learning; SVM: support vector

machine; LR: logistic regression; PNN: probabilistic

neural network;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k-NN: k-nearest neighbor; ANOVA: analysis of

variance; RFECV: recursive feature elimination

with�cross-validation.

2.2 Passive and active behavioral types in

online�learning

The ICAP framework defined four cognitive

engagement modes in online learning: passive,

active, constructive, and interactive [24]. The

passive mode typically relates to sitting through

lectures, whereas in active modes, students

absorb new material while also actually applying

it. In constructive modes, students put more effort

into learning new information by making

diagrams or asking questions. In int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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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 two or more student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by asking questions and giving each

other answers as they speak. Learning

achievement is lowest in the passive mode and

rises in the order of active, constructive, and

interactive modes [25]. In a similar vein, Pascual et

al. [10] defined ‘passive’ as any interaction that

does not contribute to other users and only

involves interactions with the system, and ‘active’

for contributions made available to other users. In

this study, we borrowed Pascual et al.’s definition

of�passive�and�active�behavioral�types.

3. Materials�and�methods

3.1 OULAD�dataset�and�description

OULAD [9]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complete international public datasets for online

learning data, including information on student

demographics and interactions with the VLE. This

dataset includes 32,593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seven course modules (from AAA to

GGG), 22 courses, and online learning behavioral

data.

3.2 Pre-processing�and�transformation

In this study, the DDD course module with the

largest sample of data among the seven course

modules was used. A total of 3,994 learners'

online learning data were used from the first 20

weeks. As shown in Table 2, seven online learning

behavioral data were used to predict at-risk

students. Labels for at-risk students were assigned

as either Success or At-Risk. Based on Pascual et

al.’s definition [10], we defined the homepage,

subpage, url, resource, and oucontent as passive

behavioral type, and the foruming and

externalquiz�as�active�behavioral�type.

Table 2. Behavioral type, online learning behavior,

and�description.

Behavior

al�type

Online

learning

Description

behavior

Passive Homepage Access the main

interface of the

learning�platform

Subpage Access the course

sub-interface

URL Access�the�URL�link

Resource Download platform

resources

Oucontent Search platform

resources

Active Foruming Participate in the

course�topic�forum

Externalquiz Complete

extracurricular�quizzes

3.3 Classification�model

The following seven classification models were

considered for this study: RF, k-NN, SVM, LR,

decision tree, multi-layer perceptron, and naive

bayes classifier. For each classification model, we

split the dataset into 80:20 for training and

testing. The goal was to predict whether a student

is Success or At-risk at week 20 using passive or

active data alone. The accuracy of prediction

performance was assessed using 10-fold

cross-validation. The pilot results for predicting

at-risk students showed that RF performed better

than the other models. Therefore, RF was used in

this�study.

4. Experimental�results

This section presents the experimental results,

including demographic information and online

learning behavior statistics. Also, results from RF

for predicting at-risk students based on active and

passive�behavioral�type�are�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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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Accuracy�comparison�of�two�behavioral�types in�predicting�student�final�success�for�the�first�20�weeks

4.1 Demographic�information�statistics

Demographic information statistics for success

and at-risk students were summarized in Table 3.

Provided demographic data includes student's

gender, age band, credits (i.e., the total number

of credits students take concurrently), and

disability statu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information between

success�and�at-risk�students.

Table�3.�Demographic�information�statistics�for

success�and�at-risk�students.

Success

(n�=�2,599)

At-risk

(n�=�1,395)

Gender Male 57.3% 64.3%

Female 42.7% 35.7%

Age

band

0-35 71.8% 77.5%

35-55 26.7% 22.1%

55<= 1.5% 0.4%

Credits Average 78.9±31.3 81.2±33.7

Disability N 91.1% 89.5%

Y 8.9% 10.5%

4.2 Online�learning�behavior�statistics

As shown in Table 4, success students showed

more interactions with all online learning

behaviors�than�at-risk�students.

Table 4. Online learning behavior statistics for

success�and�at-risk�students.

Success At-risk P

value

Passive

Homepage 243.1±273.8 107.3±181.3 <.001

Subpage 146.7±129.2 73.2±146.1 <.001

URL 25.7±42.5 13±56.5 <.001

Resource 45.9±103.3 23±28.7 <.001

Oucontent 107.5±93.6 76.4±83.8 <.001

Active

Foruming 274.9±379.6 93.5±158.9 <.001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1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1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External

quiz

8.8±12.5 4.7±8.2 <.001

4.3 Comparison of passive and active

behavioral type in predicting at-risk

students

We used RF to build predictive models of students

at risk based on each active and passive behavioral

type. Figure 1 shows the overall results. Since the

amount of data was relatively small, weeks 1-3

showed mixed results. From week 4, the passive

behavioral type appeared as a stronger predictor

than the active behavioral type, and the difference

in performance increased as the weeks passed.

The prediction performance at week 20 was as

follows: passive (accuracy: 0.78, precision: 0.79,

recall: 0.91) vs. active (accuracy: 0.75, precision:

0.77,�recall:�0.87).

5. Discussion�and�conclusion

In this study, we examined which types of active

and passive behaviors students displayed while

learning in an online environment were most

predictive of at-risk students. The Success and

At-risk group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when

just demographic information was taken into

account. When we examined the online learning

behavioral data separately, the Success group had

more interactions than the At-risk group. In terms

of predicting at-risk students, the passive

behavioral type performed better than the active

behavioral typ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mount and frequency of passive interactions

provide more information for predicting at-risk

students�than�active�interactions.

A recent study showed that students who

frequently access their online courses, particularly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are more likely

to succeed [26]. In this manner, the more

fundamental actions taken, such as logging in to

take courses, which is an example of passive

participation,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course

success. This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passive behavior, which reflects the time and

effort�students�put�into�online�classes.

In a similar vein, a recent study showed that both

online course attendance and activity time were

strongly correlated with grades from online

learning, and thus claimed to use these passive

behaviors to predict student grades [27].

Therefore, if instructors monitor students' online

course attendance through passive activities,

predict at-risk students at an early stage, and

intervene effectively in a timely manner, students

are expected to successfully complete online

learning.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First, the

frequency with which students in the

experiment's DDD module encounter the active

interaction types (e.g., externalquiz and foruming)

is limited compared to the passive type, which is

always accessible. Therefore, the data may not be

sufficient to reflec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uccess and At-risk groups. Additional insights

may be acquired if future research includes other

modules with various sorts of active interactions,

such as activities involving collaboration with

colleagues. Second, the criteria for categorizing

online interactions as passive or active were

inconsistent. Considering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criterion,

future study should undertake experiments based

on�specific�standards�and�proof.

Despite these constraints, this study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passive behavioral type to

predict at-risk students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Analysis of these passive behaviors

allows instructors a much better understanding of

students�receiving�onlin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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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실제 상담사가 가상 에이전트의 형체를 

활용해 내담자와의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는 원격 

시스템에 관해 기술한다. 본 시스템은 상담사가 

전달하는 음성 혹은 텍스트 입력 메시지로부터 가상 

에이전트의 음성, 제스처, 그리고 얼굴 표정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상담사는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채 가상 

에이전트의 형상을 빌려 내담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시스템은 상담사와의 대화를 꺼리는 

내담자와의 상담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가상 에이전트, 디지털 휴먼, 비대면 상담, 감성 대화 

인터랙션, 생체 데이터 

1. 서 론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일상에서 슬픔과 우울증을 

경험하곤 한다. 건강보험평가 심사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우울증 환자의 수는 

35.1%, 불안장애 환자의 수는 32.3% 증가하였다 [1]. 

이러한 슬픔의 감정은 무언가를 잃거나 삶의 어려움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며, 시간이 흐르면 호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슬픔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일부 사람들은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편견 [2-4], 그리고 여러 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린다 (예; 사회 낙인 

(social stigma) 효과, 자아 개방 (self-disclosure)의 

어려움 등) [5]. 이와 같은 치료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6], 정신 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1 비대면 상담 시스템 가상 에이전트의 모습 

최근 의료 산업 및 연구계에서는 심리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7, 8, 9]. 그 중에서도 가상 에이전트를 심리 

상담에 도입한 연구 사례는 가상 에이전트가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상담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6, 7, 10, 11]. 가상 에이전트 

(Virtual agent)란 사람과 유사한 그래픽의 형상을 

가지며, 가상의 공간 혹은 실제의 공간에서 실제 사람을 

대신해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존재이다 [11, 12].  

본 논문에서는 가상 에이전트를 매개체로 활용한 원격 

상담 시스템의 설계에 관해 기술한다. 본 시스템은 

상담사에게 가상 에이전트를 직접 조작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즉, 상담사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우리의 시스템이 가상 에이전트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상담사들은 평소와 

같이 내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시스템을 통해 

텍스트 입력이나 음성으로 전달하면 된다. 상담사의 

말을 전달받은 우리의 시스템은 내담자와 실제 

상담사를 대신하는 가상 에이전트 사이의 대화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상 에이전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요소 (예; 음성, 제스처, 표정 등)를 자동 

생성해 제공한다. 즉, 우리의 시스템은 가상 에이전트의 

생기 있는 움직임을 제공하기 위해 흔히 필요로 하는 

모션 캡처와 같은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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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가상 에이전트의 형상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원격 상담을 보조하기 

위해 내담자의 생체 신호를 측정 및 제공하며, 내담자의 

얼굴 특징으로부터 감정을 파악해 가상 에이전트에 

반영하는 감성 인터랙션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은 

내담자가 갖는 상담의 두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들로부터 

진솔한 답변을 끌어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2. 관련 연구 

이 절에서는 가상 에이전트를 상담에 활용한 이전 

연구와 필요 기술을 소개한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심리 상담 상황에서 내담자들이 실제 사람과 대화할 

때보다 가상 에이전트와 대화할 때, 상담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꼈음을 공통으로 시사한다 [6, 7, 10].  

DeVault et al [7] 은 가상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심리상담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인 Simsensei 

Kiosk 를 개발하였고 우울증,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ang et al [10] 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 실제 사람보다 가상 

에이전트와 대화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Lucas et al 

[6]는 자동화된 가상 에이전트를 이용해 상담 실험을 

진행하였고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였다. 자동화된 가상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 

사용자가 제어하는 가상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대화에 있어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용자들은 자동화된 가상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대화 중 인상에 대한 관리를 덜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상담 시스템은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기술이 

자주 요구된다 [6, 7]. 특히, 웹캠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얼굴 (표정) 정보를 토대로 감정상태를 인식하는 기술은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7]. 최근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전 기반 감정 인식 모델이 제안되고 있으며 Residual 

Masking Network, VGG Net, ResNet [15-17] 등의 

딥러닝 모델은 짧은 시간에 높은 정확도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 기반 감정 인식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18-20].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Stratou & Morency [18]의 연구에서는 

비전 기반의 MultiSense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감정 및 

심리 정보를 활용하여 가상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대답이 가능하게 한다. 

3. 본문 

본 시스템은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상호작용 가능한 가상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는 원격 상담 보조를 위해 내담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셋째는 상담 과정 중 내담자의 감정에 

대응하는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것이며, 마지막은 원격 

상담을 지원하는 웹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3.1 가상 에이전트 구현 

Rapport (라포; 친밀함)란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편안함과 신뢰 관계 형성의 기본이 되는 친밀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상담 과정에서 신뢰감을 쌓는 것은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6, 7]. 본 

시스템은 내담자와 실제 상담사를 대변하는 가상 

에이전트 사이의 Rapport 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하여 

가상 에이전트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2 다양한 가상 에이전트의 모습과 상담 화면 배경 

먼저, 실제 상담사가 내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상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림 2 와 같이 다양한 

가상 에이전트의 형체 (Embodiment)를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사는 내담자의 연령대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타입의 개인화 된 

가상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가상 에이전트의 3D 모델은 다양한 감정적 

표현 (예; 기쁨, 화남, 슬픔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얼굴 

메시 조절이 가능한 블렌드쉐이프를 보유하고 

인터랙션에 사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립싱크(lip-sync; 입 모양)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음소 단위 분석 기반의 립싱크 합성 기술인 SALSA 

API 를 적용하였다. 립싱크 및 목소리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CLOVA 의 Text-to-Speech API 를 

활용하여 상담사로부터 전달받은 음성이나 입력 받은 

텍스트로부터 가상 에이전트의 목소리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그 다음, SALSA 기술을 활용해 음성 목소리 

파일에서 음소를 추출한 뒤 각 음소에 대응하는 립싱크 

애니메이션을 생성해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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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에이전트는 다양한 대사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스템은 대화 중 

자연스러운 대화 손동작 제스처 생성을 위해 공동 음성 

제스처(Co-speech gesture) 생성 기술을 적용하였다 

[21]. 해당 기술은 가상 아바타가 대화 내용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제스쳐를 표현할 수 있도록 대량의 

비디오로부터 포즈 추정과 대사를 검출하여 학습을 

통해 내용에 적절한 제스처를 생성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 내담자의 감정에 대응하는 가상 에이전트의 얼굴 표정 

3.2 생체 데이터 측정 

본 시스템은 내담자의 건강 상태를 상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제공한다. 

우리는 Garmin 회사의 vívoactive® 4s 스마트워치를 

측정 기기로 사용하며, 생체 데이터와 하루 단위 기록을 

기록한다. 표 1 은 시스템에서 측정되는 생체 신호를 

보여준다. 그림 4 는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워치용 

애플리케이션인 Watch APP 이며, 이를 통해 내담자의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 

상담사의 화면에 수치와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한다 

(그림 5 참조). 따라서, 상담사는 생체 신호 데이터를 

원격 상담 중에 내담자의 상태 또는 활동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획득되는 생체 신호의 측정 기준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심박수와 호흡수는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측정되며, 평균 안정 시 심박수는 일주일 동안의 평균 

안정 시 심박수로, 내담자의 평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산소포화도는 비주기적으로 측정되며, 상담사는 

마지막 측정값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체 신호 

데이터 중에서 심박과 호흡은 거짓말 탐지기에 

사용된다 [22]. 따라서, 심박과 호흡의 변화를 기록하여 

상담하는 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담자의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상담사가 내담자의 심박수와 호흡수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담사의 화면에 실시간 

그래프로 제공한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측정된 

심박수의 변화를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내담자 

심박수의 최소, 최대, 그리고 평균을 계산해 제공한다. 

이 외의 걸음 수, 스트레스 수준, 보디 배터리 수준, 

그리고 심박 변이의 시간 영역 분석 결과는 내담자의 

건강 상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생체 신호 

데이터이다. 걸음 수는 하루 동안의 누적된 걸음 수로 

내담자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며, 스트레스 수준과 보디 배터리 수준을 통해 

내담자의 평소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1. 측정하는 생체 신호 데이터 목록 

생체 신호 데이터 단위 측정값 

심박수 bpm 실시간 값, 평균값, 

최솟값, 최댓값 

평균 

안정 시 심박수 

bpm 평균값  

(7 일 안정 시 심박수) 

산소포화도 % 마지막 측정값 

호흡수 brpm 실시간 값  

(분당 호흡수) 

걸음 수 steps 자정 이후의 누적값 

스트레스 수준  마지막 측정값 

보디 배터리 수준  마지막 측정값 

심박 변이의 

시간 영역 분석 

ms, % 5 분단위 마지막 측정값  

(RMSSD,SDRR, 

pNN20, pNN50) 

 

 

그림 4 내담자의 생체 신호를 수집하기 위한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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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담사가 관찰하는 내담자의 모습과 수집된 데이터 

3.3 내담자 감정 분석 

우리의 시스템은 내담자를 비추는 웹캠 영상을 

분석하여 현재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기능을 갖추었다 (그림 7 참조). 먼저, 내담자의 실시간 

웹캠 촬영 영상에서 68 개의 얼굴 랜드마크 (Facial 

landmarks)를 추출한다. 얼굴 특징점 추출 모듈인 

Dlib 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23]. 우리는 랜드마크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내담자의 감정을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Gaze attention 

 Smile level 

 Eye blink rate 

 Eye open level 

 Mouth open level 

첫째로 Gaze attention 기능은 내담자의 시선 방향을 

분석하여 상담에 집중하는 정도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내담자가 카메라 방향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값은 

100 이며, 머리가 임계 값 이상의 각도로 회전되어 다른 

곳을 바라볼 때 값이 0 으로 계산된다. 둘째, Smile 

level 은 얼굴 랜드마크 분석을 통해 웃고 있는 정도를 

추출해낼 수 있다. 내담자의 얼굴 너비에 대한 입 길이의 

비율로 계산되었으며, 0 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 된다. 임계 값 이상으로 웃을 때는 100, 웃지 

않을 때 0 으로 계산된다 (그림 6, 수식 1. (1) 참조). 

셋째, Eye blink rate 는 내담자의 분당 눈 깜빡임 

빈도수를 측정한 값이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눈 깜빡임 

빈도를 참고해 내담자의 불안도나 심리 상태를 

유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4]. 네번째 기능인 

Eye open level 은 내담자가 눈을 뜨고 있는 정도를 

숫자로 환산하였다. 내담자가 눈을 특정 임계 값 

이상으로 뜨고 있을 때는 100, 감고 있을 때 0 으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Mouth open level 은 내담자의 

입이 벌어진 정도를 측정한 척도이며 0~100 사이의 

정수로 나타난다(그림 6, 수식 1. (2) 참조). 해당 5 가지 

값을 참고하여 상담사는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원격지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식 1 얼굴 표정 분석 알고리즘 

 

그림 6 내담자 표정 분석을 위한 얼굴 및 입 주변 랜드마크  

우리는 앞선 얼굴 랜드마크 분석을 통한 심리상태 분석 

보조장치 기능과 더불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s)을 학습시켜서 명시적인 감정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하여 

컴퓨터 비전 감정 인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FER-2013 [25]을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 세트는 

48x48 사이즈의 3,589 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이며 7 가지 감정 (예; 화남, 역겨움, 공포, 행복, 

놀람, 그리고 중립)으로 분류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내담자의 감정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감정 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추가로 

내담자의 감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분당 최다 빈도 감정 정보를 제공한다. 

내담자의 감정 분석을 위한 기능은 파이썬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원격 상담 시스템은 유니티 엔진으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모듈은 소켓 통신을 활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었다. 

3.4 원격 상담 프로세스 

본 시스템은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실시간 원격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웹 기반의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먼저, 상담사의 화면에는 그림 5 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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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의 실시간 웹캠 화면, 대화 내용, 건강 정보,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가 고객에게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음성으로 혹은 텍스트 입력으로 

전달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시스템은 가상 

에이전트의 대화적 행동을 자동 생성하며, 내담자에게 

대화 상호 작용을 제공한다. 

내담자의 화면에는 그림 1 과 같이 상담사를 대신하는 

가상 에이전트가 등장하며 대화할 수 있다. 상담사의 

메시지를 가상 에이전트의 음성을 통해 전달받으며, 

음성 내용은 그림 1 과 같이 우측에 기록된다. 또한, 

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 혹은 

웹캠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상담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을 통한 원격 상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상담사가 비대면 상담방을 생성하고 

해당 상담방 코드를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내담자는 

내담자 화면에서 상담방 코드를 입력하여 해당 방으로 

접속한다. 상담사와 내담자가 비대면 상담방에 접속을 

완료하면, 채팅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내담자 

화면에서는 상담사의 말이 가상 에이전트를 통해 

제스처와 목소리로 전달되며, 그림 1 의 우측에 

기록되는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웹캠 연결을 요청하여 내담자와 화상 

상담을 진행하거나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 연결을 통해 내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 에이전트의 형체를 활용하여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효과적인 원격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당 기술을 통해 상담사는 

상담에 참고할 수 있는 생체, 심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담자에게 가상 아바타 형태로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해당 

기술은 모든 원격 상담이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나이가 어린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인 장치로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우리는 해당 기술을 실제 상담 현장에 적용하여 

상담사와 내담자의 사용자 경험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체 신호와 감정 분석 알고리즘을 강화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캐릭터 행동을 생성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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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r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which adds 

narrative persuasion to simple causal 

interpretation, is an explainable AI technique 

that helps patients understand their health data 

(e.g., MRI results). Narrative AI is expected to 

improve causability for health data and thereby 

induce meaningful behavioral change. However, 

research on which type of narrative AI (i.e., 

counterfactual or prefactual) better improves 

causability for complex health data is still elusive. 

This study created two different types of 

narrative AI for MRI reports (i.e.,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and compared their impact on 

causability with 20 participants. System 

causability scale results showed that both 

narrative AI provided a high level of causability. 

Semi-structured interview results showed that 

the two narrative AIs improve causability by 

different mechanisms. While counterfactual 

made participants focus on self-reflection, 

prefactual made participants seek self-

improvement to prepare for the future. Our 

findings showed that the two types of narrative 

AI (i.e.,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improve 

causability by different mechanisms. By 

understanding these different underlying 

mechanisms, we expect to be able to design and 

deliver more personalized narrative AI to users. 

Keyword 

Narrative AI; Counterfactual; Prefactual; 

Causability; Health data. 

1. Introduction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is an 

important health data that can be used to detect 

Alzheimer’s disease (AD) through structural 

analysis of the brain, such as the quantification 

of brain atrophy [1]. Neurologists interpret these 

MRI results for patients, but it is difficult for the 

patients to fully understand the results because 

the information is usually communicated in 

technical terms over a short period of time [2]. 

Most patients do not have medical knowledge 

of brain structures, so it is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MRI results on their own [3].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 

techniques, which provide interpretable 

explanations for complex results, can help 

patients understand MRI results at any time 

without the need for specialized knowledge [4]. 

In this context, the demand for XAI research for 

health data is increasing [5].  

Recent XAI techniques can provide patients with 

interpretations of MRI results in various ways. 

For example, IBM Watson OpenScale is an AI 

platform that helps users understand MRI results 

by exploring brain volume and demographic 

information [6]. A class activation map helps 

users visually identify structural abnormalities in 

the brain through heatmaps [7]. Although these 

XAI techniques can provide some degree of 

interpretation, they are limited to explaining 

‘causality’ (i.e., a simple causal interpretation) [8]. 

This simple causal interpretation is not enough 

to lead to meaningful changes in user behavior. 

To genuinely change user behavior, Holzinger 

and colleagues emphasized the need for 

‘causability,’ a causal interpretation with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satisfaction in a 

specified context of use [9]. How to improve 

causability for complex health data such as MRI 

results is still an open questio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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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studies [10, 11], it is expected that 

‘narrative AI,’ which adds narrative persuasion to 

causal interpretation, can be used as a new XAI 

technique to improve causability. Narrative AI 

can increase causability by allowing users to 

meaningfully interpret complex results and play 

a central role in decision-making with AI [12]. As 

research has progressed, two types of narrative 

AI have emerged [13]. First, ‘counterfactual,’ 

which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st, 

is useful for making users look back and reflect 

on themselves [13]. In contrast, ‘prefactual,’ 

which places more importanc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future, is more suitable for 

inducing users to take actions that prevent 

negative consequences in the future [14]. It is 

unclear which narrative AI is more suitable for 

improving patients’ causability for health data.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impact of two 

different types of narrative AI (i.e., 

counterfactual vs. prefactual) on causability for 

health data (i.e., MRI results). To this end, 

Section 2 introduces narrative AI and its impact 

on causability. Section 3 describes the 

experimental procedure using narrative AI. 

Section 4 shows the impact of narrative AI on 

patients’ causability on MRI results. Finally, 

Section 5 presents how narrative AI can be used 

to improve patients’ causability for health data. 

2. Two types of narrative AI: Counterfactual

vs. Prefactual

Wadsley and Ryan [15] described 'narrative AI' 

as a novel XAI technique that can explain to 

users the meaning of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inputs and outputs. Dai and colleagues 

[13] suggested two types of narrative AI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narrative

persuasion styles (i.e., counterfactual vs.

prefactual). As shown in Figure 1,

‘counterfactual’ narrative AI explains how the

present output would be different if the past

inputs had been different [13]. Self-reflection of

past behaviors in Alzheimer's disease patients is

an example of counterfactual: "If I had worked

hard on cognitive enhancement activities in the 

past, I wouldn’t have Alzheimer’s now." [16] In 

contrast, ‘prefactual’ narrative AI simulates a 

change of possible future outputs based on the 

present input [17]. Prefactual like "Exercise every 

day, like now, and your cognitive function will 

improve in the future." can be used to persuade 

people to change their behavior [18, 19]. Even 

though both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are 

useful XAI techniques for jus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 model's inputs and 

outputs, it is not clear which one will be more 

helpful for improving user causability [10]. 

Figure 1 Two types of narrative AI. (A) Counterfactual 

describes how the present output would have been 

different if the past inputs were different. (B) 

Prefactual describes how future outputs can be 

realiz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resent input. 

In medicine, ‘causability’ refers to the 

explanatory power of inducing meaningful 

behavioral changes in patients [9]. Causability 

through XAI can increase the reliability of AI 

analysis results for medical images [20]. High 

causability helps patients to clearly understand 

their situation and context and make proactive 

decisions based on this [21]. As a result, XAI can 

support patients in taking a leading role in their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e.g., taking 

medicine, receiving treatment, or changing 

behaviors) [12].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improve 

causability by different mechanisms. 

Counterfactual makes people compare reality 

(i.e., the present situation due to past inputs) 

with  conjecture (i.e., assumptions about the 

present situation that can occur when past 

inputs change) [13]. By comparing reality and 

conjecture, people can reflect on past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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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inputs) that led to their present situation 

and prevent these past actions from repeating 

themselves [24]. In contrast, prefactual improves 

causability by providing conjectures (i.e., 

predictions of possible outcomes in the future 

based on the present input) [13]. By comparing 

different conjectures, people can recognize the 

different futures that lie ahead and decide their 

actions more proactively and confidently [23]. 

Cognitive psychology research shows that both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lead to behavioral 

changes through emotional changes: 

counterfactual makes one feel guilty in the self-

reflection process; prefactual motivates self-

improvement by presenting various possibilities 

in the future [18, 25]. 

Although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of 

both types of narrative AI, it is still unclear which 

one i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causability. 

Gilbar and Hevroni studied the effects of 

counterfactual in cancer patients, but did not 

compare their effects to prefactual [16]. 

Bertolotti and his colleagues demonstrated that 

prefactual can be used to change the behavior 

of people, but they didn't compare the effects 

to counterfactual [18]. Dai and colleagues 

looked at how confident people were in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when making 

decisions; however, this study didn’t examine 

their impact on causability [13]. To our 

knowledge, there have been no studies 

comparing the effects of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in terms of patients' causability for 

health data so far.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mpared which of the two types of narrative AI 

(i.e., counterfactual vs. prefactual) better 

improved patient causability for MRI results. 

 

3. Materials and methods 

3.1 Participants  

We recruited 20 participants from the university 

community (average age is 22.45±1.47 years; 

50% female). Participants did not need to have 

expertise in AI, MRI, or the brain to participate in 

the experiment. Nine participants were familiar 

with AI. Six participants had taken an MRI and 

seen doctors about it. The study was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performed according to the tenets of the 

Declaration of Helsinki (HYUH-2021-08-020-

004).  

3.2 Two types of narrative AI for MRI report 

As shown in Figure 2, we created two types of 

MRI reports (i.e.,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MRI reports we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AI 

analysis part and the narrative persuasion part. 

In the AI analysis part, the participants’ scores for 

the hippocampus, ventricle, frontal lobe, 

entorhinal cortex, and memory function were 

equally displayed in the two types of reports as a 

radar chart. And we summed up the radar chart 

in one sentence: "Even though the size of the 

hippocampus and entorhinal cortex has shrunk, 

it seems to be keeping cognitive functions 

normal because it has a good memor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itle and 

explanation of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in 

the narrative persuasion part. In the 

counterfactual MRI report, we named the title 

"The impact of past inputs on present 

outcomes" and used "If you did something, you 

would do something." as the conditional 

proposition. While, in the prefactual MRI report, 

we named the title "The impact of present 

inputs on future outcomes" and used "If you do 

something, you will do something." as the 

conditional pro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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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Two types of MRI report: (A) Counterfactual; 

(B) Prefactual. 

3.3 System causability scale 

System causability scale (SCS) is a questionnaire 

that assesses causability quality on a 5-point 

Likert scale, ranging from strongly disagree (1) 

to strongly agree (5) [27]. As shown in Table 1, 

we used seven questions to rate the 

improvement of causability for MRI reports 

through the narrative AI’s explanation. 

Table 1. System causability scale (SCS) questionnaire, 

adapted from [27]. 

 Questions 

1 I understood the MRI report within the 

context of my health. 

2 I did not need support to understand the 

MRI report. 

3 I found the MRI report helped me 

understand the causality. 

4 I did not find inconsistencies in the MRI 

report. 

5 I was able to use the MRI report with my 

knowledge base. 

6 I think that most people would learn to 

understand the MRI report very quickly. 

7 I did not need more references in the MRI 

report: e.g., medical guidelines and 

regulations. 

3.4 Experimental procedure 

We conducted experiments using a video 

conferencing platform (i.e., Zoom). Written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after fully 

explaining the experiment to the participants. To 

evaluate the improvement of causability through 

narrative AI on MRI reports,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ad the following hypothetical 

scenario: "Recently, you often forget what you 

had to do or did. So you had a brain MRI and a 

working memory test at the hospital. The AI 

analysis report for brain MRI has arrived and you 

are about to read it before seeing a doctor."  

After reading the scenario,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one of the two typ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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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AI on MRI reports (i.e., counterfactual 

or prefactual). Participants could read the MRI 

report until they fully understood it. After 

reading an MRI report, participants rated SCS 

questionnaire (see Table 1). After the 

questionnaire, we conducte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as follows: “What do 

you think of the MRI report provided by 

narrative AI? What was the difficulty level of the 

MRI report? What did you think after reading 

the narrative persuasion part?” [26] The average 

duration of reading the MRI report was 1.58 ± 

0.60 minutes and the average duration of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6.44 ± 1.76 

minutes. Participants could stop the experiment 

at any time they wanted, but no one stopped 

the experiment. 

3.5 Data analysis 

We used SPSS 27 to analyze the data. First, a χ
2
-

test and a Mann-Whitney U test were used to 

examine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bas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e., gender and age) who used each narrative 

AI. Second, a Mann-Whitney U test was used to 

compare SCS results between the two types of 

narrative AI (i.e.,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Lastly,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view results, 

we explored how underlying mechanisms such 

as self-reflection and self-improvement occur in 

the two types of narrative AI. 

 

4. Results 

4.1 Bas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χ
2
-tes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between participants 

groups (χ
2
(1) = 0.000, p = 1.000). A Mann-

Whitney U test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age between groups who 

read the counterfactual report and those who 

read the prefactual report (p = 0.559). 

4.2 System causability scale results 

SCS results between the two types of narrative 

AI (i.e.,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were 

compared using a Mann-Whitney U test. As 

shown in Table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S results between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Although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narrative AI, both provided a high level of 

causability. 

Table 2. System causability scale results from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Counterfactual Prefactual p value 

1 4.30±0.68 4.10±0.74 0.534 

2 3.80±1.23 3.90±0.99 0.937 

3 3.90±1.10 4.10±0.99 0.684 

4 4.20±0.79 3.60±1.51 0.475 

5 4.30±0.95 4.20±0.79 0.622 

6 3.70±1.06 4.00±0.94 0.477 

7 4.20±1.14 3.60±1.51 0.330 

4.3 Interview results 

For analysis, each interview was audio recorded 

and transcribed. We summarized the interview 

results into two parts: 1) common perceptions 

of narrative AI and 2) different mechanisms in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Each quote 

outlines whether the response came from a 

participant who read the counterfactual report 

(“C”) or the prefactual report (“P”).  

4.3.1 Common perceptions of narrative 

AI 

There was a common perception of both types 

of narrative AI. First, both narrative AI made it 

easy for participants to understand complex 

health data by putting it in the context of their 

health. Participants said it was not difficult to 

interpret and understand the MRI report with 

background knowledge: “I thought it could be 

difficult because there were many medical terms, 

but it was easy to read because of the narrative 

persuasion part (C8 and P2).” Second, both 

narrative AI improved the quality of causability. 

Most participants (16 out of 20) said that they 

could understand causality between the 

symptoms they experienced and the MRI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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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gard, C9 and P5 replied that “The MRI 

report was well organized so that it was easy to 

understand, so I thought it was connected from 

cause to effect.” Third, both narrative AIs made 

participants feel emotionally relaxed and gave 

them the idea that they could play a leading role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ir treatment. C5 

responded that “I usually feel worried until the 

diagnosis results come out, but I think the 

advantage of the narrative AI is to resolve this 

anxiety quickly.” and C10 said that “Knowing my 

overall condition through narrative AI and 

having seen a doctor, I think I can more easily 

understand the doctor’s diagnosis than before.” 

In sum, both types of narrative AI showed that 

they improved causability by providing complex 

health data easily and by allowing participants to 

play a central role in medical treatment. 

4.3.2 Different mechanisms in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Depending on the type of narrative AI, 

participants focused on different parts of the 

information. Many participants in the 

counterfactual group (seven out of 10) asked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AI analysis part 

(i.e., how to interpret the radar chart and the 

process by which the past results are analyzed). 

C1 said, “It would be nice if an explanation of 

the role or effect of each area was added to the 

chart.” On the other hand, most participants in 

the prefactual group (nine out of 10) demanded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narrative 

persuasion part (i.e., what specific actions 

should be taken to change the future). P5 said, 

"It would be more satisfying if there were more 

information that could help understand the 

advice more clearly, such as a site or videos.”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 information that 

the counterfactual group and the prefactual 

group consider important in information 

processing is different. 

Depending on what information participants 

focused on, mechanisms for behavioral change 

also differed. Participants in the counterfactual 

group (four out of 10) responded that they 

regretted their past actions and reflected on why 

these results came out. Then they said they 

would change their past behavior with the MRI 

report. C8 responded, “I got this result because I 

have lived in this pattern, so I need to look back 

on myself.” Whereas, most participants in the 

prefactual group (nine out of 10) replied that 

the past was already gone, so they thought 

about how to manage their health in the future, 

and they were motivated to change their 

behavior for a better future. P9 said that "I 

should change it from now on because I need to 

manage it well from now on to improve future 

results." In sum, while the counterfactual group 

reached behavior change through self-reflection, 

the prefactual group reached behavior change 

for self-improvement. 

 

5.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mpact of two 

different types of narrative AI (i.e.,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on causability for 

health data. SCS results showed that the two 

types of narrative AI provide similarly high levels 

of causability. The interview results showed that 

both types of narrative AI elicited behavioral 

changes in participants, but differed in the 

underlying mechanisms. Specifically, 

counterfactual made participants focus on the 

past, whereas prefactual made participants 

focus on the future. 
Depending on whether participants focused on 

information from the past or the future, the 

mechanism of behavioral change was different. 

According to interviews, participants in the 

counterfactual group developed a flow of 

thoughts based on self-reflection. They tried to 

find the cause of the current results in their past 

behavior. For example, participants in the 

counterfactual group requested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how to interpret radar charts 

in the AI analysis part or what role each area of 

the brain is related to. Meanwhile, participants 

in the prefactual group pursued self-

improvement for a better future. They asked 

what actions could change their future. For 

example, the prefactual group asked f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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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bout what actions can be done to 

improve memory, or about what balanced 

eating habits are, specifically in the narrative 

persuasion part. This show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AI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narrative AI.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First, 

although a hypothetical scenario was provided 

so that participants could be immersed in the 

MRI report, the degree of immers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 In future studies, utilizing MRI 

reports based on participants’ actual health data 

will help to increase the validity of study findings. 

Second, since both MRI reports adopted the 

form of ‘if A, then B’ as the same form of a 

conditional proposition, participants may have 

perceived both types of MRI reports similarly.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generate 

narrative AI based on various types of 

conditional propositions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y and study in detail how 

participants perceive each conditional 

proposition differently. 
Despite the aforementioned limitations, this 

study showed that counterfactual and prefactual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causability for 

complex health data. Furthermore, we showed 

that counterfactual participants base their 

thinking on self-reflection and prefactual 

participants focus their thinking on self-

improvement. Both narrative AIs can be used by 

AI designers to design human-AI interactions for 

behavio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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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SNS가 발전되면서 Z세대의 4명 가운데 1명은 
SNS 를 평일에 3 시간 이상 이용하는 SNS 헤비 
유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SNS 상에서 청소년들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며,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도 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패션을 통한 사회적 소속감이 

있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 패션은 어떠한 집단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져오는 것을 결정을 한다. 때문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의 선택으로 양방향적인 SNS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 에 목적이 있다.  

주제어 

Belongingness(소속감), Fashion item(패션 아이템),  
Social design(사회적 디자인), Augmented 

Reality(증강현실), Virtual Reality(가상현실), 

Metaverse(메타버스), Gamification(게이미피케이션)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온라인 관계에 매우 개방적이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는 가장 
크게 느낀다[1]. 결국 청소년들은 온라인 기반의 

가볍고 느슨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타인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동일한 패션을 선택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느끼며 같은 패션을 
공유함으로서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유대감을 생성한다(Fig. 1).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소속감을 패션을 통해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SNS 상에서의 패션 아이템 공유를 통한 
청소년의 정체성과 소속감 증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청소년의 소속감 증진과 긍정적인 
SNS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양방향적인 SNS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림 1 Z 세대의 온라인 관계의 사회적 욕구 / 맹하경, 
「"짝꿍이 없어요" "쟤 우리 반이었어요?"… 친구를 잃어가는 

10대들」, 한국일보, 2021.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SNS의 출현은 이미 막을 
수 없으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소속감 증진과 긍정적인 SNS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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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SNS 자아 정체성 및 
청소년의 소속감의 이론적 배경 수집을 진행하고 
SNS의 순기능과 청소년의 SNS 활용 사례를 수집한다. 

또한 청소년의 패션 소속감에 관한 이론적 확립을 
진행하고, 패션 소품을 활용한 소속감 증진을 적용한 
SNS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프로토타입의 제작은 

유니티 3D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얼굴인식과 
가상공간을 구현하여 패션 아이템을 공유하여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SNS 디자인 제언을 

한다.  

 

2. SNS의  

2.1 SNS의 자아 정체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등장 이후에, SNS 가 발달하게 

되면서 각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단일한 자아를 
넘어서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복합적인 자기표현이 
가능하며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SNS를 통해 솔직하고 

다양하게 드러내는 표현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아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자기 인식은, 사적인 자기 인식과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스스로를 인식하는데, 이러한 

자기 인식은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생성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2]. 특히 SNS 를 사회적 

참여의 방법으로 이용할 때에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SNS 를 

이용하기도 한다[3]. 

 

2.2 청소년과 패션 

패션은 개인 본인을 타인에게 인식시킨다. 이러한 

패션을 통해서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 시킨다. 패션을 통해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개인이 속한 특정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갖는다. 특히 집단의 소속감을 중시하는 

청소년의 패션은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4,5].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감상적이기 

때문에 의복에 따른 심리적인 동요가 심해지고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커지는 시기가 된다. 때문에, 

심리적 갈등의 복합적인 양상이 의복과 관련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의복에 

대한 태도 중 에서도 의복 동조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특정 집단의 규범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과, 
두 번째 의미로는 의복에 대한 태도 및 복식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두 번째 의미인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동일시적 동조는 청소년의 심리적 동조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청소년은 패션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 
시키는데, 패션을 통해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특정 집단에서의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결국 청소년집단의 경우, 패션의 선택은 어떠한 
집단으로의 소속감을 가져오는가를 결정하며, 특정 

집단에서 공유되는 패션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유대감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4,5]. 

 

2.3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2011 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열린 Gamification 

Submit 에서 언급된 이후에 게임업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사전적 정의로는 
게임이 아닌 업계 및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적인 사고와 과정을 적용하는 것이다[6]. 
게이미피케이션은 놀이라는 심리를 이용하여서 
사용자의 흥미와 재미를 유도하고 몰입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다는 것은 게임적인 사고를 토대로, 사용자가 
수행해야하는 임무가 있고, 이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성취, 몰입, 참여가 이루어 

지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2.4 양방향 게임성 SNS 

게임성 SNS 의 가장 큰 특징은 SNS 를 통해서 
SNS 사용자와 SNS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에 

있다[7]. 게임성을 띄는 SNS 의 상호작용 요소로서는 
플레이어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경쟁의 성격을 띄는 
‘점수경쟁’, 게임속의 플레이어가 자신이 가진 가상공간 

내의 자원을 게임 속 SNS 상의 친구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자원전달’, 게임 속 친구가 진행 중에 있는 
과제에 대해 조작을 통해 그 친구에게 이로운 효과를 

제공하는 ‘도움주기’, 그리고 방명록이나 편지, 댓글 등, 
친구가 볼 수 있는 곳에 메시지를 남기는 ‘문자 남기기’, 

마지막으로 친구 혹은 다른 게임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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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 친구가 만들어둔 방 등, 
게임상에 업로드된 친구의 데이터에 접근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 방 방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7]. 
이러한 요소를 적용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은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간의 상호연결성 욕구를 촉진시키며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인 연결로 SNS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효과가 있다. 

 

3. XR SNS의 디자인 

3.1 XR SNS의 목적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디자인인 XS SNS 는 
기존의 SNS 의 컨텐츠 소비가 주 목적인 단방향 
SNS 와는 다르게 청소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양방향적인 SNS 콘텐츠이다. 보다 
높은 사용자의 개입을 이끌어 내고, 청소년들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동일한 패션 아이템의 착용이라는 컨셉을 적용하였다. 

 

3.2 XR SNS의 구현 기획 

XS SNS 에서는 증강현실기반의 페이스 트래킹을 
기술을 활용하여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사용자 
자신의 얼굴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의 얼굴 위로 

떠오르는 증강된 패션 아이템을 적용한 ‘룩’을 확인하여 
몰입감을 강화하고 패션 아이템과 사용자의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가상의 공간에서 활동 하는 

아바타를 선택 할 때에는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자유도를 높이며, 사용자를 
투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가상공간의 

구현은 사용자가 선택한 패션 아이템과 매칭 되는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여 각 패션 아이템별로 각각의 
고유한 가상공간을 갖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가상공간에서 사용자와 같은 ‘룩’을 착용한 사람은 같은 
그룹의 일원이며 함께 ‘룩’을 착용한다. 이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룩’은 같은 공간에 있는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동질감 및 소속감을 위한 것으로 
현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개개인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커스터마이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탐색이나 대화를 통한 미션을 수행하여 
보다 높은 소속감을 갖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게이미피케이션 이론을 적용하여 미션과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이때의 미션은 그룹으로 반드시 진행해야 
스토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룹은 미리 정할 

수도 있으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랜덤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XR SNS 에서는 사용자가 

친구들과 함께 하는다는 동질감과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채팅 기능을 기획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친구들과 채팅을 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 SNS 공유 기능을 제공하여 페이스 
트래킹의 룩 선택이나 자신의 아바타가 존재하고 있는 

가상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3.3 XR SNS의 프로세스 및 시나리오 

XS SNS의 개발 프로세스 및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사용자는 자신의 얼굴에 생성된 패션 아이템이 
적용된 ‘룩’을 선택하고 이를 온라인 친구를 초대 및 

공유할 수 있다. 2)초대를 받은 친구는 1차 사용자가 
생성한 아이템을 함께 체험을 한다. 3)선택한 ‘룩’을 
토대로 아바타로 생성한다. 4)함께 선택한 ‘룩’은 

친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바타의 헤어 피부 등 
외형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5)가상의 공간에서 
각자 생성한 아바타로 만나서 미션을 수행한다. 

6)가상공간에서 사용자는 채팅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7)사용자는 스크린샷이나 화면 기록으로 

외부 SNS로 재 공유가 가능하다(표 1). 

 

표 1. 기술표현과 시나리오 

 기술표현 시나리오 

1 AR Face Tracking 패션 아이템 선택 

2 Invitation 친구 초대 

3 Customizing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4 VR Metaverse 아이템별 가상공간 이동 

5 Quest 시나리오별 미션 수행 

6 Chatting 사용자간 채팅 

7 SNS share 외부 SNS 공유 

 

4. XR SNS의 개발 

4.1 패션 아이템의 선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XR SNS 에는 다섯 가지의 

‘룩’이 있다. 이는 각각의 고유한 패션 아이템을 적용한 
것이며, 사용자의 얼굴 위에 직접적으로 증강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패션아이템을 적용한 ‘룩’을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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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얼굴위로 증강되는 부분은 페이스 
트래킹 기반으로 사용자의 얼굴 위에 직접적으로 

아이템이 증강되며, 아이템이 증강된 상태에서 다른 
아이템으로도 직접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페이스트래킹과 룩의 구현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작동되도록 개발하였으며 개발 툴은 유니티 3D와 AR 
Foundation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Fig. 2). 사용자는 
자신을 투영한 캐릭터를 선택하여 가상공간을 

자유롭게 탐색 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룹을 지어 같은 ‘룩’을 착용하고 모임을 
갖을 수 있다. 앞서 페이스 트래킹을 통해 ‘룩’을 선택한 

후에 가상공간에서 활동할 본인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여 높은 몰입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캐릭터는 여성과 남성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피부색과 기본 옷차림. 헤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페이스 트래킹 기반의 ‘룩’ 선택 

 

4.2 캐릭터 ‘룩’ 선택과 가상공간 

XR SNS 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패션 아이템과 
가상의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직접 선택한 룩에 맞추어 특정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상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Table 2). 각각의 
가상공간은 고유한 시나리오와 미션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는 가상공간에서 그룹을 지어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같은 룩을 한 사용자들이 동일한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하고 게임성 SNS 요소를 적용한 소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상호연결성 욕구를 

촉진시키며 함께 룩을 맞추는 경험과 같은 공간에 같은 

미션을 수행 하면서 서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룩 가상공간 시나리오 

인디언 사막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인증샷을 찍자 

사슴 초원 숲을 탐험해서 포토존을 찾아보자 

농부 밭 토마토 밭에서 황금 토마토를 찾아보자 

학사모 서버룸 다운된 서버를 찾아 친구와 함께 고쳐보자 

경찰 도시 수상한 도둑을 찾아 체포를 하자 

 

4.3 가상공간의 구현 

각각의 가상공간의 구현은 유니티 3D 로 구현하였고, 

사용자는 조이스틱을 활용하여서 캐릭터를 제어하여 
자유롭게 가상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Fig 

3). 

 

 

그림 3가상공간의 구현 

 

또한 사용자는 가상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그룹의 
친구들과 채팅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동질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Fig 4). 구현 및 

디자인한 가상공간은 SNS 의 특성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게임성 SNS 의 요소인 ‘자원전달’, 

‘도움주기’, ’문자 남기기’ 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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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상공간내의 채팅 

 

5.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패션아이템 공유를 통한 
청소년의 정체성과 소속감 증진을 위한 SNS 앱 
디자인은 기존의 단방향적인 콘텐츠의 소비가 주 

목적이였던 SNS 에 비해, 청소년들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양방향적인 콘텐츠이다. 
보다 적극적인 사용자의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션 

수행, 채팅 등 게임성이 두드러지는 기획을 하였다. 
또한 친구들과의 동질감을 얻기 위해서 같은 룩을 입고, 
미션을 수행한다는 컨셉을 적용하였다. 청소년들이 

앱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얼굴에서 증강되는 패션 
아이템을 선택하고, 자신을 투영하는 캐릭터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하나의 ‘룩’을 공통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동일한 패션을 착용하는 것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며 또한, 가상의 

공간에서 동일한 패션 아이템을 착용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게이미피케이션 이론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보다 높은 몰입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상공간 내에서 함께 활동하며 미션을 
수행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앱의 목적이 청소년의 정체성과 

소속감 증진을 위한 것에 반해 실제적인 연구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없어 연구 

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실증적인 연구실험을 
통해 검증이 필요하다. XR SNS는 자아 정체성 확립과 

또래 집단과 소통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욕구를 
존중하고자 기획되었으며 XR SNS 의 활용으로 
청소년의 안전하고 긍정적인 소통 공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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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대화 시스템은 사람과 기계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주로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시퀀스-투-시퀀스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한다. 

이러한 답변을 생성할 때 일반상식을 반영하게 되면 

흥미로운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 학습된 Korean Bidirectional and 

Auto-Regressive Transformers (KoBART) 모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학습된 

Korean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KoBERT) 모델을 사용하여, 해당 

질의에 가장 관련 있는 일반상식을 선택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일반상식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질의와 가장 

관련된 일반상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안한 모델을 다양한 모델과 비교한 결과, 

제안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질의에 대해 

각 모델 별로 답변을 생성하여 그 성능을 비교 분석 

하였고, 가장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제어 

KoBERT, KoBART, 일반상식, 대화생성모델 

 

1. 서 론 

대화 시스템은 사람과 기계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대화 시스템은 보통 자연어 이해 

모듈(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LU), 대화 

관리 모듈(Dialogue Manager, DM), 자연어 생성 

모듈(Natural Language Generation, NLG)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어 이해 모듈은 사람의 발화 

의도를 이해하는 모듈이고, 대화 관리 모듈은 

사람과 시스템 사이의 대화 흐름을 관리하는 모듈로 

크게 현재 대화 상태를 추적 관리하는 Dialogue 

State Tracker(DST)와 Policy Manager 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자연어 생성 모듈은 이해가 가능한 

답변을 생성하는 모듈이다. 그 중 답변 생성 모델은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시퀀스-투-시퀀스 모델[1]을 

주로 사용한다. 인코더는 자연어 질의을 컨텍스트 

벡터로 변환하고, 디코더는 인코더의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하여, 자연어 답변을 생성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화 시스템은 사람과 사람 대화 

사이에 암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상식이 반영된 

답변을 생성하지 못한다. 즉, 일반상식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한정된 종류의 답변만 생성하거나, 

보편적이고 단조롭고, 지루한 답변을 생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상식을 적용한 대화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질의와 관련이 없는 일반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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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면, 오히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i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질의와 가장 관련 있는 

일반상식을 반영한 답변을 생성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사용자 질의에서 가장 관련이 있는 

일반상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Korean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KoBERT) 모델을 사용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전 

학습된 Korean Bidirectional and Auto-Regressive 

Transformers (KoBART) 모델을 이용하여 답변을 

생성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정량적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비교 모델의 

답변 생성 결과와 함께 제안한 모델의 정성적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방법론 

2.1 KoBERT 

BERT[2]는 구글에서 2018 년에 공개한 사전 

훈련된 모델이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BERT 는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가진 트랜스포머 

모델과 다르게 인코더만 사용하며 양방향으로 사전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다. BERT 는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진행한다. 첫번째는 마스크 

언어 모델링(Masked Language Modeling, 

MLM)으로 주어진 문장에서 전체 단어의 15%를 

무작위로 마스킹을 하고, 주변 단어의 내용만을 

통해 마스크된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림 1). 

 

그림 1. Masked Language Model (MLM) 

 두번째는 다음 문장 예측(Next Sentence Prediction, 

NSP)으로 BERT 에 연속된 두 문장을 입력하고, 두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태스크이다 (그림 2).  

 

그림 2. Next Sentence Prediction (NSP) 

본 논문에서 사용된 KoBERT1 모델은 SKTBrain 이 

개발한 한국어 기반의 모델로, 위키피디아의 5 백만 

개의 문장과 540 만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한국어 

데이터 셋을 바탕으로 학습된 사전 학습 모델이다. 

KoBERT 는 한국어를 처리하면서 다중 분류 등의 

태스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2.2 KoBART 

BART[3]는 페이스북에서 2019 년에 발표한 

모델이다. BART 는 시퀀스-투-시퀀스 트랜스포머 

                                           

1 https://github.com/SKTBrain/K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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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cross-attention) 

레이어가 추가되어 BERT 보다 약 10%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 BART 는 노이징 

함수(noising function)로 손상된 텍스트를 다시 

복원하는 Denoising Autoencoder[4] 방식으로 사전 

학습을 진행한다. 사전 학습 시에 그림 3 에서의 

토큰 마스킹(token masking), 토큰 삭제(token 

deletion), 문서 회전(document rotation), 문장 

셔플(sentence permutation), 토큰 채우기(text 

infilling) 다섯 가지의 다양한 노이징 기법들을 

사용하며 텍스트 생성, 기계번역, 질의 답변 등의 

태스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BART 의 노이징 기법 

본 논문에서 사용된 KoBART2모델은 SKT-AI 팀이 

개발한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로, 영어로 된 

텍스트를 다루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다른 언어 

처리 성능은 뛰어나지 않는 BART 모델을 한국어 

위키피디아 백과, 뉴스, 책,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약 

2 억 7500 만개 문장 분량의 한국어 데이터 셋을 

바탕으로 text infilling 방식의 노이징 함수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이다. 40GB 이상의 한국어 

텍스트에 대해서 학습한 한국어 언어 모델로써, 

한국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품질이 뛰어나다. 

 

2.3. Baseline 모델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Baseline 모델을 

사용하였다. Baseline1 모델은 일반상식을 적용하지 

않는 KoBART 모델을 사용하였고, 그림 4 와 같다.  

                                           

2 https://github.com/SKT-AI/KoBART 

 

그림 4. Baseline1 구조 

Baseline2 [5]모델은 KoBART 만을 이용하여 

일반상식을 적용하는 모델이며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Baseline2 구조 

이 모델은 KoBART 를 통해서 추출된 hidden 

state 을 이용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가장 

관련 있는 일반상식을 선택한다. 선택된 일반상식을 

이용하여 평활(Smoothing)을 계산을 하고 답변을 

생성한다. 

 

3. 제안 모델 

섹션 2.3 에서 소개한 Baseline 모델의 경우, 

KoBART 를 통해 hidden state 를 추출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능향상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KoBART 토크나이저는 

[CLS]토큰과 [SEP]토큰을 지정할 수 없어 사용자 

질의와 시스템 답변의 문단 간 경계를 구분해주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이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CLS]토큰과 

[SEP]토큰을 사용하여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KoBERT 를 이용하여 사용자 질의와 가장 관련 있는 

일반상식을 선택하였다. 제안하는 모델의 구조는 

그림 6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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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안 모델 

이 모델은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에 대해서 섹션 3.1~3.2 에서 자세히 다룬다. 

 

3.1 인덱스 추출 모듈 

인덱스 추출 모듈(Index Extraction 

Module)모듈은 KoBERT 를 이용하여 사용자 질의 

별로 가장 유사한 일반상식을 선택하는 모듈이다. 

이 모듈은 2 개의 KoBERT 인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상식 KoBERT 인코더는 일반상식 데이터 셋에서 

'Question', ‘[SEP] 토큰’, ‘Answer’를 연결한 형태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챗봇 KoBERT 인코더에는 

챗봇데이터의 질의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 두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의 hidden state 를 

이용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한다. 이를 통해 

유사도 기반으로 질의 별로 가장 관련 있는 

일반상식을 선택하여 일반상식의 인덱스를 리스트 

형태로 저장한다. 선택된 인덱스를 KoBART 로 

이루어진 대화 생성 모듈(Dialogue Generation 

Module)로 보낸다. 

 

3.2 대화 생성 모듈  

이 모듈은 KoBERT 에서 선택한 일반상식을 

반영하여 사용자 질의에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는 

모듈이다. 이 모듈은 2 개의 KoBART 인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상식 KoBART 인코더는 인덱스 

추출 모듈의 출력인 선택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일반상식을 'Question', ‘[SEP] 토큰’, ‘Answer’를 

연결한 형태로 입력으로 사용한다. 챗봇 KoBART 

인코더는 위의 인덱스 추출 모듈에서 사용한 같은 

챗봇데이터의 질의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두 

인코더로부터 나오는 hidden state 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활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활 방법은 

불규칙성을 지닌 무작위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는 방법들 중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평활 기법 중 평균을 적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계산된 

hidden state 를 KoBART 디코더에 전달함으로써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한다.  

 

4. 실험 

4.1 데이터 셋 

본 논문의 실험에서 질의 및 답변으로 사용된 

챗봇데이터3는 11,876 개의 문답 페어로 이루어진 

인공데이터이다.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7,093 개, 2,365 개, 2,365 개로 

구성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일반상식 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4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으로서 

그림 7 과 같이 WIKI 본문 내용과 관련한 질문과 

해당 질문에 대응되는 WIKI 본문 내의 정답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7. 일반상식 데이터(WIKI 본문에 대한 질문-정답 쌍) 

기존의 일반상식 데이터(WIKI 본문에 대한 질문-

정답 쌍)에서 “question”(질문)과 “answers”(정답)의 

                                           

3 https://github.com/songys/Chatbot_data 

4 https://ai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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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한글과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 혹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질문과 정답 쌍에 대한 전처리 후 나머지 

59,512 개를 사용하였다.  

 

4.1 실험 설정 

본 논문에서는 KoBART-base 와 KoBERT-base 를 

사용하였다. KoBERT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92M 이고, 레이어 수는 12, Feed Forward 

Network(FFN) dimension 은 3072, hidden 

dimension 은 768 이다. KoBART 모델의 파라미터 

수는 124M 이고, 레이어 수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6, FFN dimension 은 3072, hidden dimension 은 

768 이다. 

 

4.2  평가 지표 

대화 생성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6] 점수와 

METEOR(Metric for Evaluation of Translation with 

Explicit ORdering)[7] 점수를 사용하였다. 

BLEU 점수는 정답인 문장에서의 n-gram 과 

모델에서 생성된 문장에서의 n-gram 을 이용하여, 

얼마나 유사한 지에 대해 비교하는 평가 지표이다. 

METEOR 점수는 unigram 의 재현율(recall)과 

정확도(precision)의 조화평균을 기반으로 측정하는 

평가 지표이다. 

 

4.3 실험 결과 

KoBERT 를 이용하여 선택된 일반상식을 적용하는 

대화 생성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의 

베이스라인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표 1 과 같다. 

표 1. 모델 별 BLEU 점수 결과 

 

표 2. 모델 별 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 

Model Baseline1 Baseline2 제안 모델 

BLEU-2 3.4 3.6 3.6 

BLEU-3 2.0 2.2 3.6 

BLEU-4 1.2 1.4 2.8 

METEOR 8.3 8.5 10.0 

질의 
답변 

Baseline1 Baseline2 제안 모델 

머리 아픈 거 같애 감기 조심하세요. 탈모 관리 해보세요. 좀 괜찮아졌길 바랄게요. 

하루에 만보 걷기 좋은 습습이네요. 하루에 만보 걷기 해보세요. 만보 걷기 좋은 취미네요. 

자주 가는 카페 알바생이 나를 

자주 뻔히 쳐다보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일까? 

같이 가보세요. 그린라이트일 거예요. 혹시 반한 걸 수도 있어요. 

짝남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혼란스러워. 
짝사랑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해요. 

함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좋은 사람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생겼었겠네요. 
프로포즈해보세요. 

4 년 4 개월간의 사랑이 끝났네 많이 힘들었을거라 생각해요.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여기까지 인연이었나봅니다. 

과식해서 소화가 안돼 감기 조심하세요. 과식은 식단조절을 해봐요. 과식은 금물이에요. 

왕따인가 봄 친구한테 부탁해보세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오세요.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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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ine1 은 일반상식을 적용하지 않은 대화 

생성 모델이고, Baseline2 는 KoBART 만을 사용한 

모델이다. 그 결과, KoBART 만으로 일반상식을 

선택하여 적용하였을 때, Baseline1 보다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서 0.2 향상되었다. 반면, 제안한 

모델과 Baseline2 를 비교하였을 때, BLEU-2 는 

동일하지만, BLEU-3, BLEU-4 는 1.4 향상되었고, 

METEOR 는 1.5 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정성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델의 답변을 

표 2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질의에서 제안 모델이 

Baseline1 과 Baseline2 가 생성한 답변보다 더 

나은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의에 가장 관련 있는 일반상식을 KoBERT 로 잘 

선택하여 답변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KoBERT 를 이용하여 선택된 

일반상식을 적용한 KoBART 기반 대화 생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에서는 1) 

KoBERT 를 이용하여 질의와 일반상식 사이에서의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선택된 가장 유사한 

일반상식 인덱스를 탐색하고, 2) KoBART 인코더에 

해당 질의와 KoBERT 에서 선택한 인덱스에 

해당하는 일반상식을 넣어서 평균을 이용하는 

평활 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KoBART 디코더의 

입력으로 활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한다.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이 일반상식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과 KoBART 만을 사용하여 일반상식을 적용한 

모델보다 BLEU-2, BLEU-3, BLEU-4 와 METEOR 

점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텍스트의 임베딩만을 이용하여 

일반상식을 일상 대화에 적용한 점이 확장성 

부분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 

대화에서 평범하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에게 인간적이고 덜 보편적인 답변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데이터 적용, 일반상식을 반영하는 비율, 다양한 

평활 기법 적용 등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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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I 스피커와 관련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은 AI 

스피커 서비스의 다양화를 이끌어 냈으며,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심리치료 영역으로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상담사의 개인화 및 의인화가 이용자의 

만족도, 친밀감, 호감도,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는 20 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 결과, 인공지능 상담사의 

개인화는 만족도, 친밀감, 호감도,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의인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른 

변인들과 달리 호감도는 인공지능 상담사의 

개인화와 의인화간 교호작용이 확인되었으며, 

호감도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개인화 저 수준일 

때, 의인화 저-고 수준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개인화는 의인화 수준과 상관없이 

이용자의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인공지능 상담사 

서비스 기획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상담사, 개인화, 의인화, 심리상담 서비스, 

AI 스피커  

1. 서 론 

1.1 심리상담영역에서 인공지능의 도입 현황 

4 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AI, 빅데이터, IoT 등의 

첨단 기술들이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여러 디바이스 중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는 스마트 홈 시대의 핵심 기기로 

주목받고 있는데[1],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Gartner 의 조사에 의하면 AI 스피커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2016 년 7 억 2 천만 달러로 예측했으며, 

2021 년에는 5 배 더 성장한 35 억 2 천만 달러 

규모로 예측한 바가 있다[2]. 

   인공지능 스피커는 현재 가정 내에서 활용하는 

기기로써 인식이 제고되어 있으나,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들에 기반하여 의료 및 

헬스케어, 심리치료, 멘탈 케어 등의 영역에서도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온라인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3, 4]. 

1.2 본 연구의 목적 

인공지능 스피커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기능 및 사용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거나,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용자 

집단을 구분하여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주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5, 6, 7, 8].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심리적인 태도, 변화 

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의인화를 포함, 

인터랙션 양식, 주요 기능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이용자의 호감도, 친밀감,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 용도에 

있어 멘탈 케어, 심리치료 등과 같은 맥락의 이용자 

반응을 파악한 연구, 동시에 여러 변수의 

교호작용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같은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안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인공지능 

상담사의 개인화와 의인화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고, 더불어 두 변수간 교호작용의 발현 

유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고찰 및 이론적 배경 

2.1 개인화 

개인화(personalization)는 개별 이용자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6],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기술 발달로 인해 관련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자들은 

이용자들의 기본정보, 사용데이터 등에 기반하여 

개별 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 또한 이용자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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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으로 개인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황영훈, 박수아, 최세정(2020)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비이용자들의 인식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는데, 

연구 결과 인지된 개인화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6]. 

송용섭(2020)은 인공지능 상담사에게 공감능력을 

부여하여 내담자의 신체에서 감지된 감정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학습한 데이터와 

상호작용한다면, 내담자의 내적 심리 및 감정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 제언했다. 전술한 

선행연구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상담사가 내담자에 대한 기본정보에 기반하여 

개인화된 상담을 제공할 때 이용자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8].  

2.2 의인화 

의인화(anthropomorphism)란 인간이 아닌 

물체에 인간과 유사한 특징, 동기, 감정, 의식 등을 

투사하는 성향 또는 현상을 의미한다[9, 10]. 

의인화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HCI, 로봇 등의 

분야에서 여러 차례 연구되어 온 개념이다[11]. 

의인화의 핵심이 사람이 아닌 대상에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부여하고 지각하는 것이기에 의인화는 주로 

로봇이나 인터랙션이 가능한 서비스에 적용되어 

왔으며, 의인화가 적용된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반응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된 바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홍은지, 조광수, 

최준호(2017)는 스마트 홈 맥락에서 대화형 

에이전트에 의인화를 접목하고 의인화 수준에 따라 

사용자의 감성 경험과 향후 이용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12]. 실험연구 결과 

의인화의 고-저 수준은 친밀도, 호감도, 향후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성준(2021)은 인공지능 스피커의 의인화를 여러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각 요인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지속 이용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음성 스피커 

이용 경험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고, 

설문 응답 분석 결과 의인화의 요인 중 대부분 

요인들이 인지된 유용성, 즐거움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13].  

음성 인터랙션을 통한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에 

있어 의인화의 수준이 높을 수록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선행연구에서 여러차례 확인되며, 본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상담사의 의인화 수준이 

높을수록 이용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3 연구가설 

전술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인공지능 

상담사의 의인화와 개인화가 인공지능 상담사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교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 상담사에 대한 태도를 만족도, 친밀감, 

호감도, 유용성으로 세분화하여 각 요인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의인화와 개인화 수준을 저, 고로 

나누어 인공지능 상담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험연구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표 1 참조>. 

표 1. 연구가설 

연구가설 1 인공지능 상담사의 개인화 수준이 높을 경우 

낮을 때보다 인공지능 상담사에 대한 

인식(만족도(a), 친밀감(b), 호감도(c), 

유용성(d))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 인공지능 상담사의 의인화 수준이 높을 경우 

낮을 때보다 인공지능 상담사에 대한 

인식(만족도(a), 친밀감(b), 호감도(c), 

유용성(d))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 인공지능 상담사의 개인화와 의인화는 

인공지능 상담사에 대한 인식(만족도(a), 

친밀감(b), 호감도(c), 유용성(d))에 대해 

교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3. 실험 연구 설계 

3.1 실험 참가자와 실험 환경 

실험의 독립변수로 설정된 개인화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실험 참가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20 대 대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실험 

참가자의 성별은 남성 8 명(50%), 여성 

8 명(50%)으로 균등하게 구성되었다. 평균 연령은 

24.19 세(SD=1.64)였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 

경험은 ‘있다’라고 응답한 실험 참여자가 

13 명(81.3%), ‘없다’라고 응답한 피험자가 

3 명(18.8%)이었다. 

실험 연구 중에 연구자는 피험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뒤편에서 오즈의 마법사(Wizard of Oz) 기법을 

활용하여 음성과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고 실험 

자극을 조작하였다. 실험 참여자가 인공지능 

상담사와 음성을 통해 대화한다는 느낌을 주기위해 

상담하는 테이블 위 음성인식이 가능한 스피커를 

위치시켰다<그림 1 참조>.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인공지능 상담사의 발화는 네이버 Clova 의 TTS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용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구분 없이 

음도가 높은 여성의 목소리가 높은 호감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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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를 

사용하였다[14, 15]  

3.2 실험 절차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험자에게 실험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본 실험 전 인공지능 

상담사와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상담사님.”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와 같은 간단한 대화를 나누어 

본 실험 이전에 인공지능 상담사와의 대화방식을 

연습했다. 이를 통해 실험 방법에 대한 실험 

참여자의 인지를 확인한 후,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 

실험은 개인화와 의인화의 저-고 수준에 따라 실험 

2x2 방식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림 1 참조>. 실험 

순서는 피험자 별로 겹치지 않으면서, 실험처치로 

인한 학습효과 및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라틴스퀘어(latin square)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이 유형별로 종료할 때마다 피험자는 인공지능 

상담사와의 상담 경험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문항은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표 2>. 실험이 종료한 후에는 인공지능 

상담사와의 상담에 대한 피험자의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만족도, 친밀감, 호감도, 실용성을 묻는 

항목으로 인터뷰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16, 17, 

18, 19]. 

 

그림 1. 의인화 저-고 수준 

표 2. 의인화 저-고 수준 

변인 측정 문항 참고문헌 

만족도 

이 인공지능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은 

만족스러웠다. 곽보은·허정윤(2020), 

김건우·윤재영(2020) 

이 인공지능과의 상담은 

기대이상이였다. 

친밀감 

이 인공지능은 나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왔다. 

장민지·윤재영(2021) 
나는 이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불편하지 않았다. 

나는 이 인공지능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호감도 

이 인공지능이 마음에 든다. 

송유진·최세정(2020) 이 인공지능이 호감이 간다. 

이 인공지능의 인상이 좋다. 

유용성 

이 인공지능은 나에게 쓸모가 

있다. 

장민지·윤재영(2021) 이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인공지능은 이용될 가치가 

있다. 

3.3 실험 처치 

개인화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 친밀감, 호감도, 

유용성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인공지능 상담사와의 대화 스크립트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 대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취업’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20], 취업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맥락의 스크립트가 사용되었다.  

개인화 저 수준은 취업 고민에 대하여 표면적인 

상담이 이루어졌으나, 개인화 고 수준은 인공지능 

상담사가 실험참여자의 이름, 연령, 전공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스크립트가 사용되었다. 

표 3. 개인화 수준 별 대화  

개인화 수준별 스크립트 

실험 참여자 요새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아. 

AI 상담사 

(개인화 저) 

요즘 취업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가봐요. 

취업 고민이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개인화 고) 

OO 님! 요즘 취업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가봐요.  

20 대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취업문제라고 해요.  

취업 고민이 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실험 참여자 내가 무엇을 하고싶은지 잘 모르겠어. 

AI 상담사 

(개인화 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개인화 고) 

OO 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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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를 살려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멀티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회 조사 분석사, 

국제 마케팅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고 해요. 관련 자격증을 공부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3.4 통계 분석  

본 실험은 개인화와 의인화를 저-고 수준으로 

나누어 설계되었으며 한 명의 실험 참여자는 총 

4 번의 실험 처치가 이루어졌다. 연구 문제에서 

언급한 개인화와 의인화에 따른 만족도, 친밀감, 

호감도, 유용성을 파악하고자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했다. 변인 중에서 교호작용이 

확인된 변인은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했으며,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7 을 활용하였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처치 집단 별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값은 

<표 4>과 같다. 변인별 평균값 확인 결과 

전체적으로 의인화와 개인화 저 수준에 비해 고 

수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었다. 

표 4. 기술통계분석 결과 

변인  개인화 저 M(SD) 개인화 고 M(SD) 

만족도 
의인화 저 4.63(1.13) 5.97(0.74) 

의인화 고 4.94(1.10) 6.17(0.85) 

친밀감 
의인화 저 4.60(1.11) 5.70(1.08) 

의인화 고 4.94(1.19) 5.86(1.01) 

호감도 
의인화 저 4.20(1.32) 5.73(1.09) 

의인화 고 4.98(1.35) 5.83(1.33) 

유용성 
의인화 저 4.73(1.43) 5.65(0.79) 

의인화 고 4.83(1.05) 5.73(0.79) 

4.2 연구가설 검증 

인공지능 상담사의 의인화와 개인화에 따른 

이용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F(1,14)=28.949, p<0.01), 

친밀감(F(1,14)=20.852, p<0.01), 

유용성(F(1,14)=7.991, p<0.05)은 개인화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의인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호감도는 다른 변인과 같이 개인화(F(1,14)=22.162, 

p<0.01)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호감도에 대한 의인화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다른 변인들과 

달리 의인화와 개인화의 교호작용(F(1,14)=5.273,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이에 

호감도의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 개인화 저 수준일 

때, 의인화 저 수준과 의인화 고 수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15)= -1,825, p<0.1). 

개인화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 의인화 저 

수준일 때, 개인화 수준간의 유의미한 차이(t(15) = 

-4.621, p<0.01)와 의인화 고 수준일 때 개인화 

수준간의 유의미한 차이(t(15) = -3.456, p<0.01)가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화 수준이 낮아진 조건에서 

의인화 수준이 낮은 것보다 높으면 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호감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4.3 인터뷰 결과 

 만족도에 대한 인터뷰는 대체로 인공지능 상담사의 

의인화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었다. 의인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인터뷰는 주로 의인화 저 

수준에서 보이는 ‘음파’의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의인화 고 수준의 ‘고양이’ 이모티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의인화 고수준에서 보이는 고양이 이모티콘의 

상담이 오히려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응답자 또한 

확인되었다. “음파가 나올 때보다 고양이 

이모티콘이 나왔을 때 확실히 호감이 더 가고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밀감에 대한 인터뷰는 대체로 개인화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었다. 인공지능 상담사가 

실험대상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대하여 친밀한 

느낌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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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험 참여자들은 친밀한 관계 수준의 상담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응답 또한 확인되었다.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더 친근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그냥 똑똑한 

기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호감도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개인화와 의인화에 

대한 복합적인 답변이 확인되었다. 의인화된 

캐릭터가 더 이용자의 취향, 니즈 등을 더 

반영한다면 더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과 미디어 학과의 전공을 고려한 상담이 

인공지능 상담사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다는 

응답이 주로 확인되었다.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상담해주는 캐릭터를 고양이뿐만 아니라 AI 

스피커를 사용하는 사람 따라 원하는 캐릭터를 볼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용성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이용자 측면에서 

상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서적 차원의 공감에 

대한 의견과 상담사 측면에서 상담 서비스의 제공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이 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AI 상담사가 이용자에게 정서적 차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상담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화 서비스의 수준이 더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 결과가 

확인되었다. 상담사 측면에서는 AI 상담사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내담자의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절할 

것이며, 상담 서비스의 일정한 목소리, 감정 등을 

유지할 수 있기에 인간 상담사의 감정노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 결과가 

확인되었다. “실제 상담만큼의 공감은 조금 

부족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 상담사까지 

가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AI 스피커의 서비스 영역이 심리 치료 

및 상담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인공지능 상담사의 개인화와 의인화가 이용자에게 

어떠한 만족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두 변수 간의 

교호작용이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 중인 20 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상담사는 만족도, 

친밀감, 유용성에 있어서 개인화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은 파악되었으나, 의인화 및 상호작용효과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는 AI 스피커의 의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며, 심리상담의 

영역에서는 의인화가 다른 서비스영역과 달리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홍은지 외 2 인(2017)의 스마트홈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의인화 효과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초기 사용이 지속적인 

사용으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으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또한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y)이론에 따르면 

시스템에 부여된 일정 수준의 의인화는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지만[14], 그 수준이 

지나치면 오히려 호감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23, 24]. 본 연구의 결과는 전술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인공지능 심리상담 서비스의 

맥락에서 의인화는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인공지능 상담사는 호감도에 있어서 

의인화에 대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인화와의 긍정적인 

영향과 의인화 및 개인화의 교호작용의 발현이 

확인되었다. 이에 호감도에 대한 개인화와 의인화의 

단순 주 효과를 확인한 결과, 의인화의 단순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인화에 대한 단순 주 효과는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로 

미루어보아 인공지능 상담사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선제적으로 진행한 후, 의인화 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된다. 호감도와 

관련한 연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면, 인공지능 상담사에 대한 이용자의 

호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AI 스피커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개인 정보 및 

취향을 반영하는 의인화 이미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의인화에 대한 개별 사용자의 선호가 차이가 

확인되었다. 의인화 서비스 제공이 오히려 이용자 

만족을 반감시키는 경우, 의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본 실험에서 이용한 고양이 보다 각자 

개인이 선호하는 동물 캐릭터를 원하는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이로 보아, 인공지능 상담사의 개인화 

및 의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인화에 

적용되는 캐릭터를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거나, 개인 정보 및 취향 선호도에 따라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이용자 만족을 증진할 것이라 

예상한다.  

앞서 전술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험 

대상자의 조건을 20 대 그리고 특정 전공 

대학생으로 설정했다는 점과 총 16 명의 실험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어 연구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인공지능의 심리상담 서비스 영역에서의 이용에 

관하여 다양한 상담 케이스와 더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을 제언한다.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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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피커의 사용영역을 심리상담영역으로 

확장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친밀감, 호감도, 

유용성을 파악했다는 점, AI 스피커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뤄지는 의인화 및 개인화를 기반으로 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인화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 

및 변인 간 교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의인화에 대한 

심층적인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수준을 보다 다각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이를 반영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인공지능 상담사의 서비스 

기획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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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시각장애인이 새로운 환경에서 혼자 걷기 위해서는 

걷고자 하는 공간의 정보를 얻기 위한 보행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행 훈련을 할 때에는 

보행보조사 및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보행보조사 및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행훈련을 할 수 있는 보행 훈련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요인이 시각장애인이 

가상환경에서 공간정보를 획득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자리에서 걷는 환경을 훈련하기 위한 

VR treadmill 과 실제로 걷는 행위를 통해 

보행훈련을 할 수 있는 VR tracker 를 이용해서 

시작장애인이 어떻게 보행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정보획득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시각장애인은 VR treadmill 환경에서 

길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잘 기억하였으며, 반대로 

VR tracker 환경에서 장애물의 위치를 보다 더 잘 

기억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시각장애인이 공간 

정보를 기억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VR 훈련 방식이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획득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제시한다. 

주제어 

시각장애인, 가상현실, 보행 

1. 서 론 

보행시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주로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특정 환경에 대한 공간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곤란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1]. 시각장애인은 보행 훈련 환경이거나 

실제로 이미 경험해본 길에 대해서 더 자신감 있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2].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지적인 

지도를 업데이트하여 부족한 공간 정보를 채워줘야 

한다. 인지적인 지도는 환경에 대한 공간적인 

구조를 머리속으로 그려진 이미지이고 환경내의 

물건들의 공간적인 관계를 뜻한다 [3].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갈찾기 훈련은 안내견과 

보행보조사의 도움으로 기존의 인지적인 지도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보행훈련에서는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야외에서 훈련할 때 다양한 

벽과 장애물에 부딪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이렇게 보행 훈련에서 인지적인 지도 형성이 

중요하지만 가상현실 내에서 보행 훈련을 할 때 

다양하게 움직이거나 변화하는 벽과 장애물 등이 

어떻게 인지적인 지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이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자리 걷기를 하면서 VR 

보행 훈련하는 경우와 실제 걷기를 하면서 VR 보행 

훈련하는 경우 간의 운동감각 측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제자리 걷기 

방법을 사용하는 VR treadmill 과 실제 걷기 방법을 

사용하는 VR tracker 를 비교하였다. VR 

treadmill 은 좁은 실제 공간에도 무한대의 

가상공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허리를 잡아 

줌으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VR tracker 는 넓은 공간에서 두 

다리에 마커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제 걸음을 추적을 

한다. 이 두 시스템은 시각장애인 위한 VR 걷기 

시스템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5-8]. 

하지만, 각 걷는 방법들이 걸었던 환경에 대한 

공간적인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참가자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7].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이 tracker 와 treadmill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길과 장애물을 얼마나 잘 

외우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VR 보행 

환경을 비교하고 차이를 확인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보행 훈련하는 동안 걸어온 길을 

맞추는 능력과 장애물을 외우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각 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VR 에서의 

회전 및 병진 운동 속성을 기반으로 VR treadmill 과 

VR tracker 가 어떻게 보행의 중요한 특징인 길과 

장애물을 기억하는데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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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운동감각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은 몸의 

회전능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9]. 효율적인 

걷기에서는 골반이 돌고 다리가 앞으로 가면서 몸이 

움직이므로 몸이 계속 앞을 향하도록 만든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몸을 회전하는 능력이 좋지 

않는 경우가 있다 [9]. 왜냐하면 몸의 평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0].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몸의 평행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10].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중 일부는 짧은 걸음을 통해서 몸의 평행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을 줄이고자 했다 [10].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발을 끌거나 넓게 

걸음으로써 발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걸음은 

VR treadmill 과 VR tracker 을 통한 훈련효과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VR 

treadmill 은 허리를 부축한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VR tracker 는 두발을 이용하여 실제 몸으로 

앞으로 움직이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한 

효과는 비교할 필요가 있다. Kreimeier et al.은 VR 

treadmill 과 VR tracker 를 시각장애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시도했다 [7]. 

하지만 관련 연구 중 VR treadmill 과 VR 

tracker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 훈련에서 길과 

장애물을 외우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기 어려웠다. 

3. 시스템 개발 

본 시스템은 HTC Vive Pro 와 Unity3D 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HTC Vive Pro 는 사용자의 

머리의 방향과 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귀의 위치는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공간음향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정보로 사용되었다. 또한 컨트롤러를 가상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로 활용하여 가상환경 내의 

가상 장애물이나 벽을 추적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했다. 보행 기기로는 VR treadmill 로 Virtuix 

Omni 와 Vive trackers 를 활용했다. Virtuix 

Omni 는 다른 VR treadmill 들보다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다. Virtuix Omni 는 

부드러운 벨트로 허리를 감싸고 그 곁에 높이 조절 

가능한 링이 같이 고정되어 사용자가 넘어질 

위험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Omni shoe 로 

걸을 때 마찰을 일반 신발보다 덜 일으키게 만들고 

기기의 바닥표면이 부드러워서 사용자가 실제로 

앞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쉽게 걸을 수 있게 

만들었다. 게다가 신발 위에 붙은 추적 기기는 

관성측정 장비기반 추적기기로 자이로스코프, 

액셀러미터 그리고 지자기 센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센서들은 가속도와 관성을 측정함으로 

실험참가자들의 발의 속도와 방향을 추적한다. 다른  

 

그림 1 실험에서 사용한 Virtuix Omni(왼쪽), HTC Vive 

Tracker(오른쪽).  

한편, VR tracker 는 Vive tracker 로 실제 걷기를 

추적하는데 사용되었다. Vive 의 base station 을 

바닥 영역의 양 끝에 배치함으로 실제 공간내의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두 개의 Vive tracker 를 실험참가자의 양 다리의 

발목에 스트랩으로 부착했다. VR tracker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안전 공간으로 5x5m 의 공간을 

확보하여 실험참가자가 넘어질 위험을 최소화했다. 

실제 실험에서는 3x4m 의 공간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모습은 그림 1 과 그림 2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견의 소리와 

각종 충돌음 효과를 공간음향적으로 

실험참가자에게 구현하기 위해서 Google 

Resonance Audio 를 활용했다. 이 보행 훈련 

시스템에 사용된 소리는 안내견의 소리, 

시각장애인용 지팡이가 주변 환경(벽, 바닥, 

장애물)과 부딪치는 소리, 그리고 실험참가자가 

직접 벽과 장애물에 부딪치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 안내견이 가상환경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듣기에 편안한 소리로 안내견 소리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3 옥타브 C 장조 음을 기존 Shi 의 

연구를 기반으로 사용하였다 [11]. 안내견의 소리는 

모노톤으로 음의 높낮이도 항상 일정하지만 음량과 

소리가 귀에 도착하는 시간은 안내견의 위치에 

따라서 양쪽 귀에 다르게 들려준다. 지팡이가 

바닥에 치는 소리는 짧고 간결한 나무 막대기로 

부딪치는 소리로, 지팡이가 벽에 부딪친 소리는 

나무 막대기로 연속 세 번을 치는 소리로 표현했다 . 

또한 지팡이가 장애물과 부딪치는 소리는 각 

장애물의 물질에 따라서 다르게 소리를 구현했다. 

그리고 가상 물체의 소리를 7 개의 물질(덤불, 옷감, 

유리, 플라스틱, 돌, 쇠, 나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했다 [12-15]. 실험참가자의 몸이 가상의 물체에 

부딪치는 소리는 애니메이션 느낌의 충돌음으로 

구현했다.  

본 연구에서는 3m x 4m 공간의 다양한 가상 연습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5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5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그림 2 VR tracker 환경에서 base station 이 

실험참가자의 발을 추적한 영역.  

길을 보행 훈련 상황을 위해 구성했다. 안내견의 

소리는 실험참가자가 보행 단계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안내견은 미리 정해진 길에 따라서 움직인다. 또한 

안내견은 유니티 내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따라서 

실험참가자와 0.5m 거리를 두면서 걸어서 

실험참가자와 충돌하지 않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안내견을 개발할 때 좁은 이동가능한 영역을 길의 

한 가운데로 지정하여 길목 한가운데로만 

움직이도록 개발했다. 실험참가자가 있을 

가상환경은 그림 3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4. 실험 

본 연구에서는 2 개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실험 

각각 13 명과 16 명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했다. 각 

실험은 필요한 튜토리얼을 진행하여 모든 

실험참가자들이 기기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했다. 실험참가자들의 나이는 41~79 세이었다. (M 

= 53.43) 네 명의 실험참가자들은 VR 에 경험이 

있었고, 한 명의 실험참가자는 Treadmill 에 경험이 

있었다. 모든 실험참가자들은 다양한 시각능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양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실험에 참여했다. 해당 실험은 IRB 의 승인하에 

진행되었다.  

첫번째 실험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두개의 VR 보행 

기기를 이용해서 가상 길을 걸어보고 길을 잘 

외웠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VR 

treadmill 과 VR tracker 로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실험참가자들은 양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여, 

각 실험참가자들의 시각 능력을 동일하게 해서 시각 

능력 차이에 따른 오류를 없앴다.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 실험참가자들은 20 분동안 주어진 보행 기기를 

이용하면서 기기에 익숙해졌다. 실험참가자들이 

기기에 익숙해진 후에는 5 개의 길에 대해서 

보행훈련을 진행하였다. 보행 훈련은 가상 안내견과 

함께 주어진 길을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이후 각 길에 대한 보행훈련을 진행한 

다음에는 3D 프린터로 인쇄된 4 개의 다른 길을 

실험참가자들에게 제공되었고 그 중 본인이 걸었던 

길을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효과를 

 

그림 3 가상 보행 훈련 환경. 해당 화면은 연구자들만 볼 

수 있고 실험참가자는 안대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화면을 보지 못한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걷는 길의 순서를 라틴 스퀘어 

방법으로 바꿨다. 보행 기기를 사용하는 순서도 

라틴 스퀘어로 바꾸었다. 첫번째 실험에 대한 결과는 
정답률이며, 각 보행 기기를 활용해 보행 훈련 후 
연구자로부터 받는 5 개의 질문 중 얼마나 많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는 지로 계산하였다.  

본 실험은 실험참가자 내의 실험 디자인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이 두 기기를 모두 

체험하되 순서는 랜덤하게 적용했다. 그래서 

실험참가자들은 두개의 기기에서 걸을 수 있는 

5 개의 길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보행훈련에 

참여했다. 두 기기 간의 유의미한 정답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 분석은 대응 t-test 로 

실행했다. 그 결과 두 기기 간의 정답률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Z=-2.041, p<0.05). 

VR Treadmill (M=0.71)이 VR tracker(0.53) 보다 

더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해당 결과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실험은 시각장애인이 두개의 VR 보행 

기기를 이용해서 가상 길을 걸어보고 길 내의 있는 

장애물을 인식한 것을 얼마나 외웠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번째 실험과 같이 VR treadmill 과 VR 

tracker 를 사용하여 각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다. 

또한 첫번째 실험과 동일하게 안대를 양 눈에 쓰고 

20 분동안 기기와 가상 장애물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실험에서 실험참가자는 하나의 tracker 

환경의 길을 걷고 하나의 treadmill 환경의 길을 

걸었다. 각 기기를 사용하는 순서와 각 길의 순서는 

라틴 스퀘어로 바꾸어 주었다. 실험참가자는 보행 

훈련하면서 각각 길에 놓여진 5 개의 장애물에 대한 

위치를 기억 했어야 했다. 보행훈련 후에 

실험참가자는 블록을 이용해서 길과 똑같이 표현된 

블록 환경에 장애물이 있었던 위치를 표현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시각장애인이 블록으로 표현한 

장애물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계산하였다. 

두번째 실험도 실험참가자 내의 실험 디자인으로 

진행하고 실험참가자들은 두 기기를 다 참여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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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실험에서의 정답률. 길의 형태를 외우는 첫번째 

실험에서는 VR treadmill 이 VR tracker 보다 더 높은 

정답률을 보여줬고 반대로 장애물의 위치를 기억하는 

두번째 실험에서는 VR tracker 보다 VR treadmill 이 더 

높은 정답률을 보여줬다. 

순서를 랜덤하게 적용했다. 이 실험의 정답률은 

장애물을 정확하게 기억한 정도로 정의를 하고 

측정했다. 두번째 실험에서 정답률은 Wilcoxon 

signed-rank 으로 통계분석을 했다. 그전에 

장애물을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 명의 

연구자가 각각 실험참가자가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를 응답했는지 평가했다. Cohen’s kappa 를 

통해서 두 사람의 평가가 강한 일치성을 

나타내었다(K=0.85, p<0.01). 그 다음 모든 장애물 

수을 합하여 정답률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실험참가자들이 각 기기에 대해서 총 80 개의 

장애물 (16 명 실험참가자 * 5 개의 장애물) 중 

44 개의 장애물을 treadmill 환경에서 정확하게 

맞췄고 tracker 에서 62 개의 장애물을 정확하게 

맞췄다. 통계분석 결과, treadmill 환경보다 

tracker 환경에서 실험참가자들은 가상 길에 있는 

장애물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3, p<0.01). 

5. 토의 

본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은 VR treadmill 환경에서 

길을 더 잘 외웠고 VR tracker 환경에서는 장애물 

위치를 더 잘 외웠다. 이러한 결과는 각 기기의 운동 

특성적인 차이가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시각장애인의 집중이라는 면에서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은 

일반인보다 걷는데 더 많은 집중을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새로운 공간에서의 그들의 방향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시각장애인은 복잡한 이동 작업들에 더 많은 집중이 

요구된다 . 첫번째 실험의 작업은 두번째 실험의 

작업보다 환경에 대한 집중이 덜 요구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VR 

treadmill 이 환경 집중하도록 하기 보다는 몸의 

움직임에 보다 더 집중하도록 한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VR treadmilll 의 허리 고정 기능이 주의를 

분산시키도록 만들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길에 

대한 기억은 방향 전환의 순서를 외우는 것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VR treadmill 이 방향전환 쉽게 

지원하는 것이 성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VR 

treadmill 은 실험참가자의 몸을 부축해줌으로써 

실험참가자 온전히 길에 따른 방향 변화에 집중해서 

실험참가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두번째 실험은 첫번째 실험보다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집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VR tracker 가 복잡한 보행 

작업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해당 

기기는 자연스러운 걷기를 기반으로 주변 환경에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VR 

tracker 는 병진 운동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실험참가자가 여러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주고 장애물의 공간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국, 이렇게 운동적 

강점이 다른 보행 기기들은 서로 다른 효과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VR treadmill 은 길에 대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VR tracker 은 장애물에 대한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6. 결론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청각 및 운동감각 기반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보행 훈련 경험을 

디자인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보행 기기(VR 

treadmill 과 VR tracker)에 따른 인지적인 지도의 

형성도 확인했다. Treadmill 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몸의 회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한편 tracker 는 

실제와 비슷한 병진운동을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treadmill 은 

실험참가자가 길을 기억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반면, tracker 는 실험참가자가 장애물의 

위치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더 효율적으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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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명은 외부의 음성 자극 없이 귀 속에서 소음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병이다. 이러한 이명에 대한 

치료는 약물적 치료보다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인지장애치료가 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지장애치료 과정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과정에서 직관적인 행동 양식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연구는 환자가 이명에 

보다 직관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선보인다. 가상현실에서의 이명은 

인터랙션이 가능한 가상 오브젝트로 시각화 되었고, 

HRTF(Head-Related Transfer Function)을 

이용하여 실제 공간처럼 현실감 있는 소리를 내도록 

제작되었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가 가상 이명 

오브젝트를 직접 컨트롤러로 조정하여 제거하는 

직관적인 행동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명이 시각화되고, 이를 제거하게 된다. 본 연구는 

19 명의 이명환자에게 3 주동안 해당 가상현실 

시스템을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임상실험에서 전후비교를 위한 뇌파를 측정했다. 

이에 유의미한 뇌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이명, 가상현실, 디지털 치료제  

1. 서 론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리를 느끼는 병이다. 또 이명은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이명과 환자만 들을 수 있는 주관적인 이명으로 

나뉜다. 특히, 주관적인 이명은 집중력 결핍 및 

불면증까지 발생시켜 삶의 질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1, 2]. 또한 주관적인 이명은 

오직 자기보고를 통한 주관적인 보고를 통해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주관적인 이명의 치료목적은 

직접적인 이명 제거가 아닌 이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감소이다 [3]. 주관적인 이명에 

대한 치료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 CBT(Cognitive 

Behavioral Therapy)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4]. 

Virtual reality(VR) 치료는 CBT 에서 환자가 

본인의 이명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 CBT 는 

환자 본인의 이명에 대한 경험을 인지하고 토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한다. 또한 CBT 는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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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배운 내용을 환자 본인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실생활 가운데 이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생각을 바꾼다는 

과정은 모호하기 때문에 환자가 혼란을 느낄 여지가 

있다.선행연구에서는 환자의 이명을 시각화 했고 

HRTF 를 이용해서 이명을 공간 음향으로 구현했다 

[5].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임상시험에서 

STSS(Subjective Tinnitus Severity Scale)가 

유의미한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이명 

증상 완화가 된 것을 확인했다 [6]. 하지만 해당 

연구의 VR 시스템은 이명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간단한 인터랙션만 지원된다. 이로 인해, 이런 

간단한 인터랙션은 이명의 거리에 따른 음향 차이를 

환자가 느끼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시스템은 환자가 직접 이명 오브젝트 컨트롤러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가상 쓰레기통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직관적인 미션을 환자에게 

부여했다. 환자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명 

오브젝트를 통해 시각화된 이명을 볼 수 있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이명을 조절하는 경험을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명 치료 VR 시스템을 

개발했고 해당 시스템이 환자들에게 치료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시스템의 치료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 이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VR 치료를 활용한 임상 실험이 

진행되었다. 본 실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주관적인 이명을 평가하는 설문지인 THI, 각종 삶의 

질과 가상현실에 대한 설문지 그리고 뇌파가 

활용되었다. 

2. 관련연구 

VR 는 가상의 자극을 실감나게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정신장애를 위한 치료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VR 치료 시스템에 대한 사례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팔에서 통증을 느끼는 

헛팔통증 환자들에게 가상환경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팔이 보이고 움직이는 VR 시스템이 

존재한다. 해당 시스템에 대한 실험결과로 환자들은 

본인의 헛팔통증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고 [7] 가상 

팔이 본인의 팔과 같이 느꼈다고 응답했다 [8]. 이와 

비슷하게, 이명 치료 VR 시스템은 이명을 눈에 

보이면서 위치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오브젝트를 선보였다.[5] 이 시스템을 이용한 

치료가 이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였지만 [6] 해당 

시스템은 이명을 환자가 직접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시스템은 환자가 

직접 이명을 잡고 움직이고 삭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서 환자는 이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3. 이명 치료를 VR 시스템 

이명 치료를 위한 VR 시스템은 Unity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하드웨어로 Vive Pro 가 

활용되었다. 본 시스템의 음향은 HRTF 을 이용하여 

공간음향으로 개발되었다. 해당 음원 기능은 이명과 

각 가상환경의 환경음에 적용되었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본인이 들리는 이명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오브젝트를 찾고, 발견하여 제거하는 미션을 

수행했다.  

3.1 HRTF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Head-Related Transfer Function)는 

공간음향을 구현하는 기능으로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양쪽 귀에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간과 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제공한다. HRTF 의 

원리는 acoustic parallax 로 가상 오브젝트의 

위치부터 사용자의 양쪽 귀까지의 상대적이고 

유의미한 각도 차이이다 [9]. 본 연구의 음원 

시스템에 다양한 HRTF 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중 구글(Google)에서 개발한 

Resonance Audio 가 적용되었다. 이 공간음향 

효과는 가상 이명과 주변환경 소리에 적용되었다. 

가상 이명은 기존 이명의 종류로 알려진 5 개 

음향(whistling, hissing, roaring, humming, and a 

ringing sound)을 12 개의 데시벨 기준으로 

구현하여 총 60 개의 음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주변환경 소리는 각 가상 환경에 어울리는 환경 

음원으로 구현되었다. 

3.2 시스템 구성 

본 VR 시스템은 4 개의 가상환경(침실, 거실, 식당, 

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환경에는 가상 이명 

오브젝트와 해당 가상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환경 

음원들이 있다. 환경 음원의 예로는 식당의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거실의 TV 소리가 있다. 각 

환경 음원에는 공간음향이 적용되었고 이명소리와  

 

그림 1 VR 시스템내의 환자가 보는 화면. 본 그림에서 

빨강 원으로 표시된 가상 물체는 가상 이명 오브젝트이며 

왼쪽의 노랑색 박스는 가상 쓰레기 통이다. 

동시에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실제 

공간과 비슷한 환경에서 이명을 조절하는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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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된다. 또한 가상환경을 제공하는 순서는 주변 

환경 소음이 큰 환경부터 작아지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환자는 이에 여러 개의 치료환경을 

경험하면서 커져가는 이명 소리에도 이명을 

조절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환경 소음 큰 순서의 

환경: 거리> 식당> 거실> 침실) 

본 VR 시스템이 환자에게 보여주는 가상환경은 

그림 1 과 같다. 또한 본 시스템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환자에게 맞는 이명 소리를 제공한다. 

이명소리는 환자의 느끼는 이명에 대한 

서술 및 이명 테스트를 기반으로 최대한 

비슷한 소리로 제공된다. 

2. 치료가 시작되면 환자는 공간음향을 통해서 

들려오는 가상 이명 소리에 따라서 가상 

이명 오브젝트를 찾는다. 가상 이명 

오브젝트는 푸른색 빛나는 구체로 표현된다. 

3. 환자는 오브젝트를 찾으면 해당 오브젝트를 

집고 노란색 쓰레기 통에 버린다. 

4. 위의 과정(1 번~3 번)을 3 번 반복한다. (단, 

가상 오브젝트의 위치는 매회 다른 위치로 

설정된다.) 

4. 실험 

본 시스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이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이 진행되었다. 검증 

도구로는 이명에 대한 증상에 대한 평가하는 THI 

설문지, 이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여러 

활동에 대한 설문지 그리고 가상현실의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는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또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뇌파 검사도 검사도구로 

활용되었다. 해당 임상 실험은 IRB 으로부터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4.1 실험참가자 

본 시스템을 이명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명을 3 개월 이상 겪고 있는 환자 19 명(남:9 명, 

여:10 명)은 본 실험에 참여했다. 해당 

실험참가자들은 다른 이비인후쪽 및 신경학쪽 관련 

치료한 경력이 없었고 관련 질병도 없었다. 

4.2 실험디자인 

본 실험은 실험참가자 내의 실험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전체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각각 시점의 뇌파 및 

설문지 점수를 분석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본 실험을 위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3 번 방문했다. 첫번째 방문에는 뇌파 검사 및 

설문지 검사가 진행되었고 첫번째 치료가 가상 거리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다음 방문에는 두번째와 

세번째 치료가 각각 식당과 거실 환경에서 

진행되었고 마지막 방문에는 마지막 치료가 침실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음 뇌파 검사 

및 설문지 검사가 다시 진행되었다. 

4.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와 뇌파이다. 설문지의 

경우, 아래의 서술된 설문지들이 사용되었고 치료 

전후에 실험참가자들부터 설문이 진행되었다. 

설문지들은 이명의 증상을 자가보고식으로 

평가하는 이명장애지수, 이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는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관심영역 BA(Brodmann Areas)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24L 

24R 

Pregenual anterior 

cingulate cortex  

32L 

32R 

Subgenual anterior 

cingulate cortex  

25L 

25R 

Orbitofrontal cortex 10L&11L 

10R&11R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9L&46L 

9R&46R 

표 1 본 연구에 활용된 관심영역과 브로드만 영역(BA) 

⚫ 이명장애지수 

(Tinnitus handicap inventory) 

⚫ 고통에 대한 시각적 숫자 척도 

(Visual numeric scale) 

⚫ 수면의 질 지수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World health organization-quality of 

life assessment) 

⚫ 기분상태척도 (Profile of mood states) 

⚫ 병원 불안-우울 척도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 가상현실 멀미감 설문지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기존 주관적인 설문지를 넘어서 정량적으로 이명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EEG (Electroencephalography: 뇌파) 측정이 

진행되었다. EEG 를 Digital 40 ch Comet 

GRASS 로 측정되었다. EEG 패러다임은 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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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으로 눈을 감은 채로 3 분동안 측정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EEG 은 19 채널에 200 

Hz 의 샘플링 레이트로 0.1 Hz ~ 70Hz 의 주파수 

구간에서 측정이 진행되었다. Ground 채널은 왼쪽 

턱아래에 위치되었고, reference 채널은 FP1 과 

FP2 에 있었다. 총 21 개의 전극은 International 

10-20 EEG system 기준하의 16 개의 표준 측두부 

및 시상부 두피 부위와 Fz, Cz, Pz, A1 과 A2 으로 

구성되었다. 온저항은 5 kΩ 를 넘지 않았다. 

EEG 데이터는 MATLAB 의 EEGLAB(version 

2021)로 전처리 되었다. 연구자들은 먼저 average 

reference 를 기반으로 참조했고, 모든 채널에 대한 

Baseline correction 을 진행했다. 본 연구자들은 

불필요한 주파수를 지우기 위해서 1~55Hz 영역만 

남기고 2 초 에폭치에 따라 전처리된 EEG 데이터를 

나누었다. 다음에, artifacts 들은 ICA 분석과 EEG 

연구자의 검사를 통해서 제거되었다. 주어진 

에폭치들 중 각 전극의 진폭이 ± 75uV 를 넘는 

에폭치는 제거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참가자에 대한 

30 개의 무결점 에폭치 세트가 구성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전처리된 EEG 데이터을 이용하여 

이명과 연관된 영역으로 알려진 뇌의 영역에 대해서 

S o u r c e  l o c a l i z a t i o n 분 석 했 다 .  S o u r c e 

localization 은 각 전극들의 전류를 기반으로 

영역적인 전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뇌의 영역은 

표  1 를  기 준 으 로 

하였고 뇌파는 6 개의 주파수로 나뉘어졌다. (delta, 

1–4 Hz; theta, 4–8 Hz; alpha, 8–12 Hz; low beta, 

12–18 Hz; high beta, 18–30 Hz; and gamma, 

30–55 Hz) 해당 분석법은 sLORETA(standardized 

low resolution brain electromagnetic 

tomography)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5. 결과 

본 실험의 설문지 결과는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Wilcoxon signed-rank test 으로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명 증상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THI 는 낮아진 점수로 유의미한 증상 완화를 

보여주었다. (치료 전 평균: 50.11, 치료 후 평균: 

44.21, p<0.5) 더군다나, 19 명 중 12 명의 

실험참가자들은 치료 이전보다 이후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해당 설문지 외에 수면의 질 

지수도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냈다 (치료 전 평균: 

8.47, 치료 후 평균: 7.37, p<0.05). 나머지 

설문지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내지 않았다. 

뇌파의 통계분석은 Mann-Whitney U test 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들은 표 1 의 10 개의 영역에 

대한 치료 전의 뇌파와 치료 후의 뇌파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좌뇌의 Orbitofrontal 

cortex 에서 알파 주파수와 세타 주파수에서 전후 

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되었다 (p<0.05). 또한, 

두 주파수에서 치료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 커진 

 

그림 2 실험 전후로 차이가 난 뇌의 영역 

것으로 확인했다. 뇌의 영역은 그림 2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6. 토의 

본 연구는 본인의 가상이명을 직접 조정하고 

제거하는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VR 시스템을 

선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된 이명 치료를 위한 

VR 시스템이 실제 이명환자의 치료에 효과 있음을 

THI 의 점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줬다 

부가적으로 수면 질 지수가 VR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전되는 것도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명으로 파생되는 연관 증상들도 회복되는 것을 

확인되었다.  

뇌파 결과는 Orbitofrontal cortex 영역에서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의 전류량이 증가한 것을 

보여줬다. Orbitofrontal cortex 영역은 이명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담당한다. 해당 영역에서 

알파 주파수의 증가하면 고통에 대한 시각적 숫자 

척도가 좋아지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Orbitofrontal 

cortex 의 알파 주파수의 증가는 해당 영역에서 

환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변화는 이명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10]. 또한 

소리를 처리하는 영역 중 하나인 Orbitofrontal 

cortex 영역의 세타파의 증가는 다른 이명에 대한 

연구에서 이명 증상이 완화된 그룹에서 발견된 뇌파 

변화이다. 또한 이 변화는 작업 기억 능력이 

활성화되고 적당한 수준에서 조절됨으로 해석될 수 

있다 [11]. 이렇게 본 VR 시스템은 감정 조절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또한 다중감각 작업에서의 

실행 조절능력 개선시키는 것을 본 실험의 뇌파 

결과를 통해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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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연구자들은 이명 환자가 이명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가지는 가상현실 치료 시스템이 개발했다. 

더불어 해당 VR 시스템이 이명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본 시스템은 이명을 

직접 컨트톨러로 잡고 조절할 수 있는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어졌고 이명 소리는 공간음향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임상 실험에서는 총 4 개의 

가상공간에서 이명을 제거하는 치료가 진행되었다. 

이명의 증상을 보고하는 설문지인 THI 와 이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의 질과 연관된 설문지 

결과에서 관련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서 본 실험은 해당 VR 프로그램을 통한 

이명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치료 프로그램 전후의 뇌파 변화로는 

Orbitofrontal cortex 영역의 알파, 세타 내의 

증가를 확인했다. 이 변화는 환자의 이명 발생과 

연관 있는 감정 조절 시스템을 회복하고 다중감각 

작업에서의 실행 조절능력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자들은 

VR 시스템을 통한 이명 치료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로써 가능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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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전동 킥보드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킥보드에 2 인 이상 

탑승하는 문제는 법적 제약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인 탑승 시 
킥보드가 작동하지 않는 문헌 조사에서 제시된 기술과 

관련 앱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프로토타입 앱에서 제공하는 
2인 이상 탑승 상황 전달, 또한 시나리오 설명을 통해서 

느끼는 점을 수집하는데 집중하였다. 실험 결과, 인터뷰 
대상자는 2 인 이상 탑승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킥보드가 멈추는 방안에 적극 동의하였다. 또한 앱에서 

정보를 주는 방향을 보다 긍정적임을 확인 하였다.  

주제어 

킥보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공공 서비스, UX 

1. 서 론 

1.1. 연구배경 

전동 킥보드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대체할 수단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을 비롯해 파리, 

마드리드 등 유럽의 대도시에서 대중화에 성공했다.[1] 
현재 한국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성의 장점을 
바탕으로 성남시 분당과 판교,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서 호평 받으며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1] 

최근, 이러한 전동 킥보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킥보드 주차,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연구이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가 1인용에 집중한 퍼스널 모빌리티로서 주행할 

수 있는 사용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운송 수단이다. 즉, 일반 승용차에 앞뒤 

6인 이상 탑승 금지와 같은 법안이 적용될 수 있는 운송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는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문제로 삼고 있다.[2] 

이에 본 연구는 2인 탑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대하여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로 인한 모든 활동에는 

주체와 피주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동 킥보드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이용자와 비 이용자를 분석하고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더해 좁은 범위부터 완성도 높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고, 앱을 통해 예약하고 관리하는 전동 킥보드 
서비스에 도움 되는 공공 서비스로써 UX를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접근 

본 연구는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 비사용자를 

구분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2인 이상 
탑승하는 상황에 대하여 경험자, 미경험자로서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수집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20~30 대를 대상자로 
설정한다. 이는 20~30 대의 탑승자로부터 사고가 
최다로 일어났기 때문에,[3] 다른 연령층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UX 디자인의 프로세스인 퍼소나 설정과 

고객 여정 지도 등을 통해서 2인 이상 탑승하는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바탕으로 컨셉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유 킥보드  

특정 지역에 놓여진 전동 킥보드를 스마트폰의 앱으로 
예약하고, 운전하면서 빠르고 쉽게 목적지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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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공유 킥보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유 킥보드 
사용량은 2020년 기준으로 1년 새 3배가 증가할 만큼, 

대중적인 운송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4]  

이런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데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전동 킥보드를 제공하는 기업의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서 킥보드를 인증받고, 운전하며, 사용이 
종료되면 운행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공유 킥보드 사용 과정의 단계  

2.2. 공유 킥보드의 사회적 문제 

공유 킥보드의 이용객이 늘자 그만큼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삼성화재에서 공유 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의 3년간 집계가 총 4502건이었는데, 

2019년 878건, 2020년 1477건, 2021년 2177건으로 
약 2.5배로 증가하였다.[5]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 운행에 운전면허 확인을 절차를 강화하는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6]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서, 
1 인용 전동 킥보드에 2 인 이상이 탑승하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2] 

전동 킥보드는 전동 이륜 평행차로써 도로교통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 제 50 조 10 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제시한다. 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전동 킥보드는 승차 정원이 

1명임으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2 인 이상 탑승으로 

인한 문제와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7]  

 

그림 2. 2인 탑승한 공유 모습 조사 과정 

2.3. 전동킥보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 

[그림 1]과 같이, 공유 킥보드 서비스 이용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진행된다. 위 과정에서 운전을 시작하고 
종료되는 단계에서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운전자의 안전 
및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킥보드와 관련한 앱의 프로그램 개선, 운전 중 

안전을 위한 헬멧 개선 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한 2가지 연구에 
집중한다. 이는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사용자의 운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헬멧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연구이다.[8] 또한, 2인 이상이 탑승하면 전동 킥보드 
자체가 정지하는 로드 셀 기술에 대한 제안이다.[9] 위 

문헌 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표 1. 문헌조사 내용 정리 

목적 내용 

헬멧 착용 킥보드와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를 감지 

운행 중지 다인 탑승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 적용 

3. 선행조사 

본 연구는 [표 1]의 내용을 융합하는 방법의 컨셉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는 2 인 이상 탑승이 감지되면, 

킥보드와 연결된 스마트폰이 상황을 감지하고, 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용자 경험이다.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고객의 관점에서 어떠한 니즈가 있고, 앱으로 

구현될 경우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보여줘야 하는지를 

확인하여 컨셉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인터뷰 

현재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 탑승하는 상황에 대하여 
킥보드 운전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관점을 모두 수집 
하고자 한다. 이는 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해관계로서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가 부정적 인식을 찾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10]  이를 위해, 2022 년 9 월 

3 주차부터 10 월 2 주차까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전 조사에는 총 30 명이 참여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터뷰에서 주로 제시된 답변은 

[표 3]과 같다.  

표 2. 사전조사 결과 (n=30) 

질문 경험자 비경험자 

2인 탑승은 위험한 행위이다. 10 13 

킥보드는 사회적으로 피해를 준다. 8 10 

2인 탑승 킥보드와 충돌은 
사람이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다.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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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전조사 인터뷰 내용 

답변 

안전이 보장된 방법으로, 2인이 타면 곧장 운행이 
중지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제약에 위반된다는 것을 즉각 깨닫게 해야 한다. 
T맵은 운행 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속도위반 등에 
끊임없이 알려주는 방법처럼 말이다. 

개인운전면허증을 앱에서 인증한 뒤에, 문제의 상황이 
일어나면 벌점으로 이어지게 하면 좋겠다. 

최근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은 법적 처벌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2인 이상 탑승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의 무게가 과하거나, 무게 중심이 인지되는 곳이 2개 
이상이 되면 운행이 중지되도록 하면 안 될까? 

[표 2], [표 3]과 같이, 이해관계자는 2인 이상 킥보드 
탑승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사고 위험성, 사회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인식에 동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터뷰에서는 법적 제약을 

강하게 하는 방안, 개인인증 수단인 운전면허증과 
연결되어 벌점 및 전자 킥보드의 운전 정지 기간으로 
제약하는 방법, 기술적으로 2 인 이상이 탑승할 경우 

인지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3.2. 퍼소나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용자로써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한다. 퍼소나는 UX 연구 및 
실무에서 서비스에 연관된 가상 인물을 설정하여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퍼소나는 2 인 탑승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주변의 지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며 
습관적으로 2 인 탑승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는 

상황이다. 또한, 전동 킥보드 문제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다소 높은 사고율을 발생하는 20 대로 퍼소나를 
설정한다. 퍼소나는 학생으로, 대중교통을 환승하며 

탑승할 때 생기는 시간,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상황이다.[그림 3] 

그림 3. 퍼소나 설정 

3.3. 고객 여정 및 이해관계자지도 

퍼소나에서 제시한 상황을 감정 변화에 따라 고객 

여정과 이해관계자 지도를 만든다. 이는 UX 연구 및 
실무에서 고객과 서비스가 만나는 전후의 상황과 관계된 
요인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실질적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객 여정지도는 다음과 
같다. 야간에 지인과 함께 2 인 탑승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 이에 2인 이상이 

탑승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킥보드 내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대수롭지 

않게 함께 탑승하는 인식에 대한 개선과 2 인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고객여정지도  

이해관계자 지도에선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2인 탑승자와 비 이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요인, 문제에 
집중하였다. 공유 킥보드는 탑승자에게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2 인 탑승을 
하였으며 이는 비 이용자에겐 킥보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로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서비스가 
비이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며 조금더 
강력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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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해관계자 지도  

3.4. 컨셉 디자인 방향 

상기의 시나리오 상황 및 이해관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인(key feature)을 설정하기 위해서, 인터뷰 
내용 및 시나리오, 이해관계 상황에서 문제로 제시한 
부분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그룹화하여 3가지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2 인 이상 탑승 시 운행에 제약을 두기 위해 
킥보드와 연결된 스마트폰에 Lock이 되는 상황을 전달 

한다. 둘째, 킥보드를 이용하며 위반한 내용을 경고 
알림을 통해 전달한다. 셋째, 이용 시 위반한 내용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하여 누적된 경고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표 4] 

표 4.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내용 방향 

- 2인 탑승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 

- 킥보드는 스마트폰과 연결 
되어 운행/정지 상태에는 절대 
작동하지 않도록 함. 

2인이상 탑승 시, 

스마트폰에서 
Lock되는 상황을 전달 

- 도로교통법에 2인 탑승이 
위법임을 전달.  

- 강력한 법적규제로  문제와 
직결되게 하여 위험함을 알림. 
- 앱에 연동된 운전면허증에 

벌점이나 경고가 필요. 

스마트폰에 Lcok 
상황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과 
문제될 상황을 경고 

- 누적되는 문제를 집계해 
전달. 

- T맵에는 운전자 점수를 
만들고, 운전점수에 문제가 된 
원인을 텍스트로 전달 

2인 이상 탑승한 일정, 
날짜 등을 기록하여 
후에 문제가 될 경우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전달 

4. 컨셉 제안 및 검증 

본 연구는 2-3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제시한 2인 이상 
탑승 인지 기술과 사용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폰의 환경, [표 2]와 [표 3]에 제시된 스마트폰과 
연결된 상황과 기술적인 제약을 두는 방법, 법적 조치의 
상황을 바탕으로 UI 및 2 인 이상 탑승자를 인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컨셉의 킥보드 디자인을 제안한다. 

이는 기술적으로 2인 탑승을 못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급작스럽게 멈춘 상황에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존 야블로스키(J. Yablonski) 

가 제시한 UX 디자인 심리에서 모든 시스템은 단순화 
할수록 정보가 복잡해진다는 ‘테슬러 법칙’으로 판단한 

관점이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적 상황을 둔 
유형과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을 구분하여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확인하고자 한다.  

4.1. 컨셉 디자인 및 연구 모형 

컨셉 디자인의 프로토타입에선 2 인 탑승 시 시스템 
적으로 제약을 두는 상황에 집중한 UI 화면이다. 해당 

화면에선 우선 이용하려는 킥보드의 QR코드를 인식 후 
시작된다. 이 때, 2 인 이상이 탑승하게 되면 Lock 이 
걸리게 되면서 동시에 이용법 위반 경고를 팝업 화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후 탑승자 한명이 내리고 
나면 Lock이 풀리게 되면서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받은 경고 1회는 경고 기록 히스토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에선 탑승 인원 초과, 
헬멧 미착용 등 킥보드를 이용하며 위반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합한 안전 운전 점수도 확인이 

가능하다. 2인 이상이 탑승하였다면 발판의 어느 부분에 
무게 중심이 집중된 상황이 되면, 앱 내 UI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컨셉 UI 화면 

본 실험에서는 상기의 앱이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과 
앱이 없는 상황을 구분하여 사용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운전을 시작 
하거나 운전 중인 경우에 사용자에게 어느정도 가치로 
작용할지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는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표 4]로 정리한다. 그리고 연구 모형은 

[그림 7]과 같다.  

표 5. 시나리오 UI 화면 

Scenario App. O App. X 

#1 다인 탑승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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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정보 전달 차이) 

어플리케이션에
서 발판에 무게 
중심 변화 상황 

전달의 차이가 
있다. 

  

 

#2 다시 혼자 
탑승 

어플리케이션에
서 잠금 풀린 
정보 전달 차이 

  

#3 벌점 정보 

어플리케이션에
서 문제 상황을 
인지 하여 
벌점을 체크 한 
내용을 확인 

 

 

 

그림 7. 연구 모형  

4.2. T-test 검증 

[표 5]의 시나리오에 대한 공공 킥보드 유형에 대하여 

고객이 느끼는 점을 확인하고자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선행조사에서 고객이 느끼는 경험에 대한 만족도 
평가 요인을 바탕으로 한 요인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 

한다. 이는 만족, 고민의 정도, 재사용 의도이다.[12] 위 
요인은 킥보드 컨셉 디자인의 기능적인 무게중심 인식 및 

앱 화면으로 정보 전달의 평가 요인으로 설정했다.  

표 6. 설문조사 내용 

 요인 내용 

만족도 본 킥보드의 제한 기능이 안정성에 충분 하다고 

생각하나요? 

고민의 

정도 

본 킥보드 제한 기능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었나요? 

재사용 

의도 

본 킥보드 제한 기능이 있음에도, 본 서비스를 다시 

사용할 건가요? 

실험은 11 월 10 일부터 15 일까지 총 83 명을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내용에서 앱이 

있는 유형이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인 평균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T-test 검증 결과, p 값은 모두 0.05 이하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를 통해, 2인 이상 탑승 시 킥보드가 멈추는 유형 
모두가 3.5 이상으로 인정할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즉, 
2 인 이상 탑승 시 킥보드 운행이 중단된다는 기능은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하여, 
앱이 있는 경우 정보전달 측면에 있어 만족감이 높고, 

고민이 덜하며, 재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T-test 검정 결과 

 요인 독립변수 M F Sig 

만족도 App O 4.68 27.201 .005 

** App X 4.24 

고민의 
정도 

App O 4.57 6.410 .000 

*** App X 3.95 

재사용 
의도 

App O 4.56 4.542 .000 

*** App X 3.89 

*** p<0.05,  **p<0.01,  *p<0.001 

4.3. 소결 

본 실험은 T-test 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 후 무형식 인터뷰를 통해, 본 실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나 영향, 혹은 도움이 될 방안이나 문제로 예측 

되는 주관식으로 수집하였다.  

첫째, 킥보드가 2 인 이상 탑승할 경우에 정지하는 

상황은 앱의 유무를 떠나 모두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설문조사 평균값이 모두 3.5 이상임으로 만족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교통 법규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킥보드가 멈춘다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시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헬멧을 잘 쓰고 

타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와 같은 수단이 효율적일 

것이라 제시됐다. 

둘째, 앱을 통해 사용자가 본인의 운전 이용 습관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 습관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돼 바람직한 안전 운전을 장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검증 

결과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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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용자의 운전 점수화는 개인의 운전습관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사용자 
경험이 보다 긍정적이다. 이는 위의 T-test 결과에서 

앱이 있는 상황이 긍정적이었고, 그 차이는 유의미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갑자기 움직이지 않을 때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당황할 수 
있으며 이는 앱을 연동하여 함께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정보를 채워 이용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넷째, 다만 킥보드를 이용하며 정보 확인을 위해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자칫 휴대폰에 시선이 빼앗겨 

또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반응이 있었다. 이는 운전 중 휴대폰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닌, 스마트 와치와 연동하거나 킥보드 자체의 알림, 

진동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운행이 끝난 후 운행 
결과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전시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공유 킥보드를 2 인 이상 탑승하는 문제를 

방지하는데 있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정보 전달하는 
방법이 미치는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킥보드를 2인 이상 탑승 시 멈추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런 규제는 
기존의 공유 킥보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이용함으로써 
킥보드 운행 시 안전에 관한 여러 정보를 확인함에 있어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개인의 운전습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대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전시 핸드폰 이용에 관한 안전 우려의 반응에 

대해선 스마트 와치 활용이나 킥보드 자체의 알림, 진동 
등으로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우려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2인 이상 탑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시각적 정보 전달을 활용하는 

방안이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제로 킥보드를 사용하며 설문조사를 
하지 못한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연구로서 실제 
킥보드와 모바일을 연동하여 느끼는 점을 사용자 경험 
으로써 수집하여 안전한 킥보드 운행 문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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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표준어를 구사하는 대부분의 AI 어시스턴트와 달리 

여성 목소리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AI 음성 

비서의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사용자 

반응 연구를 하였다. 연구는 여성 사투리 음성 AI 가 

성별에 따른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집 

하는데 집중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 사용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반면에 여성 사용자는 

남성사용자에 반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성 

사용자들은  여성 사투리 음성 AI의 추후 사용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AI, AI 어시스턴트, TTS, UX, 사투리 

1. 서 론 

1.1 연구배경 

AI 어시스턴트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어를 인식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이다. AI 어시스턴트에는 

다양한 목소리와 말투가 있는데, 이는 AI 의 목소리 

톤, 크기, 소리 등 비언어적인 부분이 사용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  

상기의 비언어적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말투의 

특성은 사람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2] 또한, AI 어시스턴트가 사용자 출신지역 

사투리를 구사할 경우, 사용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3]  

이처럼 비언어적 특성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는 

문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 여성의 사투리를 

구사하는 AI 음성비서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확인 

하고자 한다. 이는 지방 사투리를 구사하는 여성의 

애교에 대한 반응의 유튜브 콘텐츠, 인터넷 기사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 밈 중 하나로서 검색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 음성 어시스턴트가 여성의 

목소리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경우, 타지역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I 음성 비서의 의인화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접근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가 경상도 여성의 사투리를 

구사할 경우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AI 어시스턴트가 활성화 된 영상에 

목소리를 합성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실험 참여자 

에게 간접적 경험을 하게 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가 활성화 되고, 질문하고,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태스크 과정으로 

제작된다. 사용자는  처음에는 ‘시리야’, 중간에 ‘음악 

재생해줘’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태스크 과정에서 

듣는 보이스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항목은 

선행 연구에서 AI 음성이 사용자 정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시된 요인인 인지된 의인화, 친밀성, 

즐거움, 만족도[4] 를 참조한다. 본 연구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상호작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7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7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위에서 선정한 요인들을 순서대로 상호작용, 따듯함, 

매력적, 만족감으로 풀어 진행한다. 설문조사와 함께, 

실험에 참여자들의 생각을 간단한 무형식 인터뷰로 

조사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변수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가 경상도 여성의 사투리를 

구사하는 경우, 온라인 밈으로 다뤄지는 여성 

사투리를 애교로 듣는다는 내용과 같이 심리에 

효과를 작용하는지 확인한다.  

2. 이론적 배경 

2.1 AI 어시스턴트의 보이스  

AI 어시스턴트는 사용자가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목소리와 명령어를 인지하고 요청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AI 

어시스턴트는 사용자의 보이스를 인식하고 해석한 뒤 

결과값을 텍스트로 전달하는 형태와 결과를 보이스로 

전달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보이스로 사용자와 

대화를 하는 형태의 AI 어시스턴트는 스마트폰, 

TV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AI 어시스턴트는 표준어로 구성된 남성, 

여성의 목소리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표준어가 한 나라의 언어적 통일성을 위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언어 관습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전 지역에서 구사해도 정보 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구사 하게 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AI 어시스턴트의 보이스는 사용자 기호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AI 어시스턴트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는 

기본으로 보이스 외에도 별도의 보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남성, 여성의 성별로 구분된 보이스이다. 

또한, 특정 연예인의 목소리를 TTS 를 구현하는 

서비스를 있는데, 연예인 ‘유인나’ 목소리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네이버 AI 클로바가 사례이다. 그 외에도, 

카카오에서는 친구같은, 친절한, 장난스러운 

보이스와 같이 감정표현이 되어있는 보이스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림 1] 

그림 1 기업의 AI 어시스턴트 목소리 설정 UI 화면 

2.2 비언어적 요인 

대화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이는 정보를 주고받는 언어적 특성과 소리에 

해당하는 음성 특성이다. 여기서 음성 특성은 

‘비언어적 요인’에 해당한다. 이는 언어가 아닌, 

목소리의 톤, 빠르기처럼 언어가 아닌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요인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느낌, 

신념체계, 지식, 기대를 포괄하는 인지 구조에 

해당하는 고정관념(stereotype)이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5] 여기서 고정관념은 남성, 

여성의 목소리 톤에서 느껴지게 되는 사람의 기대 

심리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상황에서 전문가로 느껴지는 보이스에도 성별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6] 

이러한 비언어적 특징 중 하나로 사투리가 있다. 

사투리는 표준어와 차이가 나는 억양과 운율에서 

느껴지는 비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투리는 표준어가 아닌 특성 지역에서 구사 되는 

방언을 뜻한다. 대화 구성원이 출신 지역의 사투리를 

서로 구사하게 되면, 친밀감과 같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구글, 유튜브 검색을 

통해 확인한 온라인 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투리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애교, 남성성 

혹은 여성성 어필에 대한 방송의 하이라이트 부분, 

유튜버의 실험 영상 등을 찾아볼 수 있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7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7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그림 2 유튜브에서 검색한 사투리 키워드 검색 결과 

또한, AI 어시스턴트가 사용자 출신 지역의 사투리를 

구사하게 되면 친밀감이 향상하기도 한다.[3] 이처럼, 

비언어적 요인은 사람 간 대화, 사람과 AI 어시스턴트 

간 대화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3 AI의 의인화 

최근, 사용자와 AI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발전하는 기술을 통해서 

AI를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접근하는 방식이다. AI가 

보다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의인화하는 접근도 

방법 중 하나다. AI 의 개성이 뚜렷할수록 사용자의 

심리는 영향을 받게 된다.[5]  

이러한 의인화 방법으로서, 실제 의인화(저/고)와 

메시지(하위수준 예방, 상위 수준 향상)가 다른 

경우를 기반으로 할 경우, 의인화가 명확히 된 AI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10] 이처럼 사람에 

가깝게 의인화를 한 AI 일 수록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인데, 이는 사회적 측면, 사용자의 심리와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이를 통해, 의인화가 명확한 AI 어이스턴트일 수록, 

사용자 및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의 의인화 개성에 있어, 대화 

관계자의 정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요인인 사투리, 성별의 요인을 접목하고자 한다. 이는 

사투리를 구사하는 경우 이를 애교로써 느껴진다는 

내용의 온라인 밈과 컨텐츠의 내용이 연구로서 

부족한 점, AI 가 위 상황을 구현할 경우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3.1 사용자 시나리오 

실험을 위해서 사용자 시나리오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실험 참여자가 태스크 수행 과정에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사용자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AI 어시스턴트를 활성화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의 약 1분 가량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다. 시나리오에 사용자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AI 를 활성화하고, 특정 기능과 

서비스를 요구한다. 그리고 AI 를 비활성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사용자 시나리오 

태스크 대상 시나리오 및 대사 

AI활성화 사용자 “시리야” 

AI “어, 내 불렀나?” 

태스크 

수행과정 

사용자 “오늘 날씨가 어때?”  

AI “ 오늘 날씨 

햇빛 쨍쨍하이 좋든데?” 

사용자 “날씨에 맞는 노래 틀어줘!” 

AI “기깔나는 거 하나 있지, 

기다리 봐라~” 

(화면) 음악 앱 접속 및 음악 재생 

AI “이 노래 좋다 아이가?” 

사용자 “고마워” 

AI “내 생각날 때 또 불러래이” 

AI 비활성화 (화면) AI 모션 사라짐 

3.2 실험방법 

실험은 [표 1]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실험물을 

만든다. 실험물은 스마트폰 목업 화면에서 태스크 

수행 과정에 보여지는 UI 화면, AI 와 사용자의 

보이스가 들리도록 만든다. 태스크 수행 과정에 대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피험자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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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5점 척도로 구성된 요인을 실험 참여자가 

평가 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이는 

대화 구성원 사이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심리적 

요인을 바탕으로 구성했다.[7-8] 정서, 심리적 요인만 

설문조사로 확인하는 이유는 문헌조사에서 비언어적 

부분이 정보 전달과 같은 사용성 관련 측면에서는 

영향이 무의미 하나, 사용자 심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부분을 참조하였기 때문이다.[1] 

설문조사 문항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내용 

요인 질문 

상호작용 AI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듯 느껴졌나요?  

따뜻함 AI와 대화가 다정했나요? 

매력적 AI의 대화가 매력이 있었나요??  

만족감 AI와 대화를 다시 하고 싶으신가요? 

 

3.3 실험물(컨셉디자인) 

실험물의 UI 화면 모습은 [그림 3]과 같다. 

실험물에서 보여지는 1분 가량의 시나리오 영상에서 

목소리는 사투리를 구사하는 여성의 목소리로 구성 

하였다. 

 

 

그림 3 실험물 UI 화면 (영상) 

3.4 연구모형  

본 실험은 여성의 보이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성별을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독립변수를 남, 녀로 

설정하고, 둘의 차이를 T-test 로 확인한다. 연구 

모형은 [그림 4], 가설은 [표 3]과 같다.  

 

그림 4 연구모형 

표 3. 연구가설 

가설 

H1 상호작용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H2 따듯함을 느끼는데 성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매력적이라 느끼는데 성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 만족감을 느끼는데 성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실험결과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 사용 경험에 다소 많은 

20~30대로 선정하였다.[9] 설문 조사는 10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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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1 월 2 주차까지, 총 134 명을 조사하였다. 

여성은 76명, 남성은 58명이었다.  

4.1 T 검정 결과 

본 실험은 남녀 성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T-검정을 진행한다. 

이는 두 집단의 표본으로 부터 추정된 분산,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검정 결과에서 남성은 모든 요인의 

평균값이 3.5 이상이었고, 여성은 3.5 이하 였다. 즉, 

남성에게서 경상도 사투리로 구사하는 여성 보이스의 

AI에게 만족할 수준을 느끼고, 여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따듯함, 만족감은 p 값이 0.05 

이하임으로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매력적 요인에서는 0.05 이상임에 따라 차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가설 [H-1], 

[H-2], [H-4]은 채택하고, [H-3]은 기각한다.  

 

표 4. T-test 검정 결과 

 요인 독립변수 M F Sig 

상호 

작용 

여성 3.32 .199 .007 

** 남성 3,83 

따뜻함 여성 3,43 10.565 .003 

** 남성 3.98 

매력적 여성 3.30 2.773 0.54 

남성 3.71 

만족감 여성 3,25 6.567 .005 

** 남성 3.88 

*** p<0.05,  ** p<0.01,  * p<0.001 

4.2 인터뷰 결과 

[표 2]의 설문 조사에서, 정량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관식 질문을 통해 정성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상황에서 반복된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표 5. 인터뷰 결과 

답변 

사투리를 구사하는 AI는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기존 Ai는 표준어 기반이 대부분이라 다정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여성의 사투리 음성은 영화나 대중매체에서 비춰지는 것 

처럼 귀여움을 느낀다. 

새로운 경험이기는 하나, 사투리 보이스 자체의 매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다시 경험 해보고 싶다. 제대로 구현이 된다면 충분히 사용 

의사가 있다. 

경상도 사투리도 대구, 부산이 다르듯, 부산을 선호하다 

보니 대구 사투리가 억세게 느껴졌어요.  

여성 사투리만 쓰는 점은 조금 거북하게 느껴졌다. 왜 이런 

애교와 같은 말투는 여성으로 해야 하는지 조금 불편했다.  

주변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대화를 

할 때 마다 그들의 억양에서 재미요소를 느낀다. 그런 

재미요소가 AI에 접목된다면 흥미로울 것 같다. 

 

위의 결과와 같이, 특정 성별이 사투리를 구사하는 

상황에 대하여 성별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수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친밀감 혹은 사람같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 

하였다. 이는 평균 검증에서도 확인한 결과로서, 특정 

성별에 발언하는 사투리에 대해서, 사용자의 성별 

상황을 보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소결 

본 연구는 T-test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AI 어시스턴트에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여성 음성이 나올 경우 남성 사용자는 긍정적인 

경험을 나타냈다. 설문과 인터뷰 결과에서 남성 

사용자는 딱딱하게 느껴지는 기존 표준어 Ai와 달리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부드럽고 친근한 대화 환경 

이라 느꼈기에 음성에서 느껴지는 친근감과 재사용 

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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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 사투리 Ai 어시스턴트와 대화 시, 여성 

사용자는 남성 사용자에 비해 만족도가 낮다. 총 

4 가지 요인(상호작용, 따뜻함, 매력적, 만족감)을 

토대로 여성 사용자의 만족도 연구 결과, 평균 

만족도로 설정한 3.5 점 이하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사용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설이 채택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AI 가 여성의 보이스로 사투리를 구사하는데 

매력적이 차이를 만들지는 못한다. 이는 본 실험의 

한계와도 맞물리는 점이 있다. 이는 T-test 에서 

매력적 요인이 무의미한 점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답변 중에서, 특정 성별의 사용자에게 

특정 성별의 AI 보이스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 

또는 경상도일 경우에도 남북쪽 사투리가 다르다 

보니 선호하는 사투리가 다르면 매력적인 포인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했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성 목소리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AI 어시스턴트의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사용자의 반응 연구하고자 하였다. 여성 사투리 

어시스턴트를 경험한 사용자를 남, 녀로 나눠 연구한 

결과, 남성 사용자의 경우 여성 목소리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AI 어시스턴트의 사용자 경험 

요인 조사는 3.5점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여성 사용자의 경우 평균치로 세웠던 3.5 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 여성 사용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남성의 경우, 딱딱한 어투의 표준어를 구사하는 기존 

AI 음성비서에서 느꼈던 경험과 다르게 사투리를 

구사하는 여성 AI 음성 비서에게는 부드럽고 친근한 

환경 안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이 느꼈기에 

친근감과 재사용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 

또한, 매력적 요인에서 무의미하다는 검증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특정 성별의 목소리가 청자에 

해당하는 특정 성별에게 다르게 작용하는 점과 

더불어 경상도의 남북쪽 사투리가 다른 점도 매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제 AI 목소리와 톤에 가까운 

TTS로 제작하여 실험하지 못한데 있다. 이에 사람에 

가까운 발화 방법이 사용자에게 느껴지는데 다소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실험에서는 TTS 에 가까운 발화 방법의 사투리를 

구현하여 보다 명확한 실험을 하고자 한다. 또한, 

대구와 부산의 사투리가 차이가 있듯, 명확한 조절 

변인을 참조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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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에 사용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자아를 형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여러 계정을 SNS 에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SNS 에 여러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SNS에 접속된 모든 계정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게 된다. 이에 윈도우, 맥 OS, 
닌텐도 OS에서 사용자 별 계정을 분리하고, 계정 별로 
설정된 기능과 정보 알림이 다른 상황을 부계정을 

만들어 활용하는 상황에 활용하고자 한다. 실험은 
스마트폰 멀티 뷰에서 계정을 전환하고, 전환된 계정에 
접속된 서비스의 알림만 오도록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사용자는 자신이 설정한 
취향에 맞는 정보만을 받는 UI 구조가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했다.  

주제어 

SNS, 다계정, 부계정, 멀티 페르소나, UX 

1.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M, Z세대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취향에 따라서 
자아를 분류하고, 분류된 자아를 SNS 의 부계정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1] 이처럼 라이프스타일의 

취향에 따라 구성된 자아를 부계정으로 만들고, 본 

계정과 넘나들며 사용하는 것을 ‘멀티 페르소나’라 한다.  

하지만, 본계정과 부계정이 함께 접속되어 있는 일부 

서비스의 알림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 무분별한 
팝업, 정보 노출은 사용자에게 피로감을 노출하고, 

심리에 불편함을 유발하게 된다.[2]  

이에 본 연구는 본계정과 여러 부계정을 동시에 사용 
하는 MZ 세대의 사용자에 있어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 및 게임기 OS에서 사용자가 달라 계정을 

구분한 환경을 참조한다. 이는 각 계정마다 설정된 화면, 

정보, 알림 등이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1.2 연구 접근 

본 연구는 모바일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MZ 
세대로 설정한다.[3] 그리고 MZ 세대 중, SNS에 2개 

이상의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대상자를 선별한다.  

실험물은 사용자의 여러 계정에 대한 정보를 분류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팝업을 노출하는 유형과 실험을 위해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유형이다. 위 유형을 실험 
참여자가 사용한 뒤, 각 유형 별로 사용성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결과는 5 점 척도 조사로 수집한 정량 데이터와 
설문조사가 끝나고 간략히 진행한 3~5 분 가량의 

무형식 인터뷰의 정성적 데이터로 확인한다. 데이터 
분석은 유형 간 T 검정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리고, M, 

Z 간의 차이를 조절 효과로 확인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멀티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보이고자 하는 인물의 외적 

자아를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페르소나는 
사용자가 자신의 외적 자아로서 표현하고 구축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SNS 에 등록한 계정(account)으로 

설명할 수 있다.[4-5]  

최근 사용자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인 취향에 따라 
SNS 에 2 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1] 이러한 계정은 사용자의 다른 자아를 
표출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는데, 이는 최근 SNS에서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6] 이에 20~30대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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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취향을 분류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SNS 에 2 개 

이상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7].  

이처럼 여러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들은 자신이 노출되는 모습을 계정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계정 간 이동은 프로필 메뉴에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다. 

 

그림 1 인스타그램의 멀티 페르소나 사례 

이러한 사례는 국내 카카오톡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자신이 등록한 지인 리스트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멀티 프로필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카카오톡의 멀티 페르소나 사례 

이처럼, 미디어 플랫폼이 점차 인간의 삶을 밀접하게 
반영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멀티 페르소나는 타인 

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관리하는 문화로서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8] 

2.2 SNS 연결된 팝업  

현재 스마트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된 모든 
계정의 정보, 이벤트를 팝업으로 전달한다. 안드로이드, 

iOS에서 SNS와 관련된 팝업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안드로이드(위), iOS(아래) 팝업 구조 3 

 

현재 스마트폰에서 노출되는 팝업은 사용자가 접속한 
계정들을 분류하지 않고 전달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자신이 확인 하고자 하는 계정의 팝업을 찾는 과정에서 

희망하지 않는 계정의 정보마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용자에게 스트레스와 피로감과 같은 심리적 

악영향을 유발하게 된다[9,10].  

따라서, 현재 멀티 페르소나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팝업과 사용 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계정의 
팝업을 찾는 여정은 사용자 경험 에 부정적일 것이라 

예측된다. 

2.3 컴퓨터 및 게임기의 계정 분류 사례 

현재 컴퓨터 및 게임기의 OS 에서는 사용자 계정 

분류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가상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작업 환경을 분류하거나, 계정 별 화면을 

별도로 만드는 사례이다.  

계정 분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설정한 각 
계정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이다. 이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 맞는 구조이다. 가상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가상의 화면에 분 
류하고 작업 환경을 쉽게 이동하도록 한 구조로서, 이는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림 4 윈도우 10(좌) MacOS(우)의 가상 디스플레이 사례 

사용자 계정을 분류하는 것은 OS 부팅 후 메인 화면에 
접속하기 전, 자신의 계정을 선택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이다. 윈도우, 맥 OS 에서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부팅하면 계정 선택을 하는 화면에서 잠시 
멈추게 된다. 닌텐도의 게임 OS 에서도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을 찾아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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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컴퓨터의 계정 분류와 가상 디스플레이의 
구조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계정을 등록하고, 

상황에 따라 계정을 이동 하는 멀티 페르소나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 대의 기기에 계정, 가상 
디스플레이로 사용자 환경을 구분하 고 넘나들도록 한 

구조가 다소 유사하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사용자가 자신의 자아를 라이프스타일인 취향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자아들을 SNS에 계정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를 확인했다. 멀티 

페르소나 상황의 사용자는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팝업에서 자신이 원하는 계정의 정보를 확인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넘나들 수 있도록 구성한 컴퓨터 OS의 
가상 디스플레이 구조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모든 
계정을 가상 디스플레이에 분류하고,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의 취향에 따라 계정을 그룹화 하여 가상 

디스플레이를 설정하는 구조이다. 위 구조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가상 디스플레이에 접속된 계정의 팝업만 

노출될 경우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1 인터랙션 모형 

본 연구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여러 계정 
중에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인 취향에 맞는 계정들을 

가상 디스플레이에 그룹화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진행한다.  

프로토타입의 UI 구조는 접속된 모든 계정의 팝업이 

노출되는 현재 스마트폰의 구조와 가상 디스플레이에 

접속된 계정의 팝업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구분하였다.  

 

그림 5 멀티 페르소나를 위한 가상 디스플레이 컨셉 구조 

[그림 5] 모형에서, 현재 스마트폰 상황의 구조는 
관리자 모드로써 설정했고, 여러 계정들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그룹화하여 분류한 가상 디스플레이의 
상황은 우측 디스플레이 1 부터 5 의 상황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1~5는 서로 넘나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2 연구 모형  

실험은 (1)SNS 에 접속한 모든 계정의 팝업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현재 스마트폰의 A 유형, 
(2)실험을 위해 제작한 가상 디스 플레이의 B 유형을 
독립 변수로 설정한다. 그리고 두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더하여, 스마트폰의 사용 빈도가 높은 20~30대를 M, 
Z 세대로 분류하여 조절 변수로 설정한다. 이는 문헌 

조사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계정을 분류하고 
새롭게 만들어 활용하는 사용자를 20~30대로 제시한 
점과, 상기의 멀티 페르소나를 1997 년 전후 태생인 

Z 세대의 트렌드로 제시한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12]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연구모형 

3.3 실험물 

실험물은 독립 변수로 설정한 A, B 유형을 분리하여 
제작하였다. 이는 표 2 와 같다. 그리고, B 유형에서 

가상 디스플레이를 이동하는 구조를 [그림 7]에 

정리하였다.  

위 기능은 iOS 의 멀티 태스킹 화면의 하단에 영역에 

네비게이션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가상 디스플레이를 

넘나들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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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UI 유형 구분 및 설명 

Case A Case B 태스크 과정 

  

현재 SNS에 
접속한 계정의 
팝업 확인 

(잠금 화면) 

  

홈 화면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이동 

(홈 화면) 

  

현재 SNS에 
접속 된 

계정 확인 

(SNS 화면) 

  

현재 가상 

디스플레이에 
접속한 SNS의 
차이 (멀티 

태스킹 화면) 

 

그림 7 Case B의 가상 디스플레이 이동 UI 구조 

3.4 설문조사 

실험은 A, B 유형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SUS(System 

Usability Scale)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두 유형 간의 
사용성 차이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 기 위해서, SUS 
평가 항목의 평균으로 사용성을 평가하지 않고 모든 

항목에 대한 차이를 T-test로 확인하고자 한다.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조사 내요 

순서 내용 

1 본 모드를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다. 
  

2 본 모드는 불필요하게 복잡하다. (R) 

3 본 모드는 사용하기 쉽다 

4 본 모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다. (R) 

5 본 모드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잘 통합되어 있다. 

6 본 모드는 일관성이 없다. (R) 

7 사용자들이 본 모드를 쉽게 배울 것이라 

생각한다. 

8 본 모드를 사용하는 것은 복잡하다. (R) 

9 본 모드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을 느꼈다. 

10 본 모드를 사용하기 전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4. 실험결과  

실험은 2021 년 1 월부터 4 까지 M 세대는 50 명, 
Z 세대는 44 명의 총 94 명 피험자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피그마로 제작한 프로토타입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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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형 간 분석 

검증은 2 개 의 독립된 변수에 대한 비교를 검증하는 

T-test로 진행했다. 평균 분석에서 B 유형은 Q1, Q5, 
Q6, Q7, Q9 문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A 
유형은 쉽고 편리한 사용방법에 대한 문항에서 

평균적으로 긍정적이었고, B 유형은 재사용, 일관성,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측면의 문항에서 긍정적이었다. 
분산 분석에서 Q3, Q7 을 제외한 모든 p 값은 유의 

변수 0.05보다 낮았기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T-검정결과 (n=94) 

Q Case M SD F Sig 

1 A 2.40 .121 0.329 
*** 

.000 

B 3.78 

2 A 3.84 .120 0.123 
*** 

.000 

B 2.46 

3 A 3.54 .112 1.879 
 

.634 

B 3.49 

4 A 3.40 .124 0.015 

* 

.015 

B 3.05 

5 A 3.53 .134 0.227 

** 

.002 

B 3.91 

6 A 3.19 .133 0.018 

** 

.001 

B 3.56 

7 A 3.83 .130 0.144 .253 

B 3.98 

8 A 3.69 .121 8.260 

*** 

.000 

B 2.07 

9 A 2.93 .122 3.037 

** 

.001 

B 3.33 

10 A 3.74 .129 -.005 
** 

.003 

B 3.35 

* p ≤ 0.05., ** p ≤ 0.01., *** P ≤ 0.00 

4.2 조절 효과 분석 (사용자 세대 차이) 

본 실험은 사용자 세대의 차이로 설정한 M, Z 세대 
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진행한다. 분석 결과, 모든 p 값은 0.05 보다 높았기에 
사용자 세대 차이는 조절 효과로서 무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용자의 계정을 분류하여 팝업의 
전달받는 사용성의 차이 에 있어, 사용자 세대 차이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5. 조절 변인 분석 

질문 값 Sig 

1 0.014 .932 

2 0.021 .938 

4 0.478 .492 

5 0.065 .858 

6 0.002 .998 

8 1.241 .285 

9 0.661 .458 

10 1.371 .256 

4.3 인터뷰 결과 

본 실험에서는 사용성 평가 후 짧은 무형식 인터뷰를 

진행하여, 피험자들의 생각을 수집하였다 

첫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된 여러 계정 중, 사용자가 
희망하는 계정의 정보만 제공하는 사용성은 긍정적 
이었다. 현재 다계정을 사용하는 피험자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로서 ‘접속을 자주하지 않는 계정’에 
대한 정보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점은 스팸 메시지처럼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했다. 또한 지인과 관계들과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계정의 경우에는 
연락 혹은 이벤트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잦은 팝업 

노출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했다.  

둘째, 사용자의 상황과 역할에 따라 전달받는 팝업의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이는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대와 
업무 이후의 시간대를 분리하여, 각 상황에 맞는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가상 디스플레이 및 계정을 분류하면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위 의견은 
비즈니스 계정과 개인의 사생활 계정을 별도로 

분류하여 모바일을 사용하는 피험자에게 주로 제시 

되었다.  

셋째, 가상 디스플레이를 찾고 이동하는 과정이 여러 

단계로 되어있어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험자는 몇 차례 실험물을 사용하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구조에 대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했다. 이는 가상 디스플레이를 넘나드는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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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는 PC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동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5. 결론 

본 연구는 사용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인 취향에 

따라 개인의 외적 자아를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계정을 SNS 에 등록해 사용하는 멀티 페르소나의 

트렌드에 집중하였다.  

현재 스마트폰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여러 계정에 
대한 정보를 분류하지 않고, 무분별하고 팝업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불필요하게 확인하게 되기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등록한 여러 계정 중에서 유사한 목적의 계정을 
그룹화하고 이에 관련된 팝업만 노출되는 프로토 
타입을 통해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현재와 같이 모든 계정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팝업으로 노출되는 유형과 가상 디스플레이에 설정된 
그룹 내 계정의 팝업만 노출되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가상 디스플레이의 유형은 재사용, 
일관성,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 대한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었다. 피험자는 인터뷰에서 
계정의 목적에 있어 사생활 이 적극 반영되는 계정, 
소수의 깊은 인간관계와 소통하는 계정, 근무 외 시간에 

사용하는 계정으로 가상 디스플레이를 설정하면 잦은 
팝업 알림의 노출이 없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반응 
하였다. 이와 반대로, 쉽고 편리한 사용 방법과 이해도 

문항에서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피험자는 가상 
디스플레이를 이동하는 과정이 추가 되는 점, 홈 화면에 
차이가 없으면 현재 가상 디스플레이 위치를 알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한 유형 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더하여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은 20~30대를 M, Z 

세대로 구분하여 확인한 조절 효과는 무의미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분류한 
자아를 SNS에 여러 계정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멀티 

페르소나 트렌드에 있어, SNS에 등록한 여러 계정들을 
취향에 따라 분류한 가상 디스플레이에 그룹화하고, 
해당하는 팝업만을 받는 사용성은 다소 긍정적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성은 M, Z 세대 

모두에게 긍정적이게 느껴질 것이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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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과거의 아이덴티티 디자인(Identity Design)은 

제한된 틀 안에서 디자인되고 단순 변형되어 

활용되었던 데 반해, 현재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가변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디자인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 대중들에게 

브랜드의 인지도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추세이다. 즉, 제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며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identity)이다.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도래한 뉴미디어 때문인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한 상호작용 요소가 강한 매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많이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흐름을 살펴보고 

가변성을 유지하면서 주체성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현기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류법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시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체성 있는 도시 브랜딩’ 을 제작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아이덴티티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브랜딩, 브랜딩 

표현전략, 도시브랜드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뉴미디어(new media)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매체’라는 뜻으로 1980 년대 초반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다. 급속한 기술의 발달로 

인한 뉴미디어는 첫째, 모든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이원적(two-way) 또는 쌍방적(interactive)인 

것으로 바뀌어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탈대중화(demassified)로 

특정 계층을 목표삼기도 하며, 셋째, 끊임없는 

발전으로 모든 것을 전자식으로 바꾼다. 넷째, 

비동시성(asynchronous)으로 프라임 타임이나 

피크 타임 개념이 사라져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위해 등장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identity)는 기본 로고에 

상황에 따른 가변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변화하며, 복제 및 확장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뉴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매체나 사업 분야의 

확장에서 유기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많은 도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적용되어 사용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디자인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주체성과 정체성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브랜드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가변성을 유지하면서 주체성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의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을 통해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체성 있는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아이덴티티 디자인(Identity Design)은  어디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MI(Ministry Identity), 

UI(University Identity), CI(City Identity), 

WI(Web Identity), PI(President Identity)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종류 중 CI(City Identity)로 한정한다. 

   세계의 국가라고 하면 유엔 회원국 193 개와 

유엔 옵저버인 바티칸과 필레스타인까지 195 개를 

가리킨다. 그 외 대만과 코소보, 서사하라도 

국가로 취급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지만 공식적인 

국가 목록에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보통 

미승인국가로 분류되며, 이러한 상황의 국가들 

9 개와 195 개의 국가를 합치면 세계 국가 수는 총 

204 개이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령 

사모아 같은 속령 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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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288 개의 집단이 국가로 

나와 있지만, 이는 쿡 제도, 괌 등과 같은 속령을 

별개로 본 것이다. 한편 코소보를 별개의 국가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회원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195 개의 국가 중 39 개 국가의 63 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례연구 하였으며, 그 외에 

선행논문들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아이덴티티 디자인(Identity Design)의 개념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기업이나 브랜드가 갖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디자인이 해당되며, 넓게는 제품이나 

환경디자인을 통한 아이덴티티도 포함된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란 치열한 시장 환경 

속에서 가치, 이념, 특성 등을 시각적으로 상징화, 

시스템화  함으로써 기업과 제품의 신분을 명확히 

구축하고 대외적으로 기업의 철학과 제품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전달하여 브랜드 파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 및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경쟁력 있는  네이밍 개발과 독창적인 

아이덴티티의 개발, 고객의 요구 파악과 단계적인 

리뷰과정을 통한 최적의 이미지 마케팅 수단의 

개발과 지원, 고객의 가치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차별화 된 이미지 및 최적의 크리에이티브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창조하고 

마케팅 원리에 입각한 독창적인 이미지 전개를 

통해 이슈를 만들어 커뮤니케이션에 기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디자인, 마케팅, 감성, 심리학, 미디어 

등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합해야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야인 것이다.   

2.2 CI(City Identity)디자인의 개념 

CI(City Identity)는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 등의 가치체계를 유지하고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을 지역에 적용하여 

내부적으로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의 일관된 

정신과 행동양식의 도출을 통해 외부적인 공유를 

이끌어 내어 각 지역의 특성과 미래 비전에 맞는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림 1 지역 아이덴티티디의 구성요소(류승연, 황수홍, 

2010) 

또한 이상은(1998)에 의하면 지역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VI(Visual Identity)를 

지칭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심벌마크와 로고타입, 

슬로건, 캐릭터, 광고 등의 시각물로 구성되어 

지역의 이미지를 통일화하고, 나아가 지역 

조직원들의 행동양식과 이념을 통일시켜 지역 

활성화를 형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즉, CI(City Identity) 디자인이란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에 따른 비전과 철학, 조직의 

지향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실행하는 시각적 디자인 활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디자인요소에 따른 분류와 사례분석 

3.1 분류명칭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표 2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분석하여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상황에 맞게 디자인의 표현방식에 

따라 표 2와 같이 명칭을 6가지로 정리하였다. 

표 2. 분류 기준 

분류 명칭 선행연구 

심볼화 

(Symbol) 

이현미, 천은혜, 박진숙(2015) : 구체형 

심볼마크란 쉽게 의미를 인식,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상징물을 브랜드 마크로 활용하는 것. 

이니셜화 

(Initial) 

유희나(2004) : 브랜드명을 축약하여 이니셜로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짧은 시간에 강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나폴레스(V. Napoles) : 워드형 

심벌(타이포그래피 심볼)은 기업의 이니셜을 

합성하여 만든 모노그램이나 기업의 명칭을 

상징화 한 것. 

나카니시 모토오(1992) :이니셜 심벌과 

로도타이프형 심벌은 심벌의 조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니셜을 활용한 심벌. 

일본능률협회 종합연구소 : 이니셜 심벌이란 

심벌의 조형적 특징 중 이니셜을 활용한 심벌. 

패턴화 

(Patterning) 

여지환(2011), 김건호(2012) : 모듈러 

시스템은 조형요소의 차이가 있는 개별적인 

대상들을 기본 구성단위로 하여, 해체되어 

사용되어질 때도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이나 계획된 프로시저를 

통해서도 하나의 대표성을 지닌 아이덴티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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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수 있다. 

스토리화 

(Telling) 

여지환(2012) : 내러티브란 특정한 혹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는 이들에게 재현해주는 

이야 기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수적재현(Numerical 

Representation)을 언급하며 연속적인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는 것을 의미. 

프레임화 

(Framing) 

레프마노비치(2004) : 폐쇄적 상요작용성은 

고정된 구조에 들어가 있는 정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스템이라는 큰 틀 속에 갇혀 

있는 고전적인 로고디자인. 

모형화 

(Modeling) 

나폴레스(V. Napoles) 구상형심벌은 기업의 

성격이나 사업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물을 상징화한 것 

 

6가지 분류 명칭에 대한 설명은 표 3과 같다. 

표 3. 분류명칭 및 설명 

분류 명칭 설명 

심볼화 

(Symbol) 

심볼화는 각 도시의 높은 인지도를 가진 

상징물이나 랜드마크, 문화적 자원을 통해 

대표적인 상징물로 묘사한 것이다. 

이니셜화 

(Initial) 

이니셜화는 각 도시의 이니셜을 주도적 

상질물로 내세워 묘사한 것이다. 

패턴화 

(Patterning) 

패턴화는 도시의 높은 인지도를 가진 

상징물이나 랜드마크, 문화적 자원을 

단순히 활용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일련의 규칙을 부여해 패턴화하여 묘사한 

것이다. 

스토리화 

(Telling) 

스토리화는 각 도시를 대표하는 이야기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내 묘사한 

것이다. 

프레임화 

(Framing) 

프레임화는 각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을 

하나의 틀로서 표현하여 도시의 다양한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묘사했다. 

모형화 

(Modeling) 

모형화는 각 도시의 대표적 마스코트를 

개발하여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의 

콘텐츠를 창출한다. 

 

표 4 에서는 유엔 회원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국가 중 39 개 국가의 68 개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사례를 분류한 명칭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표 4 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요약하고 부록 

첨부로 대체한다. 

 

표 4. 분류명칭에 따른 사례조사 

분류 명칭 국가/도

시 

CI와 CI응용 분석 

심볼화 

(Symbol) 

프랑스  

파리 

 

역사적 ‘대형범선’ 

모티브의 현대적 

단순화. 

세계 수도로서의 

지위를 위한 

대문자 설정. 

엘살바도

르 

 

엘사바로드의 

자연과 풍경을 

드라마틱한 

시각성으로 복합 

형상화. 

주요 도시 자원의 

아이콘화. 

노르웨이 

오슬로 

 

오슬로 전통 

문양의 단순 

라인화. 

도시의 다양한 

풍경에서 정체성 

컬러 추출. 

대한민국 

인천 

 

바다와 하늘로 

열린 글로벌 

도시의 위상 전달. 

두 개의 ‘N’은 

‘연결과 확장’의 

의미를 반영. 

 

이니셜화 

(Initial) 

캐나다 

멜버른 

 

대문자 ‘M’을 

3차원 입체상으로 

분해, 재창조. 

확장과 창조의 

이미지를 통한 

도시 비전 환기. 

우크라이

나 

키예프 

 

원만한 ‘K’를 

기반으로 도시 

이미지 전달. 

도시의 직접적 

이미지를 

그래픽을 결합. 

패턴화 

(Patternin

g) 

벨라루스 

민스크 

 

현대, 역동적 도시, 

최대 교통 및 

물류센터, 

과학문화의 중심 

전달. 

조시문화(선), 

기술 

과학산업(블루컬

러)과 에너지의 

움직임 표현.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95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895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잉글랜드 

킹스턴 

어폰헐 

 

역사적 해양 

도시로서, 해상 

깃발의 추상적인 

문장을 패턴으로 

단순화.  

점, 선, 면을 

활용한 형태적 

확장을 통해 

생동감 있는 패턴 

체계 구축. 

스토리화 

(Telling) 

스위스 

취리히 

 

 

 

무한한 

메시지로의 

확장이 가능한 

워드마크 형태의 

스토리텔링 로고 

시스템. 

키워드의 변형 및 

다양한 

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연한 활용 체계 

구축. 

영국 

 

‘~is GREAT’라는 

메시지 형태의 

정체성을 브랜드 

메인으로 

스토리텔링. 

제약 없이 패러디 

될 수 있는 브랜드 

요소. 

프레임화 

(Framing) 

독일  

베를린 

 

무한의 메시지와 

이미지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열린 시그니쳐 

디자인 개발. 

브랜드가 하나의 

표현.참여.공유 

수단이자 

콘텐츠로서, 소통 

캠페인을 주도. 

캐나다 

 

사람.경관.이야기 

등 도시의 다면적 

모습들을 

포괄하는 시각적 

기틀의 마련. 

캐나다를 

대표하는 다양한 

영역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직접 

매개체 로서의 

활용. 

모형화 

(Modeling

) 

노르웨이 

노스킨 

 

바람의 방향과 

기온 등 날씨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역동적인 로고. 

다양한 색상 및 

방향으로 

움직이며 무한한 

가변성 및  

광범위한 

유연성을 제공. 

대한민국 

울산 
 

 

다면적 디자인 

영감에서 출발, 

울산의 이니셜 

‘U’를 입체적 

조형물로 재해석. 

조형적 형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입체적 해석을 

통한 규모감 있는 

베리에이션 적용. 

 

4. 결 론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도시 브랜딩은 도시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특히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 미래비전 등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 되고 있으며, 도시행정 전략에도 

도입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전과 

다르게 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국가나 도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온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있어서도 다양한 매체에 유연하게 응용될 수 있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flexible Identity) 디자인의 

적용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위해 뉴미디어와 함께 

등장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기본 로고에 

상황에 따른 가변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변화하며, 복제 및 확장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뉴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매체나 사업 분야의 

확장에서 유기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최근 많은 국가의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활용되며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과 모호성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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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도시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타 국가와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표현을 

위하여 표현기법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해외사례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용어를 제안 할 수 있었다. 

첫째, 심볼화(Symbol)는 각 도시의 높은 인지도를 

가진 상징물이나 랜드마크, 문화적 자원을 통해 

대표적인 상징물로 묘사한 것이다. 둘째, 

이니셜화(Initial)는 각 도시의 이니셜을 주도적 

상질물로 내세워 묘사한 것이며, 셋째, 

패턴화(Patterning)는 도시의 높은 인지도를 가진 

상징물이나 랜드마크, 문화적 자원을 단순히 

활용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일련의 규칙을 

부여해 패턴화하여 묘사한 것이다. 넷째, 

스토리(Telling)화는 각 도시를 대표하는 이야기와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풀어내 묘사한 것 이며, 다섯 

째, 프레임(Framing)화는 각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을 하나의 틀로서 표현하여 도시의 다양한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묘사했다. 여섯째, 

모형화(Modeling)는 각 도시의 대표적 마스코트를 

개발하여 브랜드화 함으로써 지역의 콘텐츠를 

창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류법을 통해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체성 있는 도시 브랜딩’ 을 제작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충분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도시 브랜딩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와 

브랜딩을 연결 짓는 새로운 가치 개발은 물론이고 

도시의 특색에 따른 판로를 구축 시키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브랜딩을 위한 큰 

카테고리로서 6 가지를 분류하였지만, 추후에 각  

카테고리를 세분화 시키는 연구를 지속한다면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각 도시에 최적화 된 주체성 있는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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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딥러닝 기반 초고해상화 기술은 저해상도 입력 

영상을 미리 학습된 CNN 네트워크에 통과시켜 

고해상도 영상으로 생성하는 기술로, 컴퓨터 비전 

응용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모바일 

단말과 같은 컴퓨팅 자원에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초고해상화 기술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Re-

parameterized CNN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Re-parameterized CNN 

기술들을 리뷰하고, Skip-concatenated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한다. 

주제어 

Re-parameterized CNN, Super-Resolution 

1. 서 론 

원격 감지 및 의료 영상처리, 미디어분야 등 컴퓨터 

비전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고해상화 

기술은 저해상도 영상을 입력으로 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로,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초고해상화 기술들[1]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전통적인 보간 기법 기반 초고해상화 

기술[2]의 성능을 압도적으로 개선하였다. 

기존 단일 영상 기반 초고해상화 기술 연구는 처리 

속도의 개선보다는 화질 확보를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고성능 GPU 에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를 갖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IoT 나 모바일 단말과 같은 컴퓨팅 자원에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딥러닝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3]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CNN 블록의 학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Re-parameterization 또는 Over-parameterized 

CNN[4] 기술이 제안되었는데, RepVGG 기술[5]은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지면 Vanishing gradient 등 

으로 인해 성능이 제한되어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잊혀 갔던 기존 VGG 네트워크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였다. 

본 논문은 모바일 단말에서 높은 성능과 실시간 

처리 속도를 갖는 경량 초고해상화 네트워크에서 

Re-parameterization CNN (RepCNN) 기술을 

적용하고, RepCNN 구조에 따른 초고해상화 기술의 

성능 변화를 분석해본다. 

2. RE-PARAMETERIZED CNN 

Re-parameterization 기법은 학습 단계에서는 과  

파라미터(Over-parameterized)로 학습을 수행하고, 

추론 단계에서는 선형 산술연산에 의해서 파라미터 

개수를 축소하는 방법을 통해 딥러닝 추론 속도는 

확보하면서도 CNN 의 성능을 높이는 것에 있다.  

그림 1 은 기존 논문에서 제안된 Re-parameterized 

CNN 의 구조로 학습 단계에서만 그림과 같은 

구조를 갖고, 추론 단계에서는 산술 연산에 의해서 

모두 Conv3x3 으로 병합된다. Conv-3x3 과 Conv-

1x1 은 모두 선형(Linear) 연산으로 Non-linear 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의 Convolution 

연산은 하나로 병합될 수 있다.  

 

 

그림 1 대표적인 Re-parameterized CNN 구조 (학습 

단계) 

 

그림  1 의 (a)는 ExpandNet[6]에서 제안한 기술로 

Conv-3x3 과 1x1 연산을 직렬 구조로 학습하는 

기술이다. 그림 1 의 (b)는 SESR[7]에서 제안한 

구조로 그림 1 의 (a) 구조 기반으로 입력과 출력 

채널이 같은 경우는 residual connecti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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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학습 성능을 올린 구조이다.  

그림 1 의 (c)는 RepVGG[5]에서 제안한 기술로 

Conv-3x3 과 Conv-1x1 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batch normalization 을 이용한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1 의 (d) 구조는 ECBSR [8]에서 

제안한 구조로 공간 영역에서 Edge 정보를 

분석하는 Sobel 커널과 Laplacian 커널을 활용해서 

학습 성능을 개선하였다.  

 

3. SKIP-CONATENATED 초고해상화 기술 

본 논문에서는 Mobile AI & AIM 2022 대회에서 

우승한 네트워크인 Skip-Concatenated 초고해상화 

구조[9]를 기본 구조로 하여 2 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Re-parameterized CNN 구조를 적용해 

화질 성능을 비교하였다. Skip-Concatenated 

초고해상화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 모바일 

단말에서 실시간 동작을 위해서는 Convolutional 

레이어를 깊게 쌓을 수는 없고, 현재 NPU (Neural 

Processing Unit) 성능을 고려했을 때, 11 ~ 13 

레이어 이내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한 Residual 

Connection 의 사용은 element-wise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말 내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Skip-

Concatenated 네트워크에서는 입력 LR 영상을 

네트워크 중간에서 바로 합치는 방법을 통해서 

모바일 단말에서 실시간 처리와 우수한 화질 성능을 

확보하였다.  

그림 2 는 추론 시 모델 구조도이며, 학습 시에는 

모든 Conv-3x3 은 그림 1 에서 제시한 구조로 

치환되어 학습을 진행한다. 

 

 

그림 2 Skip-concatenated 초고해상화 네트워크 

 

4. 실험 환경 및 결과 

Re-parameterized CNN 의 성능 평가를 위해 

DIV2K 데이터셋의 800 장은 학습에 활용하고, 

100 장은 검증에 활용하였고, 기본 모델은 3 장에서 

언급한 Skip-concatenated 초고해상화 네트워크를 

이용하였다. 학습 서버는 Intel 제온 Gold 6230R 

2.GHz, 128GB RAM 및 Nvidia RTX A6000 을 

장착한 서버에서 동일 조건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표 1. Re-parameterized CNN 에 따른 성능 비교 

 기본 

네트

워크 

Expan

dNet 

SESR RepV

GG 

ECBSR 

PSNR(

dB) 

30.23 30.28 30.29 30.28 30.34 

학습 

시간 

 20h 

37m 

20h 

40m 

19h 

20m 

26h 

39m 

 

표 1 에서는 다양한 Re-parameterized CNN 

구조에 대한 PSNR 측정 결과와 학습 시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화질 평가는 PSNR (Peak Signal-to-Noise Ratio) 

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는데, 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ECBSR 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대했던 것과 같이 

ExpandNet 의 개선 버전인 SESR 에서 다소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pVGG 의 경우는 

ExpandNet 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큰 개선은 

없었다. 반면에 학습시간의 경우는 다른 구조에 

비해서 ECBSR 의 학습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ECBSR 이 26 시간 39 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ExpandNet 이나 SESR 은 20 시간 37 분 ~ 

40 분으로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 반면에 

파라미터 수가 가장 적은 RepVGG 의 경우는 

19 시간 20 분 정도 걸렸다. 

 

5. 결론 

본 논문은 딥러닝 기반 경량 초고해상화 네트워크에 

사용되고 있는 Re-parameterized CNN 기술을 

Mobile AI & AIM 2022 대회에서 우승한 

네트워크인 Skip-Concatenated 초고해상화 구조에 

적용하여 실험해보았다. 본 실험에 의하면 경량 

초고해상화 네트워크에서는 ECBSR 구조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었던 반면에 학습 파라미터 

수가 많아 학습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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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인간 미세 제스처 인식 분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인간 미세 제스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컨볼루션 차원에 따른 제스처 인식 성능을 비교 및 

분석한다.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비디오에 등장하는 인간의 

마이크로 제스처를 모델링할 때 제스처 인식기를 

구성하는 컨볼루션 필터 차원에 따라 특정 

제스처에서 인식 정확도가 적게는 13.6%, 크게는 

35.1% 차이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소개하고 제스처 인식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특정 제스처에서의 유의미한 성능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인간 미세 제스처 인식(Human Micro Gesture 

Recognition), 비디오 기반 행동 인식(Video Based 

Action Recognition), 모션 인식(Motion 

Recognition), 비디오 이해(Video Understanding)  
 

1. 서론 

인간 행동 인식 기술은 영상 속 인간의 움직이는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이다[1]. 컴퓨터가 인간 행동을 

인식하게 되면 사용자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의 의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 행동 인식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해왔다. 

뿐만 아니라 행동 인식 기술은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의 행동 및 지능을 모방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서 기계가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인간과 교감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기술적으로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인간의 행동은 행동의 지속 순서 및 

활성화되는 신체 부위의 움직임에 따라 

제스처(gesture),액션(action), 행동(activity)이라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2]. 이 때, 제스처(gesture)란 

수초 내에 발생하는 인간의 독립된 단일 신체 부위 

움직임을 말한다. 손의 움직임이 주가 되는 수화 

인식은 대표적인 제스처 인식 사례라 할 수 있다. 

액션(action)이란 다양한 신체 부위가 수초에서 

수분정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걷기, 앉기, 

서기와 같은 인간 기본 행동 단위를 의미한다. 

행동(Activity)이란 수분에서 수시간 발생하며 

액션이 나열되어 구성된 작업(task)을 말한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때, 행동 

단위가 가장 작은 제스처에 대한 인식 기술은 발생 

동작 범위가 적고 수초라는 짧은 시간 내 발생하므로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인간의 심층 

내면과 의도를 면밀히 이해하고 예측하여 인간과 

기계의 교감 수준의 상호작용 단계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외연적 행동에서 더 나아가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인간 미세 제스처 인식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사를 하기 위해 

손을 양 옆으로 흔드는 동작과 긴장하여 양 손 끝을 

비비는 동작을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가 후자에 비해 

행동 의도가 명확히 드러날 뿐 아니라 동작 폭이 더 

크다. 이러한 미세 제스처(Micro Gesture)인식 

기술은 인간 심층 내면 이해를 바탕으로 깊은 소통이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용 챗봇(Chatbot) 시스템 등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세 제스처 

인식 분야에서 활용되는 공개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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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GUE(Micro-Gesture Understanding and 

Emotion Analysis)[3]에 대하여 두 개의 딥러닝 

네트워크인 TSM(Temporal Shift Module)[4]과 

SlowFast[5] 모델을 기반으로 진행한 인간 미세 

제스처 인식 성능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TSM 과 SlowFast 네트워크는 각각 2 차원 

또는 3 차원 컨볼루션 필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컨볼루션 차원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인간 

미세 제스처 행동이 무엇인지 분석함으로써 보다 

높은 성능의 인간 미세 제스처 인식 시스템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관련 연구  

2.1 imiGUE 데이터셋  

imiGUE(identity-free video dataset for Micro-

Gesture Understanding and Emotion Analysis)는 

2021 년 CVPR 에 논문과 함께 공개된 인간 미세 

제스처 인식 분야에 특화되어 수집된 데이터 셋이다. 

행동인식 관련 유명 공개 데이터셋으로는 Kinetics, 

Something-Something 등이 있지만 이들은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스처(gesture) 인식에 비해 행동 

지속 시간이 길고 활성화되는 신체 범위가 많은 

액션(action) 인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imiGUE 데이터셋은 내면의 감정으로부터 

비롯되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비의도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며 이는  수화와 같은  일반적 제스처보다 

더 은밀하고 비의도적기 때문에  특별히 미세 

제스처(Micro Gesture)라 지칭한다. 

imiGUE 데이터셋은 32 개의 클래스로 분류되어 

있으며 학습용 데이터 13935 개의 비디오와 

테스트용 데이터 4563 개의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32 개의 특정 미세 제스처 클래스  중 TSM 

네트워크와 SlowFast 네트워크와의 성능 차이가 10% 

이상 발생한 미세 제스처 G8, G9, G11, G12 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G8 은 Touching or 

Scratching facial parts, G9 는 Touching ears, 

G11 은 Touching jaw, G12 는 Touching or 

scratching neck 이다. 그림 1 은 이 네가지 제스처에 

해당하는 비디오 데이터의 예시 프레임을 나타낸다.  

2.2 TSM  

TSM(Temporal Shift Module)은 효율적인 비디오 

분류(Video Classification) 태스크(Task)를 위해 

제안된 딥러닝 모델이다. 이는 ResNet 

백본(Backbone)    

레이어를  구성하는 2 차원 컨볼루션 레이어 직전에 

시간 축으로 축적된 멀티 프레임 피처 채널 일부를 

이웃하는 양 방향의 그것과 교환(Shift)한다. 그림 

2 는 TSM 의 핵심 전략인 Shift 연산을 보여준다. 

입력 피처 채널 수의 
1
8
에 해당하는 피처가 시간 축 

방향으로 각각 -1, 1 만큼 이동하였다. 비용이 들지 

않는 Shift 연산으로 2 차원 컨볼루션 필터에 하나의 

프레임 단위 채널에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의 

피처 채널을 함께 입력시킬 수 있으므로 시간 축 

변화를 모델링하는 별도의 과정 없이 효율적으로 

2 차원 CNN 에서 멀티 프레임 피처를 추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1 G8, G9, G11, G12 에 해당하는 imiGUE 비디오 

데이터 예시 프레임. (a)는 G8, (b)는 G9, (c)는 G11, (d)는  

G12 에 해당함. 

 

그림 2 TSM 의 핵심 전략인 Shift 연산의 동작과정  

2.3 SlowFast  

SlowFast 는 인간 시각 정보 인식 시스템에 착안하여 

비디오 인식(Video Recognition) 태스크(Task)를 

위해 2019 년 Facebook 에서 제안된 딥러닝 

네트워크이다. 기존 비디오 인식 분야에서 

활용된 Optical Flow 대신 Pathway 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두 스트림(Stream)의 피처 추출기를 

제안한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각 스트림은 Spatial 

디테일(Detail)에 특화된 추출기인 Slow Pathway 와 

시간 축 변화 모델링에 중점을 둔 Fast Pathway 를  

가지며, 각 Pathway 에서는 3 차원 컨볼루션 연산을 

거치며 최종 피처가 추출된다. Fast pathway 에서는 

32 개의 프레임을, Slow pathway 에서는 16 개의 

프레임을 모델링한다.    

3. 실험 결과 분석   

imiGUE 의 32 가지 마이크로 제스처 비디오 데이터 

에 대하여 2dCNN 인 TSM 과 3dCNN 인 SlowFast 

각각에 대한 제스처 성능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능 평가 지표는 정확도(Accuracy)를 사용하였다.  

성능 평가 결과 TSM 은 52.27%, SlowFast 는  

35.16%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장에서는 각 

제스처 클래스마다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표 1 은 

네트워크에 따라 분류 정확도가 10% 이상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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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네 가지의 특정 클래스와 해당 성능을 정리한 

것이다. 네 가지 제스처는 팔을 움직여 손을 이용하여 

얼굴과 목 근방 신체 부위에 대해 Touching 이라는 

동작을 한다는 점에서 행동 유사성이 있으며 손이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다.  

표 1 이 나타내는 결과에서 눈 여겨 볼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G9 Touching ears 제스처에서 0%의 

성능을 보인 TSM 에 비해 SlowFast 의 경우 13.63% 

성능을 보였다. 표 2 는 정답 레이블 G9 인 데이터에 

대한 각 네트워크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G9 는 

학습용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의 0.6%를 차지하여 

데이터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G9 와 행동은 유사하지만 G9 보다  데이터 수가 10 배 

많은 G8 에 대해 TSM 은 40% 비중으로 오측 

하였으며 정답인 G9 로는 0 개 예측하였다. 하지만 

SlowFast 는 학습 데이터 비중이 적은 G8 에 

대해서도 10% 이상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학습용 데이터 수가 전체 데이터의 1% 

미만으로 적을 경우 유사한 행동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때에는 2dCNN 인 TSM 보다 3dCNN 인 

SlowFast 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습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 손이 활성화되는 

영역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Temporal-Spatial 

모델링 능력(Ability)은 3dCNN 기반 SlowFast 가 

2dCNN 기반 TSM 에 비해 효과적이다.  특히 

SlowFast 네트워크는 공간 디테일(Detail)을 

포착하는 데에 특화된  별도의 Pathway 를 두었는데 

이러한 구조가 학습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Spatial 모델링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imiGUE 데이터베이스는 클래스마다 수집된 

데이터 개수 편차가 크다. 총 13935 개의 데이터에 

대한 32 개의 클래스라면 한 클래스 당 435 개가 

할당되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871 개라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확보된 G8 제스처에서는 TSM 과 

SlowFast 모두에서 분류 정확도가 각각 73%, 

37.89%로서 전체 성능인 52.27%, 35.16%보다 높은 

수치를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수가 많을 수록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딥러닝 네트워크 특성을 보여준다.  

 셋째, G8 Touching or scratching facial parts 가 

정답인 테스트용 데이터에 대한 SlowFast 성능은 

37.89%이다. TSM의 73% 성능의 약 
1
2
배에 해당한다. 

G8 과 같이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을 때, 

TSM 은 SlowFast 에 비해 35.11%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 학습 데이터가 충분할 때, 3dCNN 인 

SlowFast 성능이 2dCNN TSM 에 비해 낮은 이유를 

추측해보면 SlowFast 는 32 개 프레임을, TSM 은 

8 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할 

수 있다. Fast pathway 에서 32 개  프레임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SlowFast 는 3dCNN 특성상 각 

프레임마다 나머지 31 개 프레임과의 웨이트 

파라미터(Weight Parameter)를 모두 계산해야 

하므로 컨볼루션 연산 및 최적화 비용이 크다. 따라서 

25fps 영상에서 1 초 미만으로 발생하여 8 에서 

16 프레임 사이에서 동작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인간 

미세 제스처 동작에서 30 개 이상의 프레임에 대한 

시간 축 모델을 적용하면 효율과 성능을 모두 잃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관찰 결과에 따라 표 1 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간 미세 제스처 인식 분야를 간략히 

소개하고 인간 미세 제스처 인식 분야 대표적인 공개  

데이터베이스 imiGUE 에 대하여 TSM 과 SlowFas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험한 인식 성능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 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 초 이내로 발생하는 인간 미세 제스처 

동작은 학습 데이터 수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는 

2dCNN 인 TSM 을 적용하는 것이 계산 비용과 

모델링 범위를 고려할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 데이터 수가 부족한 

상황의 경우 TSM 보다 학습 파라미터가 많아 Spatial 

및 Temporal 두 측면 모두 정교한 피처 추출이 

가능한 3DCNN 기반 SlowFast 가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및 추측은 추후 보다 

나은 성능의 인간 미세 제스처 인식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표 1  TSM 과 SlowFast 네트워크에 따라 분류 정확도가 

10% 이상 차이를 보이는 인간 미세 제스처 행동   

 TSM 

Accurac

y 

SlowFas

t 

Accurac

y 

(TSM 

Accuracy)

-

(SlowFast 

Accuracy) 

Train 

data 수 

G8 73% 37.89% 35.11% 871 

G9 0% 13.63% -13.63% 87 

G1

1 

35.97% 3.67% 32.3% 315 

G1

2 

20% 0% 20% 163 

 

 표 2 G9 제스처(Touching ears)에 대한 TSM 과 

SlowFast 의 예측 성능 결과 

Micro 

Gesture 

TSM SlowFast Train 

data 수 

Train 

data 

비율 

G8 예측 40% 29.54% 871 6% 

G9 예측 0% 13.63% 87 0.6% 

G11 예측 0% 0% 315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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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 

예측 

13.34% 4.54% 163 1.16% 

그 외 

예측 

46.66% 52.29% 12499 89.6% 

 

사사의 글 

이 연구는 “2022 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2-0-00608, (1 세부) 인간과 

교감하는 멀티모달 인터랙션 인공지능 기술)”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참고 문헌 

1. Yang, Hui-Deok. "딥러닝과 제스처 인식 기술."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22.1 (2017): 59-

66. 

2. 정현태, et al. "휴먼이해 인지컴퓨팅 기술 연구 동향."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37.1 (2022). 

3. Liu, Xin, et al. "iMiGUE: An identity-free video 

dataset for micro-gesture understanding and 

emotion analysis." Proceedings of the IEEE/CVF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21. 

4. Lin, Ji, Chuang Gan, and Song Han. "Tsm: Temporal 

shift module for efficient video understanding." 

Proceedings of the IEEE/C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19. 

5. Feichtenhofer, Christoph, et al. "Slowfast networks 

for video recognition." Proceedings of the 

IEEE/CV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2019.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04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04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초해상도 모델 경량화를 위한 특징 영역에서의 대조 손실 기반 지식 

증류 기법  
 Contrastive Distillation in Feature domain for Efficient Single Image 

Super-Resolution 

요약문 

CNN 의 등장으로 단일 이미지 초해상도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모델의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모바일 

및 엣지 디바이스 같은 저전력 디바이스에 

인공신경망 모델이 추론되기 위해서는 모델의 

경량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해상도 모델 중 하나인 EDSR(Enhanced Deep 

Residual Network)에 특징 영역에서의 대조 손실 

기반 지식 증류를 적용한 모델 경량화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제안한 지식 증류 기법이 기존의 

다른 특징 영역에서의 지식 증류 기법보다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CNN, 단일영상초해상도, 지식증류, 대조손실 

1. 서 론 

최근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저화질의 영상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초해상도 분야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높은 

성능을 획득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깊이 및 가중치 

파라미터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모바일 및 엣지 

디바이스 같은 저전력 기기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델을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경량화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1]. 

초해상도 분야에서의 모델 경량화 연구는 크게 

연산에 효율적인 신경망 구조를 설계하는 기법 [2]과 

성능에 효율적인 손실 함수(Loss function)를 

설계하는 경량화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3]. 

대부분의 초해상도 모델 경량화 연구는 신경망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적절한 손실 함수를 

설계하는 연구들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경량화 

기법은 가지치기(Pruning),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 등이 있다. 이 중에 지식 증류 기법은 

보다 큰 모델인 교사 모델(Teacher)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작은 모델인 학생 모델(Student)로 

증류(distillation)하여 학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지식 증류 기법을 위해 교사 

모델과 추가적인 손실함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 설계나 가지치기 기법과 결합하여 

복잡도와 성능의 trade-off 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해상도 모델 중 하나인 

EDSR(Enhance Deep Residual Network) 모델 

[5]에 특징 영역에서의 대조 학습 기반 지식 

증류(FCD, Feature-based Contrastive 

Distillation)를 활용한 모델 경량화 기법을 제안한다. 

2. 기존 연구 

지식 증류 기법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 분야에 

폭넓게 연구되었고, 교사와 학생 모델의 결과물인 

label 을 비슷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 그러나, 회귀 문제인 초해상도 분야에서의 

지식 증류 기법은 모델의 결과물을 비슷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대부분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의 중간 특징 맵을 L1 

손실로 가깝게 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높여왔다 [4-

5]. 

초해상도에서의 특징 증류(Feature Distillation, 

FD)는 일반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채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합성곱 층으로 이루어진 회귀자(Deep 

Regressor)를 사용하여 증류하였다 [6]. 이후 

FAKD(Feature-Affinity based Knowledge 

Distillation)에서는 특징 맵 내 픽셀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SA(Spatial Affinity) matrix 를 활용하여 L1 

손실 기반 증류를 제안하였다[4]. 더 나아가 

LSFD(Local Selective Feature Distillation)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특정 픽셀 위치에 

주의(attention) 기능을 주어 특징 증류하여 성능 

향상을 얻어냈다 [5].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은 모두 

L1 손실 기반 특징 증류로 패턴의 블러(blur) 현상 

같은 기존 L1 손실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조 손실 기반의 

증류 기법들도 연구되었다. 

대조 학습은 자가-지도 학습(self-supervised 

learning)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특징 혹은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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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일반화를 최대화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우선 

대조 학습은 긍정적 및 부정적 샘플을 구분하여 

각각에 손실함수 내 상한선(upper bound) 및 

하한선(lower bound)를 설정한다. 긍정적 샘플 간에 

유사성을 최대화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적 샘플 

간에는 비유사성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즉, 기존의 L1 손실은 상한선만 제공하지만, 대조 

손실은 하한선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샘플 

간의 상호의존정보(mutual information)를 보다 더 

최대화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 증류는 결국 교사와 

학생모델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조 손실과 상응하는 점이 있다. 이미지 분류 

분야에서 대조 손실 기반 지식 증류 기법들이 

연구되어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7], 초해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델의 결과물인 초해상도 이미지 

영역에서 대조손실 기반 증류 기법들이 연구되었다 

[8-9].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결과 

영상 간의 증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 

네트워크로부터 적절한 지식의 전이에 한계가 있다. 

3. 제안 기법 

본 논문에서는 이전 특징 증류 기법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징 영역에서의 대조 학습 

기반 지식 증류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보다 

더 효율적인 증류를 위해 모델의 결과물인 이미지와 

중간 특징 맵 영역 모두 증류 손실을 적용하였다. 

그림 1 은 제안기법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이미지 영역에서는 기존의 초해상도 모델의 

학습법인 학생의 결과 영상과 원본 영상(Ground-

truth)간의 L1 손실로 학습한다. 더불어 지식 증류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교사 및 학생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 영상 간의 L1 손실 항을 추가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수식 (1)과 같다.  

𝐿 =
1

2𝑁 𝑆𝑅 − 𝐺𝑇

+ 𝑆𝑅 − 𝑆𝑅  
(1) 

여기서 N 은 배치 크기 𝑆𝑅 , 𝑆𝑅 , 𝐺𝑇 는 각각 교사 

모델 결과 영상, 학생 모델 결과 영상, 원본 영상을 

의미한다. 

제안 기법에서의 대조 손실은 우선 특징 영역에서 

수행된다. 배치 내에서 생성된 교사와 학생 모델의 

중간 특징 맵을 긍정적 및 부정적 샘플로 구분한다. 

즉, 같은 인덱스의 특징 맵들을 긍정적 샘플, 나머지 

샘플들을 부정적 샘플로 간주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수식 (2)와 같다. 

𝐿 = 𝑤
𝑑(𝐷𝑅(𝐹 ),  𝐹 )

∑ 𝑑(𝐷𝑅(𝐹 ), 𝐹 )
 (2) 

여기서 N, K 은 각각 배치, 부정 샘플의 수를 의미하며, 

𝐹 , 𝐹 , 𝐹 는 각각 교사, 학생, 부정적 샘플의 중간 

특징맵을 의미한다. 또한, d 는 샘플간의 유사도 

측정법이며, 본 논문에서는 L1 손실을 의미하며, 

DR 은 1x1 합성곱 층으로 이루어진 회귀자를 

의미한다. 기존 초해상도의 특징 증류에서 3 가지의 

특징의 집합점을 사용하여 증류를 하였기 때문에 

공정한 실험 비교를 위해 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3 가지의 집합점을 사용하였고, 𝑤 은 각 집합점의 각 

집합점의 균형에 필요한 하이퍼-파라미터(hyper-

parameter)이다. 

결국 제안 기법의 최종 손실함수는 수식 (3)과 같다. 

𝐿 = 𝐿 + 𝛼𝐿  (3) 

 

그림 1. EDSR 에서 제안하는 FCD 구조도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0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0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여기서 𝐿 는 기존 초해상도 학습 법인 원본 영상과의 

L1 손실을 의미하며, 𝛼는 두 손실 간의 균형에 필요한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 

이다. 본 논문에서는 𝑤 , 𝛼값을 각각 [0.5, 0.3, 0.2], 

4 로 설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의 지식 증류 실험을 위해 교사 및 학생 

네트워크 모두 EDSR [10]구조로 설정하였다. 또한 

공정한 비교를 위해 학습 데이터는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 모두 DIV2K [11]의 800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정량적 성능 비교를 위해 Benchmark 

데이터 셋 중 texture 가 많은 B100, Urban100 을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사용하였다.  

표 1 은 EDSR 내 학생과 교사 네트워크 모델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해상도 모델의 지식 

증류는 학생 네트워크는 교사 네트워크 대비 

resblock 과 채널수가 각각 2, 4 배 작은 방식인 

표 1에서의 ‘S1’을 채택하여 실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보다 더 적은 모델에서의 지식 증류 

기법의 성능 향상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구성의 파라미터 수 보다 각각 2, 7 배가 적은 학생 

모델에서도 성능을 비교하였다. 

제안 기법의 학습을 위해 optimizer 는 adam 

optimizer 로 사용하였고, batch 와 patch 크기는 

각각 16, 96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지식 증류 

연구에서는 200 혹은 300 epoch 로 설정하여 

학습했으나, 제안 기법의 손실 같은 경우 충분히 

saturation 되지 않아 600 epoch 로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공정한 비교를 위해 비교 기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1. Teacehr 와 Student 모델 구성 (EDSR) 

 

표 2 는 제안된 기법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특징 증류기법과 비교하기 위해 FAKD, 

LSFD 논문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S2 와 S3 의 

모델 구성인 경우 기존 연구에서 실험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 기법을 우리의 실험 세팅으로 

재구성된 결과를 표에 추가하였다 (표 2 에서의 

FAKD*, LFD*).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 

기법 모두 기존 지식 증류 기법 대비 전체 데이터 

셋에서 PSNR 성능 향상을 보였다. 특히 texture 가 

더 많은 Urban100 데이터 셋에서는 지식 증류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 네트워크와 기존 기법 대비 각각 

S1/S2/S3 모델에서 약 0.30/0.25/0.16, 

0.15/0.15/0.09 dB 향상되었다.   

표 2. 제안된 기법의 실험 결과(PSNR, Scale 2) 

Methods Params B100 Urban100 

Teacher 40.7M 32.351 32.873 

Student 

1.5M 

(S1) 

32.102 31.728 

FAKD 32.156 31.906 

FAKD* 32.149 31.920 

LFD 32.156 31.896 

LFD* 32.159 31.935 

LSFD 32.157 31.936 

FCD (ours) 32.159 32.064 

Student 

0.7M 

(S2) 

31.998 31.262 

FAKD* 32.002 31.293 

LFD* 32.031 31.429 

FCD (ours) 32.071 31.513 

Student 

0.2M 

(S3) 

31.821 30.711 

FAKD* 31.843 30.753 

LFD* 31.849 30.812 

FCD (ours) 31.882 30.870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초해상도 모델 경량화를 위한 특징 

영역에서의 대조 학습 기반 지식 증류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L1 손실 대신 

교사와 학생의 특징 맵 간의 상호의존정보를 최대화 

를 할 수 있는 대조 손실을 사용하여 지식 증류 자체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기법이 기존 

기법대비 모든 학생 모델 구성과 데이터셋에서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Urban100 

데이터셋의 각 학생모델 구성 S1/S2/S3 에서 기존 

특징 증류 기법 대비 0.15/0.15/0.09 dB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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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딥러닝의 발전에 따라 딥러닝 기반 비디오 

프레임 보간 기법(Video Frame Interpolation)의 

성능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것은 네트워크 구조의 

진화와 다양한 손실함수의 개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프레임 보간 기법을 위한 손실 

함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룬다. 대표적인 

손실함수로는 이미지의 픽셀 사이의 차이를 줄이며 

PSNR 을 높이는 이미지 영역의 손실함수와 이미지의 

특징영역 사이의 차이를 줄이며 이미지의 디테일을 

보존해 주관적 화질을 개선시키는 특징영역의 

손실함수가 있다. 하지만 이미지 영역의 손실함수는 

객관적 지표는 개선되지만 텍스쳐 영역에서 영상이 

블러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특징 영역의 손실함수의 

경우 주관적 화질은 개선되는 반면 객관적 지표는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손실 함수인 이미지 영역 

손실 함수와 특징 영영 손실 함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두 가지 손실 함수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식은 기존 네트워크인 RIFE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안한 방식은 객관적 화질 지표인 

PSNR 을 유지하면서 주관적 화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인다.  

주제어 

비디오 프레임 보간 기법(Video Frame 

Interpolation),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손실함수 (Loss Function) 

 

1. 서 론 

비디오의 프레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비디오 

품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프레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연속된 두 개의 

프레임(𝐼0, 𝐼2)을 입력으로 받아 존재하지 않는 중간 

프레임( 𝐼1 )을 생성하여 시간 해상도를 증가시키는 

비디오 프레임 보간 기법이 존재한다. 비디오 프레임 

보간 기법은 비디오 슬로우 모션 생성 및 비디오 

프레임율을 높여 부드러운 영상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최근 딥러닝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2]. 

딥러닝 기반의 비디오 보간 기법의 경우 네트워크 

구조와 손실함수 등이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손실함수를 개선하여 주관적 화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기존 손실함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픽셀 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pixel loss 와 미리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어진 

이미지 특징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perceptual 

loss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xel loss 와 

perceptual loss 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두가지의 

손실함수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제안하는 손실함수 방식을 소개하기 앞서 기존 

비디오 프레임 보간 기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손실함수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pixel loss 의 경우 수식 1 과 같이 원본 

이미지와 예측한 이미지 사이의 각 픽셀 값에 대한 

차이를 평균을 내는 손실함수이다. 또한 수식 2 에서 

PSNR 식의 분모에 픽셀 간의 차이의 제곱인 

MSE 값이 포함되어 pixel loss 를 사용하여 손실을 

줄이면 PSNR 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반면, 

각 픽셀에 대한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흐려지게 되어 고주파 영역이 

보존되지 않아 이미지의 질감 및 윤곽이 잘 보존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𝑃𝑖𝑥𝑒𝑙 𝐿𝑜𝑠𝑠 =
1
𝑛

1
𝑚

∑ ∑(𝑔𝑡(𝑖,  𝑗) − 𝑝𝑟𝑒𝑑(𝑖,  𝑗))
𝑚

𝑖=0

𝑛

𝑗=0

 

수식 1 Pixel Loss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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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안한 네트워크 구조 

  

𝑃𝑆𝑁𝑅 = 10 log10
2552

𝑀𝑆𝐸
 

수식 2 PSNR 수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erceptual loss 가 

제안되었다[5, 6]. 처음으로 제안된 perceptual 

loss 의 경우 기존 컴퓨터 비전의 classification 에 

쓰이던 그림 1 과 같은 VGG-16 네트워크[4]의 중간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추출한 특징(∅)을 사용하였다. 

수식 3 과 같이 이미지 각각의 픽셀 값이 아닌 

이미지의 특징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였을 때 이미지의 윤곽과 질감 같은 

특징들이 학습된다. 따라서 이미지의 특징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perceptual loss 의 경우 이미지의 

윤곽과 질감이 얼마나 유사한지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 pixel loss 가 질감과 윤곽 영역을 보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 화질 

지표인 PSNR 은 MSE 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perceptual loss 를 사용하였을 때 PSNR 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수식 3 VGG-16 을 사용한 perceptual loss 수식 

 
그림 1. VGG-16 Network 구조 

 

3. 제안한 방법 

VFI 에 적용 시 pixel Loss 및 perceptual loss 가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영역 별로 어떤 

손실 함수가 우수한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네트워크의 경우 기존 RIFE[1]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특징 추출을 위하여 VGG-

16 네트워크의 4 번째 블록내의 3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여 특징(∅4_3)을 추출하였다. 첫째로 

기존 RIFE 네트워크를 pixel loss 를 사용하여 학습한 

중간 프레임의 결과값과 perceptual loss 를 

사용하여 학습하여 얻어진 중간 프레임의 각각의 

픽셀 값을 수식 4 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하여 diff 의 값을 -128 에서 127 사이의 

범위로 제한하고 128 을 더해 그림 2 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2 의 결과를 보았을 때 이미지의 

edge 영역에서 perceptual loss 가 PSNR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수식 4 손실함수에 따른 각 픽셀 값 비교 수식  

 

 

그림 2 pixel loss 와 perceptual loss 비교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기존 네트워크에 

edge map 을 추가하여 윤곽 영역에 perceptual 

loss 의 가중치를 크게 부여하여 윤곽 영역의 프레임 

보간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edge map 의 

경우 RCF-Net[2]을 사용하여 생성하였고 VGG-

16의 4번째 블록의 3번째 컨볼루션을 통과한 특징의 

해상도가 원본의 1/8 줄어들었기 때문에 edge 

map 또한 다운사이즈를 해서 해상도를 맞춰주었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1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1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그림 4 기존 Loss 와 제안한 방식 주관적 비교 

  

네트워크 구조는 그림 3 과 같으며 RIFE 를 통하여 

나온 예측 프레임과 실제 프레임 사이의 손실함수를 

그림 3 의 수식을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수식에서 

보듯이 pixel loss 의 값은 항상 고정을 시키고 edge 

map 을 통하여 윤곽 영역일수록 perceptual loss 의 

가중치를 크게 부여하고 윤곽 영역이 아닐수록 

perceptual loss 의 가중치를 적게 부여해 

손실함수를 영역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방식을 제안한다.  

 

4. 학습방법 

학습에 데이터로는 Vimeo90K 를 사용하였고 

데이터 증가를 위해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뒤집었고 

이미지를 회전시켜 데이터를 증가시켰다. patch 

size 는 224x224 를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옵티마이저의 경우 AdamW 를 사용하였고 학습률의 

경우 0.0001 에서 0.00001 까지 Cosine 

Annealing 을 사용하여 점진적으로 감소시켰다. 

GPU 는 RTX A6000 을 사용하여 총 300epoch 을 

학습하였고 40 시간이 소요되었다. 테스트 

데이터로는 Vimeo90K, SNU-FILM, HD 를 

사용하였고 PSNR 과 LPIPS 을 사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하였다.  

5.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손실함수를 사용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기존의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학습을 시킨 결과와 우리가 제안한 손실 

함수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4 에서 보듯 

기존의 pixel loss 를 사용하였을 경우 픽셀이 뭉게져 

영상이 선명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perceptual loss 의 경우 pixel loss 에 비해 

edge 영역은 보존이 되지만 VGG-Net 을 사용한 

perceptual loss 의 경우 복원이 잘 되지 않는 

영역에서 특정 패턴을 이루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지가 edge 가 아닌 영역에서 주관적 화질이 

부분적으로 나빠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한 edge adaptive perceptual loss(EAPL)를 

사용한 결과를 보았을 때 윤곽 부분의 경우 edge 

map 을 통하여 perceptual loss 의 가중치를 크게 

부여해 pixel loss 와 동시에 사용하여 윤곽 영역이 

흐려지는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윤곽 부분을 제외한 영역은 perceptual loss 의 

가중치를 줄여서 사용하였고 perceptual loss 를 

사용하였을 때 특정 패턴이 나타나는 문제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1. 기존 Loss 와 제안한 방식 PSNR 비교 

 Pixel 

loss 

Perceptual 

loss 

EAGL 

(제안방법) 

Vimeo90K 35.55 33.70 35.32 

HD 32.14 31.17 31.92 

SNU(easy) 39.94 38.60 40.01 

SNU(medium) 35.76 34.64 35.67 

SNU(hard) 30.12 29.21 30.00 

SNU(extreme) 24.87 24.02 24.72 

객관적 지표의 경우에도 pixel loss 의 경우 

이미지 영역의 차이이기 때문에 PSNR 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을 표 1 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perceptual 

loss 의 경우 특징 영역의 차이이기 때문에 PSNR 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안한 손실함수 EAGL 는 

perceptual loss 를 사용했지만 기존의 pixel loss 와 

근접한 PSNR 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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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VGG-16 네트워크에서 추출한 특징 별 주관적 화질 비교

 

표 2. 기존 Loss 와 제안한 방식 LPIPS 비교 

 Pixel 

loss 

Perceptual 

loss 

EAGL 

(제안방법) 

Vimeo90K 0.039 0.028 0.030 

HD 0.232 0.220 0.213 

SNU(easy) 0.032 0.023 0.025 

SNU(medium) 0.051 0.038 0.042 

SNU(hard) 0.094 0.084 0.084 

SNU(extreme) 0.175 0.168 0.165 

LPIPS 는 주관적 화질 특성을 반영하는 객관적 

메트릭이며 낮을수록 우수하다[7]. 객관적 주관적 

지표의 경우 표 2 에서 보듯 pixel loss 의 경우 

perceptual loss 에 비하여 주관적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제안한 방법의 경우 pixel 

loss 에 비하여 개선되었고 perceptual loss 에 

가까운 지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VGG-16 네트워크의 다양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제안한 loss 에 적용한 

결과에 대한 비교이다. VGG-16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하여 이미지의 특징 정보가 많이 

나타난다[7, 8]. 따라서 그림 5 에서 보듯이 

4_3 레이어의 경우 학습된 이미지의 특징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질감 및 윤곽이 잘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3_3 레이어의 경우 4_3 레이어에 

비해서 학습된 특징 정보가 적기 때문에 추출한 

특징들이 4_3 레이어에 비해 선명하지 않은 특징이 

추출된다. 따라서 주관적 결과가 4_3 레이어의 

특징을 사용한 것에 비하여 선명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다음으로 컨볼루션 레이어 후 ReLU 를 

통과한 곳에서 feature 를 추출하여 EAGL 을 

적용을 한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활성화 함수인 

ReLU 를 통과할 경우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추출한 

특징의 양수 값은 그대로 보존을 하지만 음수 값의 

경우 ReLU 를 통과한 후 0 의 값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존 컨볼루션을 통과한 이미지의 feature 

값의 일부분이 활성화 함수를 통과 후 손실된다. 

따라서, 그림 5. 에서 ReLU 를 통과한 경우 질감 및 

윤곽을 다소 잘 보존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 

 

6. 결론 

본 논문은 비디오 프레임 보간 기법에 사용되는 

기존의 손실함수의 단점을 분석하고 주관적 화질을 

개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pixel loss 를 

사용했을 때 디테일이 사라져 주관적 화질이 떨어지 

문제와 perceptual loss 를 사용했을 때 객관적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제안한 

방식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주관적 

성능이 개선되는 반면 객관적 성능이 기존 pixel 

loss 비해서 PSNR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는 perceptual loss 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관적 화질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PSNR 값이 pixel loss 를 사용했을 때 보다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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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메타버스 환경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병합이 

핵심이며, 현실 세계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이를 
메타버스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로, 
이미지 분석을 통해 현실 세계의 이미지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인식하는 방법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환경에서 물체의 깊이를 포함한 위치와 
크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특수효과의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한 물체의 분류와 증강 
기술을 활용하여 물체의 종류에 따른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지능형 특수효과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전이 학습을 통한 딥러닝 방식의 2차원 이미지 분석을 
활용하여 물체 인식 기술로 파악한 후,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깊이를 포함한 3차원 위치로 증강해 물체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매핑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방식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물체에 

따른 다른 특수효과를 증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후 
이러한 기법을 증강현실 기술의 특성상 활용이 가능한 
터치 인터페이스, 제스처 기법과 같은 기술 적용을 하여 

사용자와 증강현실 간의 상호작용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례를 시연한다. 

 

주제어 

증강현실, 딥러닝, 객체 인식, 특수효과, 터치 

인터페이스 

 

1. 서 론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현대 산업 사회 
에서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기획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실 공간에 가상의 2D 또는 3D 물체가 겹쳐 
상호작용하는 환경인 증강현실 또한 메타버스의 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증강현실 분야에서는 

상호작용 혹은 가상의 객체를 재증강하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 객체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인식하는지가 중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식한 
대상 객체에 미리 정해진 단순 애니메이션이나 동일한 
특수효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특수효과를 

증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객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세계와의 이질감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객체의 종류 뿐만 아니라 객체가 

갖는 물리적 특성까지 추정한다면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사실적인 특수효과 구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존의 터치와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실감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2. 객체 인식 기반 지능형 물성치 추정 기술 

2.1 전이학습을 통한 객체 인식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실시간 물리적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 GPU의 메모리 크기가 4GB 이하인 모바일 기기 
혹은 HMD에서 사용하기 위해 YOLOv3[1]의 경량화 

버전인 YOLOv3-tiny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불 
특수효과 생성과 제스처에 따른 상호작용 연구를 위해 
학교, 연구실, 사무실 등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35 개의 객체를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객체여도 물체의 재질에 
따라 물성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물성치 추정을 

위해 컵, 공, 병 클래스는 재질에 따라 이미지 세부 
재분류를 진행하였다. 이미지 데이터 수집의 양을 
줄이고 학습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이학습을 

활용해 실시간 객체 인식 모델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모델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3 차원 환경에서 매 
프레임마다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2 차원 이미지를 

획득한다. 획득한 이미지를 통해 경계 상자를 생성하고 
가장 높은 추론 신뢰도를 지닌 클래스를 판별하여 

객체의 위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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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실시간 물리적 객체 인식 

 

2.2실시간 물성치 추정 

해당 연구에서는 객체의 여러 물성치 요소 중 크기와 

무게에 대한 추정 값을 획득한다. 객체 인식 네트워크를 
통해 얻게 된 경계 상자의 가로, 세로 길이와 깊이 
정보를 뷰 절두체의 크기 비율과 비교하여 물체의 실제 

크기를 추정한다. 뷰 절두체의 크기는 스크린에서 
보이는 현실 세계의 실제 크기를 의미한다. Unity 의 
Raycast 기능을 이용해 객체와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과 

깊이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위치의 뷰 절두체에 실제 
크기를 산출한다. 경계 상자의 크기는 객체의 실제 
크기에 대응되며 화면의 크기는 뷰 절두체의 실제 

크기에 대응시켜 객체의 실제 크기를 추정한다. 무게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중 선형 회귀 기법을 통해 객체의 
너비와 높이의 특성 값을 이용해 무게를 산출하는 학습 

모델을 객체 별로 생성하였다. 객체 인식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한 클래스 정보를 통해 무게 추정 학습 
모델을 선택한다. 이후 객체의 실제 너비와 높이 정보를 

학습 모델을 이용해 무게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 물성치 학습 모델을 이용한 객체의 무게 추정 

 

3. 인식된 객체의 증강현실 특수효과 생성 

3.1 물리적 객체 인식 기술의 3차원 증강현실 환경 

적용 

본 논문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물체 인식을 통해 
혼합현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강현실에 구현된 카메라의 이미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물체 인식을 진행해야 한다. 증강현실 
환경의 공간 정보를 인식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바로 깊이(Depth) 인식이다. 본 논문은 객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깊이 데이터를 이용한다. 전이학습을 통해 객체의 
인식된 물성치와 위치를 파악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에서의 객체의 분류에 따른 적절한 
특수효과 구현 및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증강현실은 
실제 공간에 가상의 정보를 입히는 것이므로 객체의 

위치는 현실 공간에서의 정확인 3 차원 좌표가 
필요하며, 2 차원 좌표(X. Y)에 깊이 정보(Z)를 
더하여(그림 3) 증강현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화면상의 지정된 (X, Y) 2차원 좌표와 증강현실 내 
평면의 교차점을 통한 3차원 좌표의 도출 

 

3.2 파티클 시스템 기반 특수효과 구현 

Unity 엔진은 사실적으로 구현 되어있는 다양한 

특수효과를 가진 파티클 시스템(Particle System) 기반 
에셋(Asset)을 구할 수 있다. 파티클 시스템은 전문 
지식 없이도 간단하게 특수효과의 물리적 특성(크기, 

속도와 같은 물성치)에 대한 기본적인 조절(그림 4)을 
할 수 있어 시각적 효과 구현에 용이하다. 본 

본문에서는 증강현실의 특수효과 구현을 위해, 불의 
세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에셋을 이용하여 

증강현실의 특수효과 구현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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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nity의 파티클 시스템을 이용한 특수효과의 조절 

 

Unity 의 특수효과와 게임 오브젝트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바닥, 책상 위와 같은 인식 가능한 수평 평면에 

생성되도록 구현하였다. 불 특수효과를 수평 평면에서 
생성되도록 하여 빌드를 하면 지정된 위치에서 불이 

일어난 듯한 사실적인 효과 표현을 얻을 수 있다.  

 

그림 5 물체 인식 후 해당 좌표 위 불 특수효과 생성 

 

4. 직관적 인터페이스 기반 특수효과의 생성 및 

제어 

4.1 물체 인식 기반 지능형 특수효과 생성 

증강현실 내에서 물체 위치 좌표를 활용하여 파티클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Unity 내의 게임 오브젝트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면 위에 생성되는 
불 특수효과를 물체가 인식되었을 때 해당 좌표 위에 

이를 놓아, 물체가 타는 듯한 연출이 가능하다. 

 

4.2 터치 인터페이스 기반 증강현실 환경 소방 

테스트 시나리오 

증강현실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자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적용이 가능하다(그림 6).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화면 터치를 통한 인터페이스에 특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인식된 객체 또는 
공간에 대한 기기 화면에서의 터치를 통해 사용자는 

증강현실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인식되어 

있는 다양한 물체에 적절한 불 특수효과를 발생시키고, 
Unity MARS[2]를 이용하여 터치 인터페이스로 

조종이 가능하도록 만든 소방 로봇을 작용시켜 
증강현실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접 불을 끄러 다니도록 
할 수 있는 소방 로봇을 모델 하였다. 특수효과가 

적용된 물체의 물성치를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실제 물리 법칙과 유사한 실감적인 특수효과를 적절히 
사용 가능한 지능형 특수효과 시나리오 예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림 6 Unity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특수효과 시나리오 예시 

 

4.3 제스처 인식을 활용한 특수효과 증강 

HMD(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한 증강현실은 
모바일 기기와는 다르게 손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제스처와 같은 손 모양을 인식한 후 이를 매핑하여 

원하는 특수효과의 생성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특수효과 생성 기법으로 Unity 의 XR Interaction 
Toolkit의 Hand Tracking을 활용하여 Oculus Quest 

2 HMD에서 인식한 제스처에 따라 특수효과를 생성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7 Unity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특수효과 시나리오 예시 

 

5. 결론 

본 논문은 딥러닝 신경망 기반 이미지 인식과 증강현실 
기술의 융합을 통한 지능형 특수효과의 생성 및 제어에 

대해 제시하였다. Unity 를 활용하여 물체의 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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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각각의 위치에 특수효과를 생성 및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체의 인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특수효과는 지정된 특수효과를 지정된 위치에 
증강하는 것으로 다소 수동적인 경향이 있다. 향후 
물체의 파악된 레이블과 크기 뿐만 아니라 정확한 

물성치를 파티클 시스템과 연동하여 물리적인 
상관관계를 이용한 특수효과의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 특수효과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나, 파티클 시스템에는 물, 연기 등 다양한 
특수효과가 존재한다. 다양한 특수효과의 조절과 
물체의 물성치를 활용한 제어가 결합하면 더욱 

사실적인 특수효과의 표현이 가능하다. 

 

지능형 특수효과의 예시로 본 논문은 터치 

인터페이스와 제스처를 활용하였다. 이는 현재 모바일 
기기 및 HMD 를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이다. 향후 더 

나아가 이미지 분석과 같은 딥러닝 기술과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크기, 속도, 객체와의 거리, 특수효과와의 
거리 등의 물리량에 따라 다른 양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더욱 통합되어 혼합현실 

환경의 구축과 메타버스 세계의 발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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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게임을 구성하는 플레이 기능의 
실시간성을 고려한 서버 개발 비용 최적화 방안을 
제시한다. AWS Lambda 를 중심으로 한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Photon 에서 제공하는 멀티 플레이 SDK 
Fusion 을 혼합한 백엔드 구조를 제안하며, 이를 
주식회사 크로스랩이 개발 중인 AR 소셜 게임 

‘모아룸’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의 플레이 단위를 기능의 실시간성에 따라 
구분하며,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플레이를 

‘Real-Time Play’, 실시간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되는 
플레이를 ‘None Real-Time Play’로 정의한다. 이는 
플레이 기능에 적용되는 아키텍처를 구분하여 

설계함으로써 각 기능에 알맞은 비용 최적화를 할 수 
있게 한다. AWS 기반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Photon 
Fusion 을 혼합한 백엔드 아키텍쳐는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구조 확장이 용이하며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벤처창업기업, 스타트업 등 
창업 초기 기업이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야 할 때 

용이한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온라인 게임, 실시간성, 서버리스, 비용 최적화 

 

1. 서 론 

최근 게임시장 내에서 모바일 게임의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서버-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보수는 필수적이며 

개발사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용자의 
유출입이 급변하는 최근 모바일 게임의 경향은 이러한 

비용 부담에 무게를 더한다. 이러한 서버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은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AWS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Photon 에서 제공하는 멀티 플레이 SDK 

Fusion 을 혼합한 백엔드 구조를 제안한다.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은 자체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써, 개발자의 서버 구축과 

유지보수에 대한 작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게임 속 플레이 기능을 실시간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기능 구분에 따라 제안된 두 가지 구조를 적용하여 
기능 단위별 비용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본문 

본 연구에서는 AWS Lambda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서버리스 아키텍처와 Photon 에서 제공하는 Fusion 
SDK 를 기반으로 한 백엔드 아키텍처를 제안하며, 

이를 ‘혼합형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정의한다. 이는 
주식회사 크로스랩에서 개발 중인 모아룸에 

적용되었다. 

 

2.1 AR 소셜 커뮤니케이션 게임, 모아룸 

모아룸은 주식회사 크로스랩이 개발 중인 AR 소셜 

모바일 게임이다. Unity 게임 엔진을 활용해 개발 
중이며, 가상의 방 속에서 미니게임, 역할 놀이, 
음성채팅 등, 사용자 간 풍부한 소셜링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스캔 된 사용자의 
현실 공간 방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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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서버-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사용자간 
플레이가 가능한 가상의 방을 세션이라고 칭하며, 

플레이어들은 세션에 모여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아룸은 구조적으로 세션과 비세션으로 

구분될 수 있다. 

 

2.2 실시간성을 기준으로한 플레이 기능 구분 

모아룸의 세션에서는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플레이 기능이 주로 구현되었다. 이동 동기화, 상호작용 
이벤트 동기화 등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 사용자 
간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야 하는 기능 들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비세션에서는 실시간성 보장의 중요도가 낮은 
기능들이 주로 구현되었다. 친구 초대, 아이템 구매, 방 
꾸미기 등 약간의 딜레이가 용인될 수 있는 기능들이 

그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플레이를 
‘Real-Time Play’ 라고 정의하며, 실시간성 보장의 

중요도가 낮은 플레이를 ‘Non Real-Time Play’라고 

정의한다. 이에 대한 구조도는 아래 이미지와 같다. 

 

그림 1 혼합형 서버리스 아키텍처 구조도. 

 

2.3 Real-Time Play 

본문에서 정의하는 ‘Real-Time Play’는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플레이를 뜻한다. MORPG(멀티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처럼 같은 공간에서 다수의 유저 

간 신속한 상호작용 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AR 소셜 모바일 게임 ‘모아룸’은 세션 속에서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Photon 서비스를 사용한다. 
Photon 은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서버 구축 및 
운영 관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솔루션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클라이언트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Photon 에서 제공하는 인스턴스 중 Fusion SDK 는 
클라이언트 플레이어 동작을 예측 및 보상하며,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방식(토폴로지) 등 멀티플레이에 최적화 

되어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다.  
모아룸 구현에 있어 플레이어 간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플레이어 이동 동기화, 상호작용 이벤트 동기화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플레이어는 세션 
속에서 플레이하는 동안 Fusion 을 통해 Photon 의 

클라우드 서버와 실시간 통신을 진행한다. 

 

2.4 Non Real-Time Play 

‘Non Real-Time Play’는 실시간성 보장의 중요도가 

낮은 플레이를 뜻한다. AWS 에서 제공하는 
Lambda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통해 백엔드 기능 구현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모아룸의 초대 기능을 예시로 다음과 같이 4 개의 

단계로 설명한다. 

1 단계 : 이벤트를 실행하고자 하는 Client 는 

WebSocket 을 통해 APIGateway 에게 WebSocket 
메시지를 JSON 의 형태로 전송한다. 모아룸의 초대 
기능의 경우, APIGateway 의 route 를 결정할 

루트키(action),  발신하는 Client 의 유저 
아이디(senderUserId), 수신하는 Client 의 유저 
아이디(receiverUserId), 초대하려는 세션의 

식별정보(sessionId)를  메시지로 전송한다. 

2 단계 : APIGateway 에서  수신한 메시지의 
루트키(action)에 따라 해당 route 의 Lambda 

Function 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모아룸의 
초대기능에서는 해당 기능이 지정된 루트키(invite)에 

따라 invite Lambda Function이 실행된다. 

3 단계 : Lambda Function 에서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AWS DynamoDB 에 요청하는 
과정이다. 초대를 수신받을 Client 의 APIGateway 

connectionId 를 수집하기 위해 DynamoDB 에 

데이터를 요청한다. 

4 단계 : Lambda Function 의 실행 결과를 

최초에 WebSocket 메시지를 전송한 발신자 Client 
또는 수신자 Client 에 전송하는 과정이다. 모아룸의 
초대 기능의 경우 DynamoDB 로부터 수집한 

APIGateway connectionId 로 식별된 수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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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아이디(senderUserId)와 초대하려는 세션의 

식별정보(sessionId)를 전송한다. 

표 1. WebSocketMessage 예시 (JSON) 

WebSocketMessage 

{ 

“action”:“invite”, 

“senderUserId”:“CrossLab”,  

“receiverUserId”: “Moaroom”,  

“sessionId”: “#SESSION#12” 

} 

이러한 AWS Lambda 기반 서버리스 아키텍처는 특정 

이벤트를 함수 기반으로 구분하여 배포할 수 있다는 
점과 해당 Lambda Function 이 실행될 동안만 
클라우드 서버가 활성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확장에 용이한 서버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사용자 유출입에 대한 비용 예측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플레이 기능의 실시간성 중요도에 따라 
기능을 구분하고 이에 맞는 백엔드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비용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 크로스랩에서 개발 

중인 모아룸을 예시로 설명하였다.  

Photon Fusion 을 활용하여 Real-Time 

Play(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하는 플레이) 기능의 
백엔드를 구축했으며, AWS 의 Lambda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활용해 Non Real-

Time Play(실시간성 보장의 중요도가 낮은 플레이) 
기능의 백엔드를 구축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혼합형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이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아키텍처는 운영 중인 서비스가 없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플레이 기능 구분을 통해 효율적인 
설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아키텍처는 각 서비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구축된 설계이기 때문에 서버 구축,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이 신속하게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게 
하고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게임의 장르 간 차이로부터 오는 구조 
설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MORPG(멀티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으로 구분될 수 
있는 모아룸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세션, 비세션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게임 장르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르, 플레이의 
실시간성 구분 등 혼합형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모형화 시켜 설계의 

확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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ⶇᚯ ⰷㄿểᣛ ῷ◣ᶏ.  

3D 㝟㈣⓿㈧(Chainmail) ⿷ឋ㑃 ᶫ㼇㊬㈣ 

❫䃀㝟 ⿷ឋ㑃ᶏ. ❫䃀 ᚫ䀟㑫┟ ❫䃀 

㈧たᭇ ㆯ㤃ほ 䀟ᶤ䀃ᴿ ᢧㅻ㊻(epicenter) 

㎼⌇ ⲋ⭗ⵗ ㅫ㑬ᾚ ❫䃀 ㊯㶷ệᶏ.  

ᰧ◣ほ⯇ᴿ ❫䃀㝟 ⮈⯜ ᶓᝯほ⯇ 㝟㈣⓿㈧ 

⿷ឋ㑃 ㊬ㅔ䀃 ḛ㯛 ❫䃀䀇ᶏ. ₻䀇 

㝟㈣⓿㈧ ⿷ឋ㑃 ㊬ㅔểᴿ ➧␓㈃ 㬗ᣛ, ᢣほ 

Ί␣ ⳃ䀴ểᴿ ⶇᚯឧ ❼⋗ ⮃㾷⑬⌇ ⮈⯜ệ 

ឧ ⚣㑫 ⊷᷿⑬ ⶇᚯ ⣯䀃 㝟㈣⓿㈧ 

⿷ឋ㑃 ㊬ㅔ䀃ᣛほ 㠇㊬㈃ ⶇ♗⊳Ⰳ 㬗ᣛ 

㭻᠗䀇ᶏ. 

 

 

ᢣ⑧ 1 2㛓ㅻ 㝟㈣⓿㈧ ⿷ឋ㑃㈃ ❫䃀[1] 

 

2. ➣◣ 

2.1 㝟㈣⓿㈧ ⿷ឋ㑃 

➣ ᰧ◣ほ⯇ᴿ ᣛ㌟ ゛᠗ệ 㝟㈣⓿㈧ ⿷ឋ㑃 

㊬ㅔ䀃カᶏ. Rodríguez[1] ᶏ䃀㑳 ➧␓ ḛ㯛ほ 

GPU ⭗ㅔ䀇 ❼⋗ ⿷ឋ㑃 ㋇⿳䀃カᶏ. ⭗ㅔ㈻ 

❫䃀 㑬㊼㊬⌇ ᚫ䀟㑫ᴿ ᢧㅻ㊻ ㎼⌇ 

㶷Ẅ㈃ ㊯㶷(propagation)㝃⊧ 㸧㋣ ᭃᚯᶏ. ㊯㶷 

ឧ㋀ほ⯇ ❫䃀㈃ 㶷Ẅ ◧㝟㈃ ⯜㑳 ឋ⋏䀃 

㊯ᶗệᶏ. ❫䃀 ⎓た㑫ᴿ ➧␓ ḛ㯛ᴿ 

㈧⛃㊬⌇ 㿧⠫ル ᛄ ゛⯜ ㈳ᴿ ⠫⠯ឧ ⦳ル 

ᛄ ᶓᶓ䀇 ⠫⠯⌇ ᠗⯜ểた ㈳ᶏ. ◧㊬ 㵤⯜ 

ឋ⋏䀃ᣛ ㆯ䀟⯇ ḛ㯛 ᠗㌛ほ 㭫㈯ⵏ㮗㾯(time 

stamp) ṯ㈰, ㅮ ㅻⰷル㈃ 㭫㈯ⵏ㮗㾯 

⣯䀃 ◧⯜ほ Ί␣ ❫䃀 ㊯㶷 ᠗䂯䀇ᶏ. コ 

ᾏた, ᶓᶓ䀇 ◧⯜㈃ ᝨㅛ ❫䃀 ⤋␟ ㊯㶷ểṯ⌈ 

䀃ឋ, ⠫ᾇ⊗ㅟ ◧⯜ 㑫ᵷ ᝨㅛ ❫䃀 ⣯㊬ 

㝇㝇䈳 㑯䀴ểṯ⌈ ᚬ ㊯㶷⑳ᶏ ᭟⠫ ⶇᚯ 㑈ᚫ 

ᶏ␟ ⯏㋀䀇ᶏ. ᚬ ◧㝟㈃ Ẅ ⤋␣ 

㭫㈯ⵏ㮗㾯ほ⯇ ㊯㶷ệ ㅮほ ㈃㌟䀃ṯ⌈ 䀃┟ 

ᶏ䃀㑳 ḛ㯛ほ ᶫ䀇 ❫䃀 ᚫᵐ䀃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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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㶷 䅯ほᴿ ❫䃀⌇ ᭙㑯 ◧㝟㈃ ⿳㋀ṯ 

䄷➠ⶇ㭏ᣛ ㆯ䀟⯇ ⿳㋀䃿(relaxation) ㈼ば 㤇ᶏ. 

⿳㋀䃿 ㈼ば ᚬ ㅻⰷ⑳ᶏ ㆯ㤃ほ Ί␣ 

㉋㉗(potential) ほ᮳㑫 㠇ⰷ䃿䀃ᴿ ㆯ㤃⌇ 

㌛㋀䀇ᶏ. 㝟㈣⓿㈧ ⿷ឋ㑃 ㈰㈻ ⭗㈃  

㋇䀇ほ Ί␣ ㅻⰷ㈃ Ẅ ㋇䀇 ㈳♫⌇ ⤋␟ 

ㆯ㤃ほ ᶫ䀇 ⿳㋀䃿ᚫ ㈧たᭇᶏᴿ ㉐㊻ ㈳ᶏ. 

䀃㑫⑷ ⿳㋀䃿 ㈼ばほ GPU ❼⋗㝃 ⳃ䀴䀃ᴿ 

ᝨㅛ, ⿳㋀䃿㈃ ㊯㶷ᚫ ⣯䅓㇓㊬ ểた 㠇⿰㈃ ᝨㅛ 

ⳃ⛜✳㈃ ⿳㋀䃿 ⳃ䀴䀟〧 䀃ᴿ ◣㋇ᚫ ㈳ᶏ[2].  

◣㋇ᴿ 㵤䈳 ḛ㯛㈃ 㬗ᣛᚫ 㬛 ➧␓ ḛ㯛ほ⯇ 㬛 

◣㋇⌇ ᝓ㑯ᶏ.  

➣ ゛᠗ほ⯇ᴿ ⿳㋀䃿 㺗䀓䀇 ⶇᚯ ᝯ⭛䀃 

㊬㊳䀇 ⶇ♗⊳Ⰳ 㬗ᣛ ゛᠗䀇ᶏ. 

 

2.2 ❼⋗ ⮃㾷⑬(Parallel Resampling) 

❫䃀ệ ➧␓ḛ㯛ほ ᶫ䀇 ᚫⶇ䃿ᴿ ᶏ〼䀇 ㊼ᢧ 

⛔❀ ㎼㈃ Aguilera[3]ᴿ ❼⋗ ⮃㾷⑬∧ᴿ 

⭳⌇ㅟ ❫䃀㝟 ⮈⯜ ⚺ ᚫⶇ䃿 ⛔❀ ㋇⿳䀃カᶏ.  

⛔❀ GPU ᠗䂯ほ 㠇㊬䃿ểた ㈳た ❫䃀㝟 

ᚫⶇ䃿ほ ㊬䀔䀃ᶏ. ❼⋗ ⮃㾷⑬ ❫䃀ệ ⓿ⶇほ 

ᶫ䀟 ❫䃀 ⒏㿼ឧ ➧␓ ⮃㾷⑬㈃ ỻ ᶓᝯ⌇ 

᠗⯜ệᶏ. ❫䃀 ⒏㿼㈃ ឧ㋀ほ⯇ᴿ 2.1 ㊳ឧ ᛄ 

ⶇ♗⊳Ⰳ ⛔❀⌇ ❫ᝨệ ㆯ㤃 ㋀➟ ㊫㉐䀇ᶏ. 

 

 

ᢣ⑧ 2 ➧␓ ⮃㾷⑬ ឧ㋀ほ⯇㈃ ➠⯫㈃ ⭗┟㝟 ⠯䀟[3] 

 

➧␓ ⮃㾷⑬ほ⯇ᴿ ᢣ⑧ 2 ル ᛄ 〉⯇ ㊫㉐ệ 

ㆯ㤃 ㋀➟ほ Ί∧ ㉗᠗⯜ệ ➧␓ ḛ㯛⌇ ➠⯫ᾏ 

⭗┟㝟㈃ 㑼䀔⌇ ⠯䀟䀇ᶏ. ⊲ ⠯䀟ệ 

⭗┟㝟ᾏ⑳ᶏ ◟ ㎼ ㌷㼇 ㅔ䀃 ⭗┟㝟㈃ 

ᚬ ᧘㑾㊻㈃ ᚽᾏ ➟ᚯ䀃 㡇⋐ ᚽ ᠗䀃 ệᶏ. 

➣ ゛᠗ほ⯇ᴿ ⶏ䂃 ḛ㯛㈃ 㬗ᣛほ Ί∧ ⿷ឋ㑃 

ⳃ䀴 ឧ ⿷➣ᶏ. ₻䀇 ❼⋗ ⮃㾷⑬ 

㊬ㅔ䀃 ⮈⯜ệ ឧ ガ⭬ᾏ ⣯䀇ᶏ. 㐴 ➧␓ 

ḛ㯛 㬗ᣛほ Ί␣ 㝟㈣⓿㈧ ⿷ឋ㑃㈃ ⳃ䀴 

ⰸṯル ឧ ⚣㑫㈃ 䃿㑳 ⣯䀃 㝟㈣⓿㈧ 

⿷ឋ㑃 ㈼Ẅ䀃ᣛほ ㊬䀔䀇 ⶇ♗⊳Ⰳ 㬗ᣛ 

㛩ᴿᶏ. 

 

3. ⶏ䂃 ឧ 

➣ ⶏ䂃 Intel i7-11800H CPU, 16GB RAM, 

NVIDIA GeForce RTX 3060 Laptop GPU 䄃ᝨほ⯇ 

ⳃ䀴ểび┛, CUDA Toolkit 11.4 ⚺ QT 6.2.4 

version ⌇ ㋇㈼䀇 ⊷᷿⑬ み㑯⌇ ᠗Ẅểびᶏ. 

⭗ㅔệ ḛ㯛ᴿ 512 x 512 x 300 㬗ᣛ㈃ ➠⠫ CT 

ḛ㯛ᶏ.  

 

ᢣ⑧ 3 ḛ㯛 㬗ᣛほ Ί␣ ❫䃀 ឧ ⚺ 䄀ᶫ ⭗㑯 

(a) 512 x 512 x 300㈃ ➧␓ ḛ㯛 㬗ᣛ 

(b) 256 x 256 x 150㈃ ➧␓ ḛ㯛 㬗ᣛ 

(c) 128 x 128 x 75㈃ ➧␓ ḛ㯛 㬗ᣛ 

(d) 64 x 64 x 37㈃ ➧␓ ḛ㯛 㬗ᣛ 

 

ᢣ⑧ 3(a)ᴿ ㅻ➣ ḛ㯛ほ ❫䃀 ㊬ㅔⶇ㭓 

ᝨㅛᶏ. ᢣ⑧ 3(b)ᴿ ➧␓ ḛ㯛㈃ 㬗ᣛ x, y, 

z㡀⌇ 1/2⿔ ㎯㈣ ᝨㅛ, ᢣ⑧ 3(c)ᴿ 1/4⑷㬧 ㎯㈣ 

ᝨㅛ, ᢣ⑧ 3(d)㈃ ᝨㅛ 1/8 ⑷㬧 ㎯㈣ ᝨㅛ㈃ ⶏ䂃 

ឧᶏ. ╓ᾋ ⶏ䂃ほ⯇ ㊯㶷 ឧ㋀ ᚬ ➧␓㈃ 

㬗ᣛ㈃ 㠇ᶫ ⒓䀟㵧 ⑷㬧, ⿳㋀䃿 ឧ㋀ ㊯㶷 

ឧ㋀㈃ 2⛛㈃ 䅊ⳃ⑷㬧 ㊬ㅔ䀃カᶏ. コ ᾏた, 512 

x 512 x 300 ㈃ 㬗ᣛ ᛁᴿ ḛ㯛㈃ ᝨㅛ ㊯㶷 

䅊ⳃᴿ 1324 ✳, ⿳㋀䃿 ឧ㋀ 2648 ✳ ⳃ䀴䀇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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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䀇 㡇⋐ ガ⭬ ❼⋗ ⮃㾷⑬ ⿷ឋ㑃 

᠗䂯䀃 ⊷᷿⑬ ểびᶏ. ឧ ガ⭬ᾏ ⣯䀟 ➧ ῷ, 

(b)ᴿ ㅻ➣㈃ ㊳⛃ 㬗ᣛ㈃ ➧␓ ⭗ㅔ䀃♫⌇ ㅻ 

➧␓㈣ (a)ル ᚫ㉐ ⣯ⵢ䀇 ឧ ➟㈣ᶏ. (c)ᴿ 

ḛ㯛㈃ 㡀ⰷᚫ ㈧た᭗ㇷほṯ ⠳᠗䀃ឋ ⣯㊬ 

ㅻ➣ほ ᚫㅟ ឧ ➟㎧ᴿ ᜮ ⿷ ⳃ ㈳ᶏ. 

(d)㈃ ᝨㅛ, ❫䃀 ➧␓㈃ ᷿ ᮾ ガほ 

⠳⿳㋀䀃 ⎓た㋷ᶏ. ᢣ ㇋ᴿ ❫䃀㝟㈃ 

䀟⭬ṯᚫ ᭙ ᶏ䃀㑳 ㌛㑬㈃ ᝨᝯほ⯇ ハ㛓ᚫ ⑹ 

⛇⮈䀃ᣛ ῷ◣ᶏ. 

 

㼇 1.  ➧␓ ḛ㯛 㬗ᣛほ Ί␣ 㝟㈣⓿㈧ ⿷ឋ㑃 ⳃ䀴 

ⶇᚯ 

Volume 

Size 

(a) 

512x512x

300 

(b) 

256x256

x150 

(c) 

128x1

28x75 

(d) 

64x64

x37 

Time(ms) 46885.27 2894.56 196.96 22.61 

 

ㆯ㈃ 㼇ᴿ ➧␓㈃ 㬗ᣛほ Ί∧ ⛃➠㊬㈣ ❫䃀 

ᚫ䀳 ῷほ 㹴ᢋ㊬㈣ 㝟㈣⓿㈧ ⿷ឋ㑃㈃ ⳃ䀴 

ⶇᚯᶏ. 〉⯇ ឧ ⶏ䂃㝃⊧, ㊯㶷 ឧ㋀ឧ ⿳㋀䃿 

ឧ㋀㈃ ⛃➠ 䅊ⳃᴿ ➧␓㈃ 㠇ᶫ ⒓䀟㵧 ル ᢣ㈃ 

2 ⛛㈃ 䅊ⳃᶏ. ⰸṯᚫ ᚫ㉐ ⤋␣ (d)㈃ ᝨㅛ, 

ㅻ➣㈃ 㬗ᣛほ ⣯䀟 ᶫ≠ 2,073 ⛛ ⤋␟ᶏ. 䀃㑫⑷ 

ᢣ⑧ 3(d)㈃ ❫䃀 ឧ, 㐴 ❫䃀㝟㈃ ⚣㑫 ⮈⯜ 

ឧほ⯇ ㅻ➣ ḛ㯛 ⭗ㅔ䀇 ガ⭬ឧ㈃ 㛓ᚫ 

ᶏ␣ ⶏ䂃 ᝨㅛル ⣯䀃┟ 㬗ឋ ⣯㋀⭬㊬ᶏ. 

⿷ឋ㑃 ⳃ䀴 ⶇᚯ㈃ 㣌┟ほ⯇ 㬛 ᾈ ➧ ⳃ 

㈳㑫⑷ (d)㈃ ឧᴿ ㅻ➣ ឧル ⑹ 㛓 ➟㈣ᶏ. 

ガ⭬ឧ 㼇ほ⯇ ➟㈣ ឧ ㌰䀔䀃 ⮈ᚬ䀃カ ῷ, 

ㅻ➣ ガ⭬ 㬗ᣛ㈃ 1/4 ㈣ 128x128x75 ㈃ 㬗ᣛ⌇ 

ⶇ♗⊳Ⰳ 㬗ᣛ ᠗⯜䀃カ ῷ, ㅻ➣ほ ᚫㅟ 

ガ⭬ 㼳㑳 ᚫ㑫┟⯇ṯ ㎫ⳃ䀇 ⳃ䀴 ⰸṯ ➟㈯ 

⿷ ⳃ ㈳ᶏ. 

 

4. ⌋ 

➣ ᰧ◣ほ⯇ᴿ 㝟㈣⓿㈧ ⿷ឋ㑃 ㊬ㅔ䀇 ➧␓ 

❫䃀㝟 ᚫⶇ䃿 ⶇⵏ㰇ほ⯇ ⶇ♗⊳Ⰳ ḛ㯛㈃ 

㬗ᣛほ Ί␣ ⿷ឋ㑃 ⳃ䀴 ⶇᚯ ⣯䀃カᶏ. ㊯㝟 

➧␓ ḛ㯛ほ ⿷ឋ㑃 ㊬ㅔ䀃ᴿ ᜮ 㬛 ⶇᚯ 

ⰷㄿể♫⌇ ㊬㊳䀇 ᠗Ẅ ⶇ♗⊳Ⰳ 㬗ᣛ 㛩〃ᶏ. 

ⶏ䂃 ឧ, ㅻ➣㈃ ḛ㯛 㬗ᣛ x, y, z ⛔䁐⌇ 

1/4 ⿔ ㎯㈣ 128x128x75 ㈃ 㬗ᣛ⌇ ᠗Ẅ ➧␓ 

⑷ᾏび ῷ, ⰸṯル ⊷᷿⑬ 㼳㑳 ┟ほ⯇ 䅷␘䀇 

ឧ ➟㎧び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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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rround View Monitor (SVM) 시스템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으로 차량 주변 영상을 

재구성하는 시스템이다. SVM 은 차량 주차 시 

필요한 영상 정보를 하나의 뷰로 제공하며, 이는 

선박의 정박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기존 

SVM 시스템은 고정된 수평면을 가정한 

호모그래피에 기반하므로 지형 정보가 왜곡된 주변 

영상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선박의 정박 

상황에 특화된 SVM 을 목표로 하며, 기존 SVM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면재구성 (scene 

reconstruction) 및 영상완성 (image completion) 

학습모델을 블록빌딩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학습모델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데이터 획득 및 학습모델 설계를 

위해 정박 상황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활용한다. 또한, 

선박 정박 상황을 몰입형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선박운항 전문가가 고난도 정박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제안한 시스템에서 생성한 SVM 을 경험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획득한 사용자 평가 

데이터를 제안한 SVM 시스템의 학습데이터 생성 및 

학습모델 설계에 활용한다. 

 

주제어 

Surround view monitor(SVM), Training data 

synthesis, Training model, Immersive user 

estimation 

 

1. 서 론 

Surround View Monitor (SVM) 시스템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으로 차량 주변을 다양한 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1] 이것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포함한 차량의 모든 주변 지형 및 구조물의 정확한 

파악이 필수인 운행 상황(예. 주차)에서 운전자를 

보조하여 운행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한다. SVM 

시스템은 다양한 운행 수단에도 적용 가능하며 본 

연구는 선박 정박에 특화된 SVM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 경험을 다룬다.  

기존 SVM 시스템은 가상의 수평면 및 

반구형(hemisphere)으로 고정된 기하구조에 대한 

호모그래피 (homography)를 기반으로 주변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2][3]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가정한 기하구조와 다른 형상의 구조물에서 SVM 

영상 왜곡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정박을 지원하는 SVM 

시스템으로 용도를 특정화하고, 기존 SVM 의 영상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장면재구성(scene 

reconstruction)[4] 및 영상완성(image 

completion)[5] 학습모델을 블록빌딩으로 하는 

SVM 프레임워크의 학습을 목표로 한다. 특정되지 

않은 주변 지형에 대한 학습은 학습모델 설계, 

학습데이터 획득 및 학습 관점에서 큰 비용을 

요구하므로 본 연구의 용도에 맞는 특정 상황을 

중심으로 학습 모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실 세계에서 여러 센서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 

수집은 많은 비용이 든다. 또한 SVM 의 경우 정밀 

계측 결과를 보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학습 

모델에서는 학습을 위한 레퍼런스 데이터가 필수이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서의 레퍼런스 (ground truth) 

영상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코너케이스 

(예. 사고 상황) 부족으로 인한 편향된 학습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VM 

학습모델을 위한 데이터 획득의 어려움을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통한 데이터합성과, 합성데이터 

및 그 결과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특정한 

선박 정박 상황을 몰입형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전문가가 정박 상황을 경험하게 한다. 전문가는 

가상현실에서 세 가지 SVM 영상(3장 참조)에 기반한 

정박 상황을 조정하며 SVM 영상에서 왜곡 및 개선 

영역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평가는 SVM 영상의 

분할된 객체 단위로 진행되며, 제안한 SVM 

프레임워크에서는 해당 객체에 대한 패치 (patch) 

단위의 왜곡 보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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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할 SVM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 

학습모델의 빌딩블록으로 구성된다: 1. 합성된 RGB 

영상(예. 게임 영상)을 실제 카메라 촬영 영상과 

유사하게 필터링하는 학습모델[6], 2. RGB 영상과 

Lidar 센서 데이터를 통한 고해상도 깊이맵 생성 

학습모델[7-9], 3. 이를 통해 획득한 불완전한 지형 

정보를 버드아이뷰(Bird-eye View)로 가시화한 

SVM 영상을 개선하는 학습모델. 여기서는 제안한 

SVM 학습모델들에서 사용되는 학습데이터의 특징을 

중심으로 관련내용을 기술한다. 

합성된 RGB 영상은 실제 카메라 영상 대비 

이질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것은 제안한 SVM 

시스템이 현실 영상데이터에 대해 불안정한 동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카메라 영상과 

유사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된 RGB 영상에 후처리 과정을 통해 현실성을 

향상시키는 학습모델[6]을 사용하며, 

디지털트윈에서 RGB 영상 및 G-buffer 정보 같이 

렌더링으로 얻을 수 있는 영상과 다른 장면을 보이는 

현실 영상을 함께 사용한다. SVM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왜곡 보정에는 센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깊이맵과 같은 기하 정보가 중요하므로, 신뢰도 높은 

Lidar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Lidar 부족한 

해상도는 RGB 영상과 Lidar 센서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고해상도 깊이맵 생성 

학습모델[7-9]을 통하여, 높은 신뢰도의 고해상도 

깊이맵을 획득한다. 전문가에 의한 데이터 선별과 

학습 결과의 평가는 특정된 분야에 최적화된 

학습모델의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용성 평가를 몰입형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3. 연구 방법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기존 SV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SVM 왜곡 보정 프레임워크이다. 

 

3.1 Unreal Engine 씬 제작 

 

그림 2. 언리얼엔진으로 구성한 가상 실험 환경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i 과 Water Pluginii을 

통해 선박 정박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 

언리얼엔진에서 항만 장면을 구성하고, 선박 모델에 

별도의 카메라 및 Lidar 센서를 부착한다. 별도로 

제작한 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를 

제안한 SVM 프레임워크에 사용한다. 

시뮬레이션으로 렌더링한 영상은 리얼리즘 

필터[6]를 거쳐 제안한 SVM 시스템에서의 실제 

카메라 영상 대용으로 활용한다. 

 

3.2 SVM 왜곡 보정 

 제안 프레임워크에서는 탑뷰(top-view)를 

버드아이뷰(bird-eye view)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해당 뷰의 카메라 위치와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그림 1. 학습모델을 빌딩블록으로 하는 제안한 SVM 프레임워크 전체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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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SVM 영상과 기존 SVM 영상을 획득한다. 

또한 아웃도어(outdoor) 스케일의 깊이맵 생성 

모듈을 사용하며, Lidar 센서 데이터와 카메라 

영상으로 고해상도 깊이맵을 생성한다. 생성된 

깊이맵으로 카메라 시점을 중심으로 하는 선박 

주변부 기하 구조를 재구성한다. 재구성된 해당 기하 

구조는 노이즈(noise) 및 홀(hole)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안 프레임워크에서는 장면의 3 차원 

기하구조완성(geometry completion) 보다 해당 

기하정보로 가시화한 불완전한 SVM 영상을 

완성하는 2 차원 영상완성(image completion) 

방법을 채택하여 학습모델의 오버헤드를 줄인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는 버드아이뷰에 대한 

레퍼런스 SVM 영상을 쉽게 획득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재구성 기하구조에 대한 SVM 영상과 

기존의 SVM 영상 그리고 레퍼런스 SVM 영상으로 

최종 SVM 영상을 생성하는 학습을 진행한다. 

 

3.3 SVM 시스템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를 전문가 층으로 구성된 피실험군을 

소집하여, 피실험군은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위의 세 

가지 SVM 영상에 기반한 정박 상황을 경험하며 

SVM 영상에서 왜곡 및 개선 영역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평가는 다음의 4가지 시나리오로 진행한다. 

(1) 4 방위의 영상, (2) 왜곡이 미보정 영상, (3) 왜곡 

보정된 영상, (4) SVM 미적용 영상 

표 1. 시나리오별 SVM 인터페이스 적용 

시나리

오 
SVM 인터페이스 적용모습 

SVM 

미적용 

 

1 

 

2 

 

3 

 

 

4. 실험 결과 

모집단은 SVM 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선박 운항 

전문가 10 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 

47 세(sd=4.63)였다. 이들은 먼저 설명을 통해 해당 

실험이 SVM 이 적용되지 않은 인터페이스와 SVM 이 

적용된 3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위한 

것임을 이해한 후, 각 인터페이스를 경험하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때 WSD 에 의한 이월효과 또는 

순서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각 피험자가 

경험하는 인터페이스의 순서를 다르게 하였으며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경험한 후 설문에 응답하고 

다음 인터페이스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충분한 사전 연구 조사를 통해 

기술적 역량, 편의성, 신뢰도, 만족도에 대한 2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0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의 응답 결과는 표 2 와 같다. 

 

표 2. 피실험군의 10 점 리커트 척도 결과 

시나 

리오 

기술적     

역량 
편의성 신뢰도 만족도 

SVM 

미적용 
- 3.9 - 5.0 

1 4.2 5.3 9.3 7.3 

2 7.5 4.8 7 5.3 

3 9.6 8.2 9.2 9.2 

 

이 때 기술적 역량이란 어떤 기술이 기능을 잘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선박에서의 SVM 이 일반 

도로가 아닌 해양 환경에서 정박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박 상황에 4개의 

시나리오를 통하여, 사용성 평가를 진행 결과, 왜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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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된 영상을 적용해 구축된 인터페이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왜곡이 보정되지 않은 

인터페이스의 경우, SVM 이 아닌 단순 영상만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높은 편의성, 신뢰도 및 만족도를 

갖는 경향을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SVM 영상 왜곡 개선을 

위한 SVM 프레임워크의 학습데이터 생성, 학습 튜닝 

및 사용자 평가 과정을 소개한다. 영상 획득을 위한 

세부 파라미터 튜닝 및 사용자 평가를 몰입형 

가상현실에서 가능하게 하여, 선박의 출렁거림 

(sloshing action) 정도를 세부 조절하고 선박에 

탑재될 카메라 및 Lidar 센서들의 이상적인 위치를 

간편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해당 방식을 통하여 SVM 

시스템 제작을 위한 고비용 저효율의 데이터획득 및 

시스템 세부 조정에 필요한 자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 접근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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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nreal Engine(UE)은 미국의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한 3 차원 게임 엔진이자 미들웨어 솔루션 

ii UE 에서 제공하는 Plugin 으로 현실적인 물과 

관련한 효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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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복잡한 기술적 도전에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후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다시 
주목 받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통합된 연구 시도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응용 기술 뿐만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으로 그 
생태계를 확장해가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기술적으로나 응용적으로 상호보완적 가능성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 
개발과 응용 콘텐츠 증대는 가상세계 개념인 

메타버스를 미래의 중요한 변화로 현실화 시키고 
있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공간의 개념을 넘어 
현실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 기술적 

환경 변화와 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상공간의 속성을 포함한 

메타버스의 사용경험 요소로서 시각적 정보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감기술의 사용경험 최적화를 위한 
가상공간의 청각적 특성과 그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오디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시각화된 콘텐츠 
위주의 메타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간에서 갖는 소리의 실재감과 몰입감을 통해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현실세계와 통합되어 체험할 수 
있고 기존 메타버스 콘텐츠와 같이 사회적 소통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컨셉을 구축한다. 오디오 
메타버스 사용자는 실제로는 현실세계에 위치해있고, 
오디오로 구현된 가상적 공간을 통해서 해당 

공간특성을 경험하고 같은 가상환경에 접속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컨셉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청각 AR 러닝앱 서비스로 제시하고자 한다. 

청각 AR 러닝앱 사용자는 러닝앱을 통해 경험을 
원하는 오디오 메타버스 가상환경을 선택하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확인해 실제 사용자의 

움직임을 가상환경에 접목해 다중채널로 배치된 

사운드 소스를 통해 가상환경에서의 실재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팬데믹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운동 문화, 운동 콘텐츠가 

매우 증가했는데, 사용자가 이어폰과 같은 
음향기기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러닝앱에 
접속해 운동을 하면서 각각 다른 물리적 환경에 

있지만 오디오 메타버스 시스템을 통해 가상환경에서 
러닝크루를 만들고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 사례이다. 

주제어 

사운드, 오디오,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사용자 경험, 메타버스 서비스 

 

1. 서 론 

1.1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재등장 

지난 1990 년대 후반까지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착용형 
디스플레이 장치와 각종 추적 장비 등 복잡한 기술적 

도전에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반 
대중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활용 가능성으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1]. 

이후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0 년대 후반부터 다시 
주목 받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통합된 연구 시도와 글로벌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으로 응용 기술 뿐만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으로 그 생태계를 확장해가고 있다.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기술적으로나 응용적으로 공통된 측면과 
차이점을 갖으며 상호보완적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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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새로운 기회,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 개발과 응용 콘텐츠 

등 시장성 증대는 소설 속에서 제시된 가상세계 
개념인 ‘메타버스(Metaverse)’를 다가올 미래의 
중요한 변화로 현실화 시키고 있다[3]. 2007년 미국 

가속화연구재단(ASF)는 메타버스를 현실세계의 대안 
혹은 거울세계로 보는 분리적 접근이 아니라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 집합, 융합으로 이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4].  

이러한 개념의 발전은 가상 환경의 구현과 이용에 
있어 사물/기기, 행위자,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등 

현실세계의 각종 요소들이 메타버스에서도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메타버스는 
현실과 별개의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물리적 

실재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기술을 통해 결합되어 

융합된 세계로 이해할 수 있다[5].  

메타버스는 단순한 가상공간의 개념을 넘어 

현실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 기술적 
환경 변화와 문제 해결의 필요성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최근 급부상하며, 교육, 문화/예술, 

홍보/마케팅, 엔터테인먼트, 생산/제조, 일상생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보이고, 특히 주요 

선진국가 그룹에 의해 정책적 성장 기회를 맞고 있다. 

 

1.3 가상공간의 실감기술과 청각적 경험의 특성 

물리적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의 융합과 연결로서의 

메타버스는 결국 그 연결성에 대한 사용경험을 질적 
수준에 의해 성패가 좌우될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상호작용 특성을 포함한 실감 기술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6]. 

특히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변환하기 위한 기술로서 
관심객체를 포함한 공간적 정보와 사용자의 오감을 

통합하는 감각적 정보를 시스템이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모델링하는 기술이 그 기반을 이룬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시각 정보 위주에 청각 

정보를 정합 시키는 모델링이기 때문에 향상된 실감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감각 특성에 대한 

실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7].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의 
연결인 메타버스 속성을 사용자의 감각 경험 통합 
차원에서 고민하였고, 현실만큼 높은 

리얼리즘(realism)이나 실시간 해상도(resolution)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각적 화면 정보 위주의 

접근보다는 공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각적 정보, 즉 공간 특성을 표현하는 다층적 
사운드 시그널의 구성으로 더 쉽게 다른 공간으로의 

심리적 이동이 가능하고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제시한다[8][9]. 이를 오디오 메타버스(audio 
metaverse) 컨셉의 청각적 증강현실 러닝 앱 

서비스를 통해 구현 가능한 서비스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주요 

러닝 앱(running applications) 4 가지의 특성을 
간략히 분석하였다. 표 1과 같이 분석된 러닝 앱 모두 
기본적인 음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리 

녹음 된 성우의 목소리를 재생하는 방식의 단순 
피드백과 청각적 정보 전달에만 그 기능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가상 달리기 기능을 제공하는 앱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을 경험하며 
달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달리기 기록이나 업적을 
다른 러너와 비교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록 관리 

및 정보 공유 등의 목적이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각적 가상공간을 제시하여 달리는 과정의 
공간적 경험을 현실을 뛰어 넘도록 제공하는 컨셉의 

서비스는 현재까지 부재한 상황이며,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것의 의미를 갖고자 

한다. 

표 1. 러닝앱별 오디오 가이드 및 가상 달리기 모드 제공 
특성 

제공 
기능 

런데이 

 

나이키 런 클럽 

 

런키퍼 

 

맵 마이 런 

 

음성 
가이드 

⃝	 ⃝ ⃝ ⃝ 

가상 
달리기 

⃝ - ⃝ - 

 

2. 오디오 메타버스 컨셉 구현 및 서비스 사례 

2.1 오디오 메타버스의 사용경험 요소 

오디오 메타버스는 시각적인 콘텐츠를 통해 메타버스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소리의 실재감과 

몰입감을 통해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고 체험할 수 
있고 기존의 메타버스 콘텐츠처럼 타인과 사회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실제로는 현실세계에 물리적으로 위치해있고, 오디오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공간에서 타인과 만날 수 
있고 실제와 다른 가상환경의 공간적 특성을 

청각적으로 경험하는 구조이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2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2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사용자는 청각 AR 러닝앱을 통해 오디오 메타버스 
시스템에서 원하는 가상환경을 선택하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확인해 실제 사용자의 움직임을 
가상환경에 접목해 다중채널로 배치된 사운드 소스를 
통해 가상환경에서의 실재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오디오 메타버스 컨셉 구현을 위한 

사용경험 요소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오디오 공간화를 통해 단순한 러닝이 아닌 특정한 

장소를 달리는 듯한 몰입감과 현장감을 제공한다. 

②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활용해 실시간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현 위치에 대한 좌표를 

통해 입체적인 오디오 공간을 제공한다. 

③ 같은 가상공간을 달리는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제공한다. 

 

2.2 오디오 메타버스 구성 

2.2.1 오디오 메타버스의 공간 구조 

오디오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 가상적 공간 구조를 
개발 과정 역시 서비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상공간 구조 개발 과정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한동안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AR앱 서비스인 ‘포켓몬 GO’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참고하였다.  

‘포켓몬 GO’는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으로, 
사용자의 물리적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이를 

현실 공간의 위치에 따라 배치된 가상의 포켓몬 
출현을 사용자 디바이스를 통해 사냥하는 방식이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청각적인 증강현실 공간을 

개발한다. 

①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에 따라 가상의 공간을 

일정한 길이의 일직선으로 구축한다. 

② 구축된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공간에 

맞는 사운드를 배치한다. 

③ 배치한 사운드에 감쇠를 적용하여 입체적 

사운드를 구현한다. 

④ 일정한 길이로 구축된 가상 공간을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반복적으로 배치한다. 

 

그림 1. 가상공간의 청각적 특성을 표현하는 사운드 
시그널이 배치되는 오디오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구성 예시 

 

그림 2. 그림 1과 같은 오디오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Unreal 엔진 기반 가상공간의 기본구조 테스트베드 구축: 
실제 오디오 메타버스에서는 시각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구축된 가상공간 속 사운드 요소들의 청각적 경험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2.2.2 오디오 메타버스의 사운드 요소 설계 

실제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가상공간은 해당 

공간의 특성을 표현하는 사운드 요소들을 통해 
제시되는 청각 경험이므로, 이러한 오디오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음향적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 

① 위치정보와 오디오 기기를 통해 가상환경에 

몰입감을 만들어낸다. 

: 설계된 가상환경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미리 위치되어 있는 사운드 소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사운드 소스는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움직임으로써 
정해진 위치를 지나가면서 가상환경에서 움직임을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② 현실감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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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시각적인 메타버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자연 환경을 

기초로하여 몰입할 수 있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운드를 디자인을 
한다. 예를 들어 바다를 컨셉으로 설정한 경우 바다의 

엠비언스 사운드와 이펙트 사운드로 파도 소리나 
갈매기 소리 등을 삽입해 익숙한 바닷가 환경을 

조성한다. 

③ 사용자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소통을 위한 오디오, 즉 목소리(speech sound)를 
통해 타인과의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버스 환경 

컨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활동과 사용자가 
선택한 가상환경 등의 옵션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림 3. 가상공간의 공간적 특성을 표현하는 사운드 소스의 
5.1멀티채널 제작 모니터링 화면 

④ 멀티채널을 통해 몰입할 수 있는 사운드 디자인 

: 단순한 서라운드 시스템이 아닌 멀티채널을 통해 
사용자에게 깊은 몰입감과 실재감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즉 2 채널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출력되지만 5.1 채널 사운드 디자인으로 고품질의 
청취 환경을 디자인한다. 즉 사용자는 2 채널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가상환경 사운드를 

청취하지만 5.1채널 멀티채널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 
서라운드 이상의  고품질의 사운드 청취 환경을 

제공한다. 

 

2.3 서비스 앱 컨셉 

산책이나 걷기는 연령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하는 운동으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여가 활동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로 러닝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러닝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러닝크루(running crew)’ 활동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타인과 같이 있지 않더라도 ‘오디오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청각적 정보를 통해서 가상의 

환경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시각적 요소 없이 청각적 요소만으로 오디오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하는 청각 AR 러닝앱 

서비스를 제안하는데, 이는 러닝의 장점인 장소에 
구애 받지 않음과 음악을 듣는 등에 청각 경험의 선택 

행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4 러닝앱 서비스 시나리오 

서비스 컨셉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서비스 시나리오의 

사례는 다음 각 단계와 그 설명 이미지와 같다. 러닝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스토리보드 형태로 

표현하였다. 

① 준비 단계 

#1: 러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신발끈을 묶고 청각 

AR 러닝앱을 실행한다. 

#2: 이어폰을 착용하고 서비스 앱에 자동 연결된다. 

#3: 청각 AR 러닝앱에서 오디오 메타버스, 즉 특정 
공간(예, 캘리포니아 해변)을 선택하고 본격적으로 

러닝을 뛸 준비를 한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3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3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② 러닝 시작 

#4: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출발 지점이 

자동 설정되고, 오디오 메타버스 공간에 포함된 
다층적 사운드 요소들(예,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등)과 같은 공간 특정적 

사운드 환경(예, 캘리포니아 해변의 소리)과 함께 

러닝을 시작한다. 

#5: 동일한 오디오 메타버스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물리적 현실세계는 다루지만 사운드 환경으로 하나의 
공간을 경험하며 서로의 존재감(co-presence)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적 속도와 거리를 기준으로 지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 그들의 말 소리, 주위를 달리는 
사람의 소리 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달리는 중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음성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다. 

#6: 또한 달리는 도중 접속한 친구(러닝크루)를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달리기도 한다. 함께 달리는 

동안 서로의 달리는 발소리에 맞춰 페이스를 

조절하고 숨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가다듬는다. 

 

 

 

③ 마무리 단계 

#7: 자신의 러닝 목표량을 먼저 달성한 사용자는 

먼저 떠나기로 하고 서로 작별인사를 주고 받는다. 

#8: 오디오 메타버스의 청각 AR러닝앱 종료를 통해 
접속이 해제되면 사운드 환경을 통해 경험되던 특정 

공간(캘리포니아 해변 배경)은 사라지고, 현실세계의 
물리적 공간에 남은 사용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러닝앱은 사용자의 물리적 현실 공간과 오디오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공간의 통합된 러닝 경험 

이벤트를 기록하고 지속 관리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3. 결론 

본 연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요소 및 

콘텐츠 플랫폼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사용경험 요소로서 시각적 정보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감기술의 사용경험 최적화를 

위해 가상공간의 시각적 정보 구현에 비효율적인 
접근에만 국한될 필요없이 공간이 갖는 청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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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이를 통한 가상적 공간경험이 충분한 
가능성을 청각 AR 러닝앱을 서비스 사례로 

제안하였다. 특히 시각화된 콘텐츠 위주의 메타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디오 메타버스를 
제안하며 공간에서 갖는 소리의 실재감과 몰입감을 

통해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현실세계와 통합되어 

체험할 수 있는 컨셉을 구축한다.  

이러한 컨셉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청각 AR 러닝앱 

서비스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오디오 메타버스 가상환경을 선택하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확인해 실제 사용자의 움직임을 

가상환경에 접목해 다중채널로 배치된 사운드 소스를 
통해 가상환경에서의 실재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청각 AR 러닝앱은 기존 러닝 앱들과 달리 

오디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공간 시스템을 
접목하여 러닝 경험을 가상적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운동 문화, 운동 콘텐츠가 매우 증가했는데, 사용자가 
이어폰과 같은 음향기기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러닝앱에 접속해 운동을 하면서 각각 다른 물리적 
환경에 있지만 오디오 메타버스 시스템을 통해 
가상환경에서 친구를 만들고 타인과의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 사례는 주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실제 현실세계의 생활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적 

필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오디오 메타버스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서비스 사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장면에서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사운드 요소의 구분과 혼동에 

대한 문제해결, 그리고 가상공간의 청각적 표현이 
만들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시각적 경험의 왜곡 및 
방해 효과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호작용 특성에 

대한 효과 분석과 대안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 대중에게 
피부에 와닿는 메타버스의 실감경험이 부족한 것을 

고려하면 다양한 방식의 메타버스, 즉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의 연결과 통합의 기회를 확대해 나아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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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지털 헬스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험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험 탈락률을 
줄이고, 애플리케이션 사용률 확인을 위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사용한 피험자의 인터뷰를 통해 피험자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피험자들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Azmin’ 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푸시 알림을 통해 사용 독려를 하였다. 

하지만, 피험자들의 상황에 맞춰 사용 현황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주제어 

피험자 관리, 애플리케이션 기획, 모니터링, 디지털 

헬스케어 

 

1.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사람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다. 특히, 격리된 
생활 속에서 일반인들은 각자 집에서 질병관리, 
건강관리 등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 

활용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 디지털 환경에 
대한 환자 및 일반인의 친화도가 급상승하였기 
때문이다. 2020 년 한 해에만 90,000 개 이상의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출시되는 등 현재 
350,000개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지털 헬스 서비스는 사용 현황 대한 
모니터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 사용률 증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디지털 헬스 서비스가 아닌, 임상시험 관리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현황에 따르면 국내외 
임상시험은 수많은 피험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특히, 임상시험 실시 
부분에서는 참가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확인하며 
관찰하는 과정으로 장기간 연구의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임상시험 과정은 관리가 
필수적이다. 참가자들의 사용을 독려하고, 
모니터링하는 관리를 통해 임상시험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1.2  임상 시험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례  

임상 시험 관리를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며, 
실제 앱 형태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국 ClinTouch 는 정신 분열증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로 9 시부터 21 시까지 1 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스누즈 기능'은 
피험자들은 오분 후에 반복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한다. 모든 피험자는 초기 알람을 받은 후 

15 분내에 설문지에 응답해야 된다. [4] 다음으로 
국내 국내 유헬시 임상시험은 유헬시 메디칼에서 
개발된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모집 중인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 제공, 

공지사항, 온라인 설문조사, 일정관리, 피험자 등록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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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해외 및 국내에 다양한 임상 시험 관련 
관리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며, 효용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6] 하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면 
임상시험에 대한 피험자 모집 및 관리를 진행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1.3 연구 목적 

기존 임상시험 관리 앱들은 특정 질환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험자 모집 및 복약 순응도 관리만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디지털 헬스 서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앱 사용률 및 사용 행태를 파악하는 것 

또한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앱 서비스 
‘마음정원’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 

단계에서 피험자들의 앱 사용행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용 앱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디지털 헬스 

서비스에 대한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후, 디지털 헬스 서비스에 대한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 사용 독려를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 탐구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 
서비스인 ‘마음정원’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2. 관리자용 앱에 대한 니즈 도출 

본 논문은 우선, 2030 세대의 불안 완화를 위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 ‘마음정원’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피험자 
관리 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해당 앱은 하루 
2 회 사용이 권고된 만큼 지속적인 사용 유도가 앱 

효과성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적합한 앱으로서 선정하게 되었다.  

그 후, ‘마음정원’을 사용했던 피험자 인터뷰를 통해 

효과적인 피험자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도출된 인터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의료진 GUI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Azmin’을 디자인 및 개발하였다. 
‘Azmin’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실험 진행 과정에서 
피험자들에게 사용 현황을 전달하고, 사용 독려를 

위한 메시지 전송의 근거로서 활용되었다. 

2.1 디지털 헬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마음정원’ 

디지털 헬스 서비스 ‘마음정원’은 2030 대 청년들의 

불안감 완화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용전념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기반 컨텐츠 및 자기 대화(Self-talk) 

기능을 제공한다. 

‘마음정원’ 애플리케이션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해당 
실험은 2020 년 10 월부터 2021 년 2 월까지 
순차적으로 피험자당 총 8 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험 참여자는 총 101명으로, 그 중에서 ‘마음정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치료군 그룹은 49 명, 
대조군 그룹은 52 명이었다. 실험 기간 내에는 앱 

관련 및 실험에 대한 피드백을 파악하고자 치료군 
49 명을 대상으로 중간 인터뷰 및 사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해당 실험은 별도의 피험자 모니터링 앱 

없이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진행되었다. 다음은 

‘마음정원’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구조에 대한 표이다. 

  

그림 1. 마음정원의 사용 구조도 

우선, 앱에 로그인을 한 후,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7 가지 이모지 

중에 선택을 하면, 긍정, 중립, 부정 총 3 가지로 
분류된 컨텐츠를 제공받게 된다. 제공받은 컨텐츠를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읽고, 다시 듣는 과정을 

진행하면 훈련을 마무리하게 된다. 앱 화면을 포함한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 마음정원 사용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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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앱에는 알람 기능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핸드폰 푸시 알림이 전송된다. 푸시 알림 

팝업을 클릭하면 앱이 실행되며, 바로 홈화면이 
나타난다. 해당 실험에서는 실험군에게 ‘마음정원’을 
하루에 총 2회 이상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푸시 알림을 제공하였다.  

아래 그림 2는 ‘마음정원’ 애플리케이션 내 메뉴에서 
‘알람’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이다. 알람은 앱 푸시 

알림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을 권고하는 메시지가 
나온다. 해당 푸시 알림을 클릭하면 바로 ‘마음정원’ 

애플리케이션의 홈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3. 마음정원 알람 기능 

2.2  관리자 앱의 필요성 확인: 인터뷰 

8 주간의 디지털 헬스 서비스 사용이 종료된 이후,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줌(Zoom)을 통해 30 분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경험 연구 데이터는 분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명의 연구원이 인터뷰 
내용을 독립적으로 코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된 
인터뷰 내용을 통해 두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용 독려를 위해서는 푸시 알림의 
멘트가 맞춤형으로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피험자 인터뷰 내용이다. 

‘GA1-030: 예약한 시간에 푸시 알림이 올 때 발랄한 
이모티콘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울한 
상태에서 보면 부담스러워서 좀 더 차분한 

어투였으면 접속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 상태 혹은 상황에 알맞지 않은 형식적인 
멘트가 사용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험자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수집되는 감정 정보 및 
사용 데이터를 실험 과정 중에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용 독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점이다. 

다음은 피험자 인터뷰 내용이다. 

‘KB1-075: 어디까지 한지 모르겠어서 이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Sb1-073 : 사용한 날과 사용하지 않은 날, 그리고 
수행한 컨텐츠를 따로 표시해주는 페이지가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권고사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만, 사용 
횟수를 까먹거나, 지금까지의 사용 현황에 대해 알 수 
없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권고 기준에 대한 안내를 처음에는 
받았지만,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까먹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따라서, 실험 관리자가 

피험자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율이 저조한 
피험자들에게 권고 사항을 다시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3. 관리자용 앱 ‘AZMIN’ 제안 

디지털 헬스 서비스에 대한 관리 애플리케이션은 
향후 관리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진 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 범용의 가능성이 

있기에 의료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 건강 기록의 
데이터 입력을 위한 경험 기반 지침(Evidence-Based 
Guidelines for Data Entry in Electronic Health 

Record)를 사용했다.[7] 여기서 의료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이란 최적화되고 조직화된 데이터를 찾는 
동시에 저장하여 의사와 피험자 간의 의사소통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직관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을 의미한다. [8] 모든 피험자에 대한 
정보는 의료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므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시 직관적인 
내비게이션을 나타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디자인하였다.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필요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가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텍스트 기반 콘텐츠에 대한 높은 
가독성과 빠른 인식을 위해 색의 대비를 사용하여 
최소화된 방식으로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였다. [9] 또한, 동일한 정보를 서로 다른 
수준의 분류에 따라 적합하게 배치하여 각 상황에서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앞선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술한 후, 개발된 피험자 관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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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Azmin’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용행태를 파악한 후 이들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순차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1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 Azmin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마음정원’의 피험자 관리용 

앱은 앞서 언급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Azmin’은 피험자들의 ‘마음정원’ 
서비스 사용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요약’ 

(Summary), ‘오늘’(Today), ‘설정’ (Setting) 총 
3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세부 섹션으로 
‘Summary’ 내에 각 피험자 탭이 위치한다. 해당 

이름은 디지털 헬스 서비스 ‘마음정원’ 만을 위한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임을 보여주기 위해 
관리하다의 ‘Admin’와 불안의 ‘Anxiety’의 축약어인 

‘Az’를 합쳐서 만들었다.  

‘Summary’ 탭은 전체 피험자들의 사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사용 시작 

날짜가 모두 다른, 많은 피험자를 동시에 관리해야 
되기에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탭을 설정하였다. 실험 
시작 날짜부터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 

가입한 피험자’ 는 알림 메시지를 보낼 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달성률에 따라 분류되었다. 각 피험자들은 
실험 참여 일수별로 내림차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왼쪽에서는 실험 참여 일수, 오른쪽에서는 오늘 
달성률을 확인할 수 있다. 피험자들의 전체적인 실험 
참여 진척도를 달성률에 따라 ‘위험’에 해당하는 

빨강색, ‘주의’에 해당하는 노란색, ‘정상’에 해당하는 
초록색으로 표시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피험자들의 실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Today’ 탭에서는 오늘에 해당하는 피험자들의 앱 
사용 현황을 모아서 볼 수 있다. 관리자들은 사용 
탈락기준에 해당될 위험성이 있는 피험자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험자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Setting’ 탭에서는 테스터 보이기 및 

로그아웃을 할 수 있다. 

     

그림 4. Azmin ‘Summary’ & ‘Today’ 탭 

피험자 탭은 각각 피험자에 대한 상세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 현황에는 피험자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 서비스 사용시 
입력하는 데이터와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포함된다. 

‘수행평가’ 섹션에서는 피험자의 앱 사용 시작일, 
전체 달성률, 그리고 최근(어제) 수행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별 현황’에서는 각 일자별로 
피험자의 수행 횟수, 훈련을 실행한 시간, 그리고 
선택한 감정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피험자들이 하루 2 회 사용을 한 시간을 파악하고, 
해당 훈련을 진행할 때 어떤 감정을 선택했는지 

파악이 가능하였다. 

사용자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이는 피험자 각각의 사용률에 따라 독려 메세지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사용한 시각, 그 당시에 선택한 
감정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며, 이는 향후 사용 
현황에 대한 개개인별 맞춤형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Azmin 피험자 탭 

3.2  피험자 독려 푸시 알림 

앞서 개발된 피험자 관리용 앱 ‘Azmin’은 디지털 

헬스 서비스 ‘마음정원’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험에 
활용되었으며, 피험자들의 사용행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관리자용 앱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험자 관리용 앱에서 
파악된 사용현황을 기반으로 어떻게 피험자 사용 

독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피험자 독려를 위해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피험자용 애플리케이션의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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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통해 하루 2 회 핸드폰에 푸시 알림을 
제공했다. 사용 독려를 위해 피험자가 지정한 시간에 

앱 푸시 알림이 전송되었으며, 푸시 알림 내용은 
30 개의 멘트 중에서 시간대별로 랜덤으로 제공이 

되었다. 아래 표는 랜덤 글귀의 예시이다. 

 

표 1. 푸시 알림 예시 

하루 
마무리 

20:00 ~ 
04:00 

우리 내일을 위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 

오늘 별일 없었나요? 마음정원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슬슬 잘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자기 
전 마음정원 가꾸기 어때요? 

하루 
시작 

04:00 ~ 
12:00 

잠 잘 잤어요? 마음정원 가꾸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봐요 
오늘은 500보 이상 걸어보며 
마음정원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물 한 컵 마시며 잠깐 마음정원을 
가꾸면 마음 근육이 점점 단단해질 
거예요. 

하루 
중간 

12:00 ~ 
20:00 

어쩔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참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지금 무슨 생각 해요? 마음정원은 
당신의 생각이 듣고 싶어요. 
즐거운 일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정원 가꾸기 한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둘째, 2일 이상 앱 미사용으로 나타날 경우 관리자가 

직접 피험자들에게 권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용 권고를 하였다. ‘Azmin’의 ‘Today’ 탭을 
기준으로 하루 2회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바로 권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때 사용률을 

포함하여 메시지 내용을 구성하였다.  

4. 결론 

해당 논문은 디지털 헬스케어 앱 서비스 개발 시 
효과성 검증 단계에서 피험자들의 앱 사용행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용 앱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전 연구에서는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만을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었기에, 해당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만을 위한 
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했다. 여기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피험자 현황 관리, 사용 독려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연구 진행 중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피험자의 사용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연구관리와 피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연구 프로토콜의 
위반을 줄이고 더 좋은 연구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험자 관리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후, 이에 
대한 사용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피드백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냈다. 우선, 

피험자들의 디지털 헬스 서비스 사용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장기간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독려하고자 할 때는 

사용 현황에 대해 피험자들에게 명확하게 제공하여 
사용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험자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알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푸시 알림을 받게 되는 시각, 그리고 
해당 시각에 피험자들이 느끼는 감정 등 여러 맥락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독려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용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 서비스 
관리자의 피험자별 맞춤형 케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주어진 권고사항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반영하여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해야 된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사용 의도를 

확인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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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Meta-Blocks, a 

customizable VR controller which provides 

kinesthetic haptic feedback. By applying the 

repulsive force of electromagnets and 

permanent magnets to the module-typed 

controller, it gives users an immersive 

experience in a VR environment. Also, by 

diversifying the size of the holder, a wide range 

of ages of users can play with it. We confirmed 

the result by conduc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s. This paper contributes 

in the sense of utilizing magnetic force which is 

cost-efficient, and opening for various users 

with different hand sizes. 

1. Introduction 

Haptic controllers have an essential role in 

providing immersive Virtual Reality(VR) 

experiences [1]. A variety of work has been 

presented to simulate Virtual Reality as 

thoroughly as possible using haptic feedback 

[2-5] to enhance the immersion of the 

experience in the virtual world.  

                                            

* :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In the aspect of haptic feedback, many 

researchers focused on how to represent the 

equipment from the physical world realistically 

to the virtual world. Thor’s Hammer [10], the 

force feedback device, utilizes propeller-

induced propulsive force. A pair of 4-DoF 

controllers called GamesBond [1] dynamically 

displays and physically renders deformations of 

hand grips, allowing users to perceive a single 

connected object between the hands, such as a 

jumping rope. All these works enhance the 

haptic feedback to cover the wide ranges of 

tools to be used in the virtual environment and 

give an immersive experience.  

Figure 1 The concept visualization of Meta-Blocks 

which is a customizable VR controller with multi-

input kinesthetic haptic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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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controllers is that they are only applied to the 

limited size of hands. It was unavailable for a 

wide range of ages. Based on the attempts of 

existing studies, this study develops a portable 

controller that can be assembled using a new 

method of magnetic force. 

2. Related Works 

2.1 A Virtual Reality Controller Providing 

Haptic Feedback 

In the case of X-rings [6], it gives different 

feelings of objects' volumes by rendering the 

shape of objects in VR. By rendering the shape 

of objects in VR to each finger, the different 

feelings of objects' volumes can be felt. 

Gamesbond [1] develops a haptic illusion with 

two separate 4-DOF controllers by dynamically 

displaying and physically rendering 

deformations of hand grips. It develops a haptic 

illusion with two separate 4-DOF controllers by 

dynamically displaying and physically 

rendering deformations of hand grips. These 

previous related papers were only applicable to 

the limited size of hands, which is unfriendly for 

giving experiences to a wide range of ages. 

Therefore, with our suggested block type of 

controller, users can resize their own VR 

controller by changing the holder size. 

  While previous works have succeeded in 

creating handheld devices that simulate 

dynamic properties of rigid objects, such as 

weight, shape, and movement, recreating the 

behavior of flexible objects with different 

stiffness using ungrounded controllers remains 

an open challenge. In this situation, some 

researchers have implemented their distinct 

ways to generate a sense of elasticity. Elastick 
[7] is a handheld controller that renders 

dynamic haptic responses of flexible objects 

with various stiffness displays. Achieving the 

goal of generating a sense of elasticity by 

changing the stiffness of four custom elastic 

tendons along a joint that effectively increases 

and reduces the overall stiffness of a perceived 

object in 2-DoF. In the meantime, ElastiLinks 
[8] gives the resistive force by dynamically 

setting the different tensions of stiffness on the 

wire attached to it. By pulling the controller 

connected to the wire, the user can feel the 

force as if he or she is using a bow or slingshot. 

Both previous studies attached physical 

materials, especially rubber, to generate 

elasticity.  

  Besides the elastic force, implementing the 

force of inertia and letting users feel the 

sensation of inertia through wearable devices 

is necessary. Air Racket [9] has explored the 

perceptual force feedback design of air 

propulsion jets to improve the haptic 

experience of virtual racket sports, such as 

ping-pong, and badminton. By conducting 

thorough perception studies, they have 

discovered a novel illusion, of perceiving larger 

impact force magnitudes with longer impact 

duration, which can be known as the sensation 

of inertia.  As well as the usage of the air, 

Thor's Hammer [10] also placed an array of 

propellers in a hammer-shaped handheld 

device to generate haptic feedback and various 

levels of weights for handheld objects.  

  In previous papers, we found that the current 

controllers only applied to the limited size of 

hands. It was unavailable for a wide range of 

ages. By our suggested meta blocks, users can 

reassemble their controllers with different 

sizes of holders.  

2.2 Haptic feedback & Magnetic Force 

Magnets have been used to convey haptic 

feedback across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Permanent magnets have been identified as 

passive actuators (no electrical power required) 

for providing haptic feedback. Among them, 

MagnetIO [4] has proposed a new type of 

haptic actuator that consists of any number of 

soft interactive patches that can be applied 

anywhere. This patch consists of the 

electromagnet, which turns on whenever the 

electricity flows in and loses its magnetic force 

when the electricity flows out. MagnetIO [4] 

has added the LRA motor to give another haptic 

feedback sensation. In this paper, we design 

Meta-Blocks that can give multiple kinesthetic 

feedbacks to the users by dynamically changing 

the force feedback. We use simple, and 

commonly available materials such as passive 

magnets and electromagnets to generate 

repulsive force. 

3. Methodology 

This work proposes a customizable controller 

that can easily replace the size of the controller. 

With the use of electromagnets and permanent 

magnets, therefore it creates kinesthetic 

feedback (dynamic weight changing and 

repulsive force). We demonstrate this approach 

with our three main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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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ustomization 

Providing the universal design based on the 

user's convenience, we decided to provide 

users with various perimeter sizes of the 

holders where they hold the controller while 

experiencing virtual reality. Through several 

experiments, we decided on the effectiveness 

of giving variety to the perimeters rather than 

the height itself. Therefore, regarding the 

human normal hand sizes and the hand grip 

usability, we derived the measurement of three 

different suitable sizes with perimeter values 

starting from 45 mm, 55 mm, and 60 mm. By 

screwing the head part into the body part, we 

can easily customize the sizes for the Meta-

Blocks. 

3.2 Kinesthetic Feedback  

Multi-Input kinesthetic feedback is a 

compounded term that indicates the concept of 

dynamic weight change feedback and the 

repulsive force of magnets. Figure 2 indicates 

examples of how users can feel the sensation 

from dynamic weight change and the repulsive 

force. 

Dynamic Weight Distribution Change 

Figure 2 (A) shows the example when it comes 

to the Meta-Blocks being horizontally balanced. 

Adhered permanent magnets will be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ontroller due to the 

generation of repulsive force from each magnet. 

Figure 2 indicates the example of a front-tilted 

case. When users tilt the meta blocks in the 

forward direction, adhered magnets will 

strongly move toward the electromagnetic 

immediately. Therefore, the users are able to 

feel the sensation of the dynamic weight 

change.  

 

Figure 2 Three main case examples for multi-input 

kinesthetic feedback. (A) indicates when the meta- 

block is Horizontally Balanced, and (B) implies when 

users tilt the meta-block in the forward direction. 

Conversely, (C) indicates when the users. 

Repulsive Force The repulsive force is the 

force between two magnets' same poles. The 

force between two parallel wires carrying 

currents in the same direction is attractive, 

however, it is repulsive if the currents are in 

opposite directions [12]. As mentioned, 

repulsive force itself is generated when the 

same-sided magnets dynamically push each 

other. When it comes to the users tilt back and 

forth as in Figure 2 (B) and (C), they will feel 

the strong sensation of repulsive force. 

Coulomb's Law Electromagnets are made of 

coils of wires with electricity passing through 

wires. Moving charges create magnetic fields, 

so when the coils of wire in an electromagnet 

have an electric current passing through them, 

the coils behave like a magnet. We utilized the 

electromagnet to amplify the strength of 

repulsive force feedback. In the example of 

Figure 2 (C), when adhered magnets head to the 

electromagnet, repulsive force amplifies due to 

the electric current passing. To validate our 

hypothesis that electromagnet amplifies the 

repulsive force, we utilized Coulomb's Law to 

measure the force value. Coulomb's law is the 

quantitative expression of the effect of electric 

force [11].  

Coulomb's law states that the electrical force 

between two charged objects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product of the quantity of 

charge on the objects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the two objects [12].  

4. Implementation 

4.1  Overall Design 

Figure 3 is the prototype image of Meta-Blocks. 

As in the image, the holder parts can be 

customized according to the user’s hand size. 

They are diversified into three different sizes 

by the size of perimeters: small(S), medium(M), 

and large(L). The body parts, which are 

assembled in the middle, connect each holder 

and act as space for the magnet, which will be 

embedded inside, to move along by the 

repulsive force. Overall, the prototype of Meta-

blocks was designed to contain three features 

(customization, dynamic weight change, and 

repulsive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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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totype of Meta-Blocks’ Components. 

As mentioned above, we diversified the 

holders by the size of the perimeters. (See 

Figure 3) Holder 1, which is the standard 

(medium-sized), is 50 mm wide which is the 

same as the size of the body part and 90 mm 

tall. Holder 2, which is the small-sized holder, 

is 45 mm wide and 90 mm tall whereas Holder 

3, the large-sized holder, is 60 mm wide and 90 

mm tall. Overall, the holders have different 

perimeters according to their sizes but the 

length of itself and the threads is unified to be 

easily assembled with the body part. 

  For the Body part, we added a hole in the  

Figure 4 Cross-Sectional Diagram of Meta-Blocks 

body part for the cable to connect the 

electromagnet with the multiplexer (see Figure 

4). Also, we made the joint part to be in thread 

form to easily customize the holders and to 

easily put and take out the magnets for 

evaluation. The length of threads is unified into 

10 mm. For the Cover part, it is 55 mm wide 

which matches with the width of Holder1, and 

5 mm tall. 

4.2 Electromagnet and Permanent Magnet 

As in Figure 5, three types of magnets were 

embedded in the Meta-Blocks: An 

electromagnet and two pairs of permanent 

magnets. The electromagnet weighs 124 g and 

has a suction level of 250 N (25 kg) when 24 V, 

0.33 A, and 8 W are given. The purpose of this 

electromagnet is to amplify the repulsive force 

of the permanent magnet which is the main 

force sensation of our project. The first pair of 

permanent magnets contains one neodymium 

magnet and one annular magnet. It weighs 32.7 

g in total and it is placed at the bottom side of 

a holder. The purpose of this pair of magnets is 

to give the repulsive force to the second pair of 

magnets and by doing so, we can utilize the 

dynamic weight change force. The second pair 

of magnets contains two neodymium and two 

annular magnets. It weighs 50 g in total. This 

pair of magnets move along the Holder and 

Body part of Meta-Blocks by the repulsive 

force generated by the electromagnets and the 

first pair of permanent magnets. The point is 

that they were arranged to face the same side 

(N or S). 

4.3 3D-Printed Components 

Figure 6 is the 3D-printed version of Meta-

Blocks’ prototype. The red cylinder is the inner 

part of Meta-Blocks which is for the permanent 

magnet to stably move along. This is needed 

because the magnet could be flipped over by 

the repulsive force in the body part. The width 

of the inner cylinder is 1 mm wider than the 

pairs of permanent magnets. 

 

Figure 6 3D-Printed Components of Meta-Blocks. 

The very left object is the electromagnets. The 

Figure 5 The repulsive forces generated by each 

electro-magnet and permanent magnets provides 

kinesthetic haptic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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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r, Body, and Cover are the outer parts of Meta-

Blocks.  

The weight of the fully assembled component 

without the magnets is 110 g. But it depends on 

which size of the holder the user assembled; 

the bigger the holder is the heavier it gets. 

Compared to the Oculus controller which 

weighs 150 g, Meta-Blocks are lighter. But, if 

all the magnets are embedded inside, it weighs 

350 g. Thus, for development, we are planning 

to lessen the weight by making the Holder and 

Body part thinner or by using lighter types of 

magnets and electromagnets. 

5. Evaluation 

5.1 Technical Evaluation 

In the technical evaluation, we referenced one 

of our related works. MagnetIO [4] examined 

its project with four different categories. They 

evaluate the elasticity by measuring the amount 

and particle size and also chose the magnet’s 

vibration compared to the LRA coin motor's 

vibration. To measure the intensity of the coil 

magnetic field, they used the software which is 

Finite Element Method Magnetics. 

  In this paper, we measured the intensity of 

the magnetic field with Coulomb’s Law. 

Coulomb's law has been used for the 

measurement of the repulsive force between 

two permanent magnets. This project tries to 

utilize the functionality of electromagnet, that 

the repulsive force will be amplified due to the 

electric current passing. By measuring the 

value of repulsive force with Coulomb's law in 

Section 3.2, we proved that the repulsive force 

has been amplified due to the electromagnet's 

function.  

𝐹 =  𝑘𝑒
𝑞𝐴𝑞𝐵

𝑟2                 (1) 

Two types of magnets will generate the 

repulsive force in this system. The pair of only 

permanent magnets’ Tesla value was about 28 

mT. We also have a pair of electromagnets and 

permanent magnets. Since it is electromagnetic 

when the DC supply is on, the Tesla value was 

57 mT, and it was 8 mT when it was off. When 

the DC supply is off, the distance between each 

magnet is 40 mm and it turns out to be 70 mm 

when it is on. 

  Based on this length and previous Tesla value, 

we can say that the final value of the repulsive 

force regarding Coulomb’s law has a clear 

difference value on using the Electromagnet. 

When the electricity starts flowing, the value 

was about 4.14 m2 · 𝐶−2 while the value was 

about 1.80 m2 · 𝐶−2 without electricity ( 𝐾𝑒 ≈ 

8.988×109𝑁·𝑚2·𝐶−2). Therefore, we verify that 

electromagnetic force enhances the repulsive 

force. When the user is holding the controller, 

they will feel the sensation of repulsive force 

regarding the previously measured Tesla value. 

With a following pilot user experience, we 

measured the sensation qualitatively as well. 

5.2 Qualitative Evaluation 

 

Figure 7 Image of participants experiencing two VR 

scenes with Meta-blocks. 

In Qualitative evaluation, we would like to 

measure the quality of the VR experience with 

the controller. We set the questionnaires [13] 

which is a list of questions to gather data from 

respondents about attitudes, experiences, or 

opinions. Two volunteers among the 

researchers were asked to answer 7 different 

questions on the 7-point Likert Scale after two 

VR scenarios. In the spray painting scene, 

participants only use a single controller. Then 

in the skiing scene, the participants use two 

controllers. One of them has repulsive feedback 

while the other does not. Then, we asked them 

to compare the sensation(e.g. which one is 

heavier) to the participants. 

Results The main thing was that users can 

distinguish the difference between repulsive 

force feedback.(Figure 7) What we should have 

a look at is Questions 1 and 7 which are the 

force feedback-related questions. They give an 

average of 5 in question “Q1. Repulsive force 
fits well with VR scenes." Average 6.5 in 

question and “Q7. Being  able  to  feel  the 
Repulsive force which is made in the virtual 
environment more immersive.”. Other 

questions are related to system usability. For 

instance, we have "Q2. The user interactions 
are easy to perform.", "Q3. The system reacts 
too slowly.","Q4. It’s possible to imagine a 
Repulsive force use of the controller.","Q5.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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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has been a pleasure for me.", and 
"Q6.The use of the controllers feels familiar to 
me.". 

6. Limitations 

Hand grip interaction can be improved by 

changing the device type. The Oculus 

controller is heavier and disturbs the natural 

hand interaction with the users. We are 

planning to change the controller type. The 

weight of the electromagnetic field can be 

lessened by using a different type of magnetic 

field. With the liquid type of magnetic which is 

magnetorheological fluid, the weight of the 

controller can be much lighter than the current 

state. We would have more iterations to 

validate the size of the controller like height 

and perimeter as well. In addition, for more 

accurate technical evaluation, we are planning 

to evaluate the repulsive force by measuring 

the amount of acceleration value. 

7. Conclusion 

By presenting apparatus blocks, Meta-Blocks 

can be directed as various tools in virtual 

environments. Moreover, it is possible to 

customize the size of the controller that fits 

each individual’s own hands. Meta-Blocks 

allow users to feel the sensation of Dynamic 

weight changes generated by magnetic force. 

Finally, we used different strengths of 

repulsive force feedback by using an 

electromagnet. The purpose is to give different 

sensations for various tools in VR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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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없이 환자 활동성을 분석하는 방안
Patient activity analysis without invasion of privacy 

요약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서부터 인공지능 기반 진단, 진료에 이
르기까지 관련 기술과 서비스들이 의료 영역에 다양하
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병원 모델에서는 환자
의 질병에 대한 진료 외에도 병원 내 환자의 안전 및 활
동성 평가 등 환자의 일상과 관련한 서비스 개발에 인
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많
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침해 등의 부작용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상 기반 인공지능 
기술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로써 높은 판
별 정확성과 직관적 사용의 장점이 있지만 이 기술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 정보 수집, 저장 
및 활용에 대한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의 
심리적 검부감이 함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병실 등 환자의 개인 공간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환자
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기 보다
는 라이다 센서의 결과값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를 인식하고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CCTV 설치에 따른 환자와 병원의 거부감을 줄이며 법
률적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
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활동성 평가, PointPillar 

1. 서 론 

1.1.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바이오인포메틱스 분
야에서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광범위한 범
위에서 적용되고 있다[1-2]. 특히 최근에는 보건복지
부 등에서 스마트병원이란 이름으로 디지털 기반 스마
트 병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스마
트병원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하여 환
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병원을 말한다. 
전문의에게 비대면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하여 응급처
치를 시행하거나, 맥박이나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이 현재 스마트병원 선도 모
델의 실제 활용사례들이다. 현재 총 8개 병원에서 스마
트병원 선도모벨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6-
7]. 예를들어 낙상 조기 감시 시스템은 병실 천장에 설
치한 어안레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낙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를 탐지해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으로, 이
를 통해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에 적극적인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1.2.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현실적 문제점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면서 요양원이나 요
양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역시 2009년 12만 4천명에서 2020년 40
만 7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5]. 대부분의 노
인들은 노령화가 되어감에 따라 운동량, 지구력 감소 
민첩성, 균형감이 크게 저하된다. 이와 같은 기능 저하
는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운
동량이 부족한 경우 저하 속도가 더 빨라진다. 노인의 
지속적인 운동은 뇌의 노화를 예방 및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량의 손실에 따른 근력 감소를 예방하여 일
상생활능력을 향상시킨다[9].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 환자 보살핌 문제는 낙상
이나 욕창 등이 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고 
있는 노인 환자들은 낙상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노
인 병원에 입원한 뇌졸종 환자의 낙상률은 14.2% 수준
에 이르며, 낙상을 경험한 환자의 1년 이내 재낙상률은 
29.1%에 이른다[8]. 욕창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활동성
이 부족하여 한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환자의 경
우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
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조직이 죽어 발생하는 
궤양을 나타내는데 요양병원 등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
하는 질환이며 환자 가족들의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
이다. 이와 같은 환자 관리 부실의 원인은 요양병원의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주요 이용대상인 노인의 
특성이 고려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
문이며 이는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간 분쟁의 주요 원
인중 하나이다[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낙상 및 욕창을 판
별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병실내 CCTV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환자 동의 및 병원의 허가가 이
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및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호 등을 이유로 
CCTV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CTV 등 영상 기반
의 환자 상태 판별 방식보다는 라이다 센서 등을 활용
한 PointCloud 데이터를 사용하여 의료자, 환자 등의 
개인 정보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의 상태
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2. 본문 

CCTV 영상 정보를 대신하여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
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활동량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환자를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라이다
를 사용해서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라이다는 카메라와 달리 빛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인식된 객체에 대한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식된 환자의 이동량(활동량)
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카메라/이미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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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동일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별도의 거리 추정 
과정이 필요하며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
미지 기반의 객체 인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포인트 클
라우드 데이터에서 객체 인식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적
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미지 데이터
와 포인트 클라우드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반대
로 큰 차이점도 존재한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는 밀집 
데이터인데 반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희소 데이
터이며 이미지 데이터는 2D이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
터는 3D 데이터이다. 대표적인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객체 인식 모델은 PointPillars 이다. 이 모델은 
PointNets를 사용하여 vertical columns(pillars)으로 구
성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표현을 학습한다[10][11].   

 

그림 1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객체 인식 

  포인트 클라우드 인식의 출력은 (x, y, z, dx, dy, dz, 
yaw) 형태의 3D 바운딩 박스로 나타난다. x, y, z는 객
체 중심의 x, y, z 좌표를, dx, dy, dz는 x 방향 길이 y 
방향 너비, z 방향 높이를 그리고 yaw는 3D 유클리드 
공간의  방향을 나타낸다.  

  환자 추적을 위해서는 병실에서는 라이다 포인트 클
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환자를 인식하고 환자의 활
동량을 계산하며 병실밖 CCTV가 설치된 복도에서는 
CCTV의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환자를 인식, 추적
한다. 

 그림 2 CCTV와 라이다 영역간 서비스 시나리오 

환자의 활동량은 인식된 객체의 중심 속도를 통해 정량
화 할수 있다. 라이다의 특성상 인식된 환자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단위 시간당 환자의 이동 속
도 계산을 통해 환자의 활동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객체 인식 및 추적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에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실등에서 CCTV 대신 라
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환자를 인식하고 추적하여 환자
의 활동량 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
시하였다. CCTV를 대신해 라이더 센서를 이용함으로
써 환자와 병원의 거부감을 줄일뿐만 아니라 기술적으
로 영상 데이터를 사용할때에 비해서 더 적은 컴퓨팅
을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환자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빛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밤에도 환
자를 인식 및 추적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가상환경에서 환자 및 병원 환경을 구축하여 환
자 활동량 모니터링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테스트하여 
실제 환경에서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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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용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클릭하는 등의 행

동을 통해, 축적되는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

자와 아이템간 상호 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협업 

필터링이나 콘텐츠 기반 필터링 등의 방법을 적용

하여 아이템에 대한 추천을 수행하였다. 그래프 인

공 신경망 기술의 발전으로 대상의 관계성을 잘 고

려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 모델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방법론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다. 또한, 더 정확한 추천을 위해 사용자 정보

나 아이템 지식 정보와 같은 각종 추가 정보를 활

용하는데 유리하여 해당 방향으로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다. 최근 연구에서 소셜 네트워크 데이

터를 추가 정보로 활용하여 그래프 대조 학습을 수

행하였으며, 여러 추천 데이터셋에 대해 좋은 성능

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는 

구하기 힘들고,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해당 방법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대신 아

이템 지식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천 성능을 개

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추가 정보로 활용한 기존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성

능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추천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주제어 

추천시스템, 그래프 대조 학습  

1. 서 론 

방송사나 신문사와 같이 한정된 곳에서 소수의 

콘텐츠를 생성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플랫폼과 

한정되지 않은 대상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콘텐츠

를 공급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양

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콘텐츠의 발전을 가져왔으

며 사용자들은 Youtube나 Netflix와 같은 플랫폼

에 접속하여 수많은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홍수는 오히려 수많은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야

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용자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인 추천시스템이 등장하였다. 

추천 시스템이란 정보 필터링 기술의 일종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나 과거 행동 또는 메타 데이터 등

을 분석하고 특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적합한 아

이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실제로 흥미를 

가질 만한 콘텐츠를 필터링하여 사용자의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

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

여 맞춤 추천을 제공할 수 있어진다. 이는 사용자

의 만족도를 높여주어 다양한 상품을 보다 더 판매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협업 필터링 방법은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는 대

표적인 알고리즘이다.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구

매하였는지에 따라 사용자와 아이템에 대해 모델

링하고, 연산을 통해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좋은 성능의 추천을 얻기 위해서는 대상을 

올바르게 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사용

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프로필 정보나 소셜 네트워

크 정보, 아이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이템 지식 

정보와 같은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더 정확한 모델

링을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

여 추천의 성능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계속되어왔

다. SOTA 모델인 SEPT[1]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

터를 추가 정보로 학습에 활용하여 우수한 추천 성

능을 보였다. 하지만 학습에 활용한 사용자-아이

템 상호작용 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가 같

이 있는 데이터셋은 그 수가 적고 획득하기 어려워 

실제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아이템 지식 정보 데이터를 추가 정보로 활

용하여 추천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제안한

다. 4개의 추천 데이터셋에 대해 추천 성능을 측정

해본 결과, 기존 SOTA 모델에 준하는 성능을 보였

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우수한 

추천 성능을 달성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협업 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협업 필터링은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범용적으

로 쓰이는 모델 중 하나로, 많은 사용자들의 기호 

정보에 따라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자동으로 예측

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메모리 기반 접근법(Memory–based approach)

에서는 코사인 유사도나 피어슨 상관계수 등을 통

해 유사한 사용자나 아이템을 찾아낸다.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도메인 지식에 의존적이지 않다

는 점이 장점이다. 모델 기반 접근법(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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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approach)에서는 머신 러닝을 이용한 방식

으로, 항목간 유사성보다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여 

사용자의 잠재적 특성을 파악하는 모델이다. 행렬 

분해(Matrix Factorization), 특이값 분해(Sing-

ular Value Decomposition)와 딥 러닝 기반 방법

을 사용한다. 부족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유리하

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 빠른 추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아이템 상호작용 데이터

와 추가 정보의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 

기반 접근법을 채택한다. 이를 통해 협업 필터링 

신호를 분석하고 정확한 추천을 수행한다.  

2.2 그래프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추천 

그래프 인공 신경망 모델은 그래프 구조가 동반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성이 입증되었고,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GCN)[2]은 이미지 학습 분야의 대표적인 

모델인 합성곱 신경망(CNN)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모델으로, 기준 노드 주변에 있는 노드 

정보를 가중치 행렬(Weight matrix)과 인접 행렬

에 곱하여 값을 업데이트한다. 연산 과정에서 파라

미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적으며, 기준 픽

셀 또는 노드 주변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을 학습한

다는 특징 때문에 그래프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추

천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을 추천 분야에 접목한 최

초의 연구[3]에서 이분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는 

사용자-아이템 상호작용 데이터를 트리(Tree)구

조로 변형하여 그래프 구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모

델을 설계하였다(NGCF). 높은 차수(Order)를 갖

는 이웃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협업 필터링 신호를 

활용할 수 있었으며, 개체 사이의 연결성을 고려하

여 기존 협업 필터링 기반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

을 달성하였다. 이후 연구[4]에서 기존 연구

(NGCF)에 적용한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 구조의 

각 부분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산 과정 중 

가중치 곱 과정(Feature transformation)과 활성

화 함수 적용 과정(Activation function)이 추천 성

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파

악하였다. 또한 해당 실험을 통해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의 필수적인 요소만 포함하여 추천에 최적

화된 모델인 LightGCN 모델을 제안하였다. 

앞서 소개한 연구들은 추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그래프 인공 신경망 모델 중 하나인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우수한 성능을 바탕

으로 해당 분야의 기반 연구로 여겨진다. 특히 기

존 그래프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추천에 알맞게 경

량화한 LightGCN 모델은 우수성을 입증 받아 타 

연구의 기본 인코더나 기반 모델로 활용되며, 본 

연구의 기본 인코더로 활용하였다. 

2.3 그래프 대조 학습을 이용한 추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라벨링

을 통한 기존 지도학습 방법에 많은 비용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모델이 원본 데이터의 패

턴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스스로 라벨링 하여 모

델 훈련에 사용하는 자가 지도 학습(Self–

supervised learning)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래

프 대조 학습(Graph Contrastive Learning)은 자

가 지도 학습 방법 중 하나로, 원본 그래프를 여러 

개로 증강하여(View augmentation) 서로 다른 그

래프 뷰를 형성한 후 이를 대조하여 표현을 학습하

는 방식으로 대상을 학습한다[5]. 데이터셋을 구축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사전 학습

(Pre–training)을 통해 다운스트림 태스크

(Downstream task)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해

당 방법의 장점이다. 

그래프 대조 학습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서 이를 기존 그래프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추천 

문제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Node/Edge 드

랍 아웃 기반 방법[6, 7], 서브 그래프 샘플링 방법

[8, 9] 등의 데이터 증강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그래

프 뷰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조 학습을 수행

하여 추천 성능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그래프 뷰를 생성하고, 이

를 그래프 대조 학습에 활용하는 연구도 있었다. 

사용자-아이템 상호작용 데이터를 변형하여 사용

했던 기존 연구와 다르게 소셜 네트워크 정보와 이

를 변형한 정보를 추가 정보로 활용하여 새로운 뷰

를 만들었고, 다수의 뷰를 활용한 대조 학습을 수

행하는 모델(SEPT)을 설계하였다. LastFM, 

Douban-Book, Yelp 세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SOTA 추천 성능을 달성하였다[1].  

위 SEPT 모델은 추가적인 뷰를 생성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여러 추천 데

이터셋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지만 사용

자-아이템 상호작용 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 데이

터가 같이 있는 연구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픈 데이

터셋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셋

에 적용해보거나, 실험을 확장하기 쉽지 않다는 한

계점이 존재한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 지식 정보를 활

용하여 아이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뷰를 형

성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 – 아이템 상호 작용 정보

의 학습을 보조하고, 학습된 사용자 임베딩과 아이

템 임베딩을 바탕으로 추천 성능을 개선한다. 

[그림 1] 그래프 대조 학습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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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그림 2] ItemGC 모델 전체 구조도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한 기존 연구의 한계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서, 아이템 지식 정보 데이

터를 추가 정보로 활용한다. 아이템 지식 정보 데

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그래프 뷰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아이템 임베딩에 대해 학습하여 추

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 ItemGC를 제안한다. 

[그림 2]과 같이, 그래프 대조 학습 과정을 통해 아

이템 임베딩을 개선하며, 개선된 아이템 임베딩과 

초기 사용자 임베딩을 바탕으로 추천의 성능을 측

정한다. 제안한 ItemGC 모델의 추천 성능을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한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본다. 

또한 사용한 추가 정보가 추천 결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해 본다.  

 

[그림 3] 그래프 뷰 생성  

본 모델의 가장 첫 단계에서 [그림 3]와 같이 사

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이터와 아이템 지식 정보 

데이터를 입력받아 대조 학습을 위한 그래프 뷰를 

생성한다. 테이블 데이터를 인접 행렬화하여 그래

프를 생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증강을 통해 총 세 

개의 그래프를 생성한다. 먼저 User–item view는 

사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그래프 뷰로, 협업 필터링 신호를 나타내는 이분 

그래프의 모양을 갖는다. 사용자와 아이템을 노드

로 표현하고, 사용자와 상호 작용이 있었던 아이템

과의 관계를 간선으로 나타낸다. Tag view는 아이

템 지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그래프 뷰로, 아

이템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갖는 이분 그래프 모양을 

갖는다. 아이템과 태그 정보를 노드로 표현하고, 

아이템에 부여된 태그 정보를 간선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태그 정보는 데이터셋에 따라 카테고리, 장

르와 같은 추가 정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Co–

occurrence view는 사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

이터를 바탕으로 행렬 연산을 통해 생성하며, 같이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아이템을 노드로 표현하고, 사용자에 의해 같이 구

매된 아이템 사이의 관계를 간선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 기본 인코더 모델인 LightGCN을 이용

하여 각각의 그래프 뷰에 있는 노드의 임베딩을 구

해준다. User–item view로부터 사용자와 아이템

에 대한 임베딩을, Tag view와 Co–occurrence 

view로부터 아이템 임베딩을 구한다. 세 개의 그래

프 뷰로부터 생성된 아이템 임베딩은 다른 측면의 

아이템 특성을 반영하며, 이후 학습을 통해 다른 

뷰의 정보를 받아들여 임베딩을 개선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구한 아이템 임베딩은 라

벨링을 통해 대조 학습을 수행하며, 사용자 임베딩

은 아이템 추천에 대해 학습하기 위해 이후 과정에 

사용된다. 

모델의 그래프 뷰 생성 과정에서 사용자와 아이

템의 임베딩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얻은 임베딩에 

의사 라벨(Pseudo Label)을 생성해 주어 대조 학

습의 방향성에 대해 설정한다. 라벨을 부여하기 위

해 타겟 아이템 임베딩과 의미론적으로 비슷한 임

베딩을 찾아내어 Positive sample로 정한다. 이는 

기존에 단순 노드 ID 기반으로 라벨링 하여 대조 

학습하는 것과 달리, 의미가 비슷한 임베딩을 

Positive sample로 정하여 대조 학습하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기존 연구 결과 바탕으로 한다

[1]. 라벨링을 위해 먼저 User – item view를 그

래프 합성곱 연산하여 Unlabeled example set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그래프 뷰에서 생성한 아이템 

임베딩과 의미가 비슷한 Positive sample을 

Unlabeled example set에서 찾는다. 이 과정은 아

이템 임베딩과 Unlabeled example set의 임베딩

간 코사인 유사도 점수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다른 

두 개의 뷰에서 구한 점수를 더하여 상위 K 개의 

아이템에 대해 Positive sample로 설정하고, 나머

지 아이템은 Negative sample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User–item view의 n번 아이템의 Positive 

sample을 정하기 위해서 Tag view와 Co–

occurrence view의 아이템의 유사도 점수를 각각 

더해 상위 K 개를 선택한다.  

위 과정을 통해 아이템별로 Positive sample과 

Negative sample을 구분하고 대조 학습을 수행하

여 아이템 임베딩을 개선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조 학습은 비슷한 데이터는 임베딩 공간에서 더 

가깝게,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는 더 멀게 학습하는 

과정이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인코더는 개선된 

모델링을 제공하고, 이로써 더 정확한 의사 레이블

을 생성하며, 이는 다시 인코더의 모델링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아이템 임베딩과 사용자 임베딩

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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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델에서는 아이템 및 사용자에 대해 모델링 

하는 서브 태스크와 학습된 임베딩을 바탕으로 추

천을 수행하는 메인 태스크를 수행한다. 본 모델에

서는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한 손실 함수(Loss 

function)을 일정 비율로 합하여 통합된 손실 함수

를 만들고, 이를 최적화하는 멀티태스크 학습

(Multitask–learning) 방법을 채택하였다. 서브 태

스크에 해당하는 아이템 임베딩 개선 과정에는 대

조 학습에 많이 쓰이는 infoNCE Loss을 사용하고, 

최적의 아이템 추천을 위한 학습 과정에는 BPR 

Loss를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임베딩과 아

이템 임베딩 쌍이 필요한데, User–item view에 있

는 임베딩을 구하여 BPR Loss를 계산한다.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아이템 지식 정보를 그래프 대조 

학습에 활용했을 때 추천 성능 변화에 대해 알아본

다. 소셜 네트워크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한 기존 

SOTA 모델과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해 사용자-아이

템 상호작용 데이터, 아이템 지식 정보 그리고 소

셜 네트워크 데이터가 모두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

한다. 또한 어떤 정보를 가진 뷰가 학습에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내포하는지, 성능 향상에 유의미한

지 파악하기 위한 View ablation study를 진행한

다. 

4.1 기존 연구와 추천 성능 비교 

본 절에서는 모델이 학습한 아이템 지식 정보가 

추천 성능 개선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이

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 인코더 모델(LightGCN)과 

이전 연구 모델(SEPT) 그리고 ItemGC 모델의 성

능을 비교한다. LightGCN은 사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학습하고, SEPT는 사

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 데

이터를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ItemGC는 사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이터와 아

이템 지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한다.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SEPT 모델과 성능 비교를 하기 위

해서는 사용자–아이템 상호작용 데이터, 아이템 지

식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가 모두 있는 데

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

하는 LastFM과 CiaoDVD 데이터셋에 대해 실험

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표 1]와 같다. 

[표 1] 기존 연구와 성능 비교(NDCG) 

 LastFM CiaoDVD 

LightGCN 23.39 4.064 

SEPT 24.51 4.209 

ItemGC 24.79 4.208 

기본 인코더 모델인 LightGCN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데이터셋의 모든 평가 지표에서 4% 이상의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였다. LightGCN에서는 

사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이터만 학습하였으므

로 다른 두 모델에 비해 적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하였고, 이로 인해 추천 성능이 떨어진다. 그

에 반해 SEPT와 ItemGC는 사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이터에 각각 소셜 네트워크 정보와 아이템 

지식 정보를 추가적으로 학습하였고, 이로 인해 좋

은 추천 성능을 달성하였다. 또한, SEPT와 

ItemGC 모델이 사용한 기본 인코더 모델이 

LightGCN이라는 점에서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대

조 학습을 수행하였을 때 추천 성능 향상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ItemGC 모델을 SEPT와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각기 다른 추가 정보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SOTA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준다. 특히 LastFM 

데이터셋의 NDCG 평가 지표에서는 기존 모델을 

크게 웃도는 성능을 보여준다. 이 결과로 보아 아

이템 지식 데이터를 추가 정보로 활용하여 우수한 

추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ItemGC의 학습 데이터인 아이템 지식 정보

가 SEPT의 학습 데이터인 소셜 네트워크 정보보

다 훨씬 구하기 쉽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우수하고,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셋이 없어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 모델의 추천 성능을 아이템 지

식 정보를 사용한 기존 연구 모델과 비교해본다. 

비교 대상 모델은 다음과 같다. 

- KGAT[12]: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 

기반 SOTA 모델로, 지식 그래프에서 높은 차수의 

관계 정보를 모델링하기 위해 Knowledge-aware 

attentive graph convolution을 사용하였다. 

- HGAT[13]: 이종 그래프(Heterogeneous 

graph) 기반 SOTA 모델로, 이웃 노드의 타입과 레

벨을 학습하기 위해 Dual–level attention 

network를 고안하였다. 

- TGCN[14]: 아이템의 태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태그–아이템 형태의 triplet이 포함된 학습 

그래프를 생성하고, 노드의 종류별로 Attention 학

습하였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

대로 LastFM 데이터셋 전처리 후, NDCG 지표에 

대해 10, 20개의 아이템을 추천하여 성능을 측정

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아이템 지식 정보를 활용한 모델과 성능 비교 

 NDCG@10 NDCG@20 

KGCN 18.68 23.43 

HGAT 19.45 24.04 

TGCN 20.73 25.63 

ItemGC 25.66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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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실험 결과, ItemGC가 기존 그래프 기반 추

천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 모델에서 아이템 지식 정

보를 활용한 방법이 대상을 학습하기에 효율적이

었음을 뜻하며, 이로 인해 우수한 추천 성능을 달

성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모델과 비슷한 구조

를 갖는 SEPT에서도 기존 아이템 지식 정보를 활

용한 추천 모델의 성능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개의 그래프 뷰를 형성하여 대조 학습한 결과

가 아이템을 추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4.2 View Ablation Study 

아이템 지식 정보를 활용하여 생성한 여러 개의 

뷰는 추천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알아본다. 각각의 뷰의 유무에 따라 추천 성능 

변화를 실험적으로 파악해 본다. 

 

 

[그림 4]에서 위 그림의 범례에서 각각 User-

item view만 있는 경우, User-item view에 Co-

occurrence view가 추가된 경우, User-item 

view에 Tag view가 추가된 경우, 세 가지 뷰가 모

두 있는 경우를 뜻한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Co-occurrence view나 Tag view가 추가되었을 

때 성능 향상이 존재하였으며, 데이터셋에 따라 그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Co-

occurrence view보다 Tag view가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User -

item view의 데이터를 변형하여 만든 뷰보다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한 Tag view에 학습할 정보

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대체로 User–item view에 두 가지 뷰가 추가적

으로 존재하는 ItemGC가 성능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활용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변형하여 여러 개의 뷰를 생성하고, 대조 학습을 

진행한다면 개선된 아이템 임베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추천 분야 데이터셋이 가지

는 희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활용하

였다. 또한 주어진 데이터셋을 효과적으로 학습하

기 위해 그래프 인공 신경망 구조와 대조 학습 방

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이터와 아이템 지식 정보를 학습하여 추천 

성능을 개선하였다.  

4.1절에서 기존 연구와 ItemGC의 성능을 비교

하였다. 추가 정보를 활용한 모델(SEPT, ItemGC)

의 추천 성능이 사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이터만 

학습한 모델(LightGCN)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아, 

소셜 네트워크나 아이템 지식 정보와 같은 추가 정

보가 추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SOTA 모델과 추천 성능 

비교를 위해 사용자–아이템 상호 작용 데이터, 소

셜 네트워크 데이터와 아이템 지식 정보가 모두 있

는 LastFM, CiaoDVD 데이터셋으로 실험하였다. 

이를 통해, ItemGC 모델이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없이 기존 SOTA 모델(SEPT)에 준하는 성능을 달

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지식 

정보를 활용한 기존 연구 모델과 추천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아이템 추가 정보를 본 연구

의 방법대로 활용하여 학습하였을 때, 기존보다 우

수한 추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4.2절에서 그래프 대조 학습을 위해 생성한 여러 

개의 뷰에 대한 Ablation study를 진행하였다. 

User-item view, Tag view 그리고 Co-

occurrence view의 유무에 따라 추천 성능 변화

를 측정해 보았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프 뷰가 

추가될 때마다 추천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

으며, 모든 뷰가 추가된 ItemGC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기존 정보를 행렬 연산을 통

해 변형한 Co-occurrence view보다 새롭게 추가

된 정보를 통해 생성된 Tag view가 성능 향상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점으로 보아 추가 정보가 추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모델인 ItemGC는 기존 SOTA 모델과 

다르게 아이템 지식 정보를 추가 정보로 활용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SOTA 모델에 준하는 성능

을 달성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는 개인 정보

로 취급되어 구하기 어려우며 데이터 증강이 어렵

다. 반면에 아이템 지식 정보는 훨씬 구하기 쉬우

며 다양한 종류의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데

이터 없이 아이템 지식 데이터만으로 기존 SOTA 

연구에 준하는 정도의 성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

이 본 연구의 의의다. 

본 연구에서 서로 다른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학

습한 두 모델의 추천 성능에 대해 비교하였다(4.1

절). 이를 위해 하나의 사용자–아이템 상호작용 데

이터를 공유하는 아이템 지식 정보와 소셜 네트워

크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채택하였으며, ItemGC 모

델과 SEPT 모델에 대해 학습 및 추천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셋에 파생되

는 추가 정보의 종류에 따라 추천 성능을 비교한 

최초의 연구로, 공정한 비교를 통해 아이템 지식 

정보를 활용한 학습이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

[그림 4] View ablation study 결과(ND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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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학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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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일상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발전하고, 사용자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개선이 거듭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표출하여 사용 

경험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총 61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10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총 10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행동 패턴 매핑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3 가지 

사용자 페르소나를 도출하였으며, 고객여정지도를 

통해 개선된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및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수행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3 가지 중점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개선된 서비스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하여 추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증강현실, 사용자경험, 

사용자중심디자인 

1. 서 론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일상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이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도를 정밀화 하고 

기능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1-4]. 특히, 최근에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 광고로 

인해 맛집, 카페 등과 관련한 관심도가 증가했으며 

소비자가 이와 같은 장소를 검색하여 직접 

‘찾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길 

찾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과 의존도도 상승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길, 헷갈리는 길에 대한 두려움과 장벽을 

해소하는 등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1,2].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 모바일 

지도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개선을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은 지도 앱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 특히, 사용자들은 위치 정보를 

탐색할 때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며, GPS 기능으로 사용자 정보 탐색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도 앱과 사용자 간의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현재 위치 및 

방향성 정보, ‘목적지까지 나타나는 건물의 정보’, 

‘랜드마크 적인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동시에 여러 개발자들은 보다 좋은 길 찾기 

서비스로의 개선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4]. 보다 좋은 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길 

찾기 서비스의 문제점과 불만족 원인을 파악하고 

사용성, 유용성, 감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길 찾기 서비스 

사용자의 의견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더 나은 길 

찾기 서비스를 위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강 현실은 사용자가 일상에서 인식하는 실제 

환경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 놓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세계이다 [5]. 최근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은 의료, 방송, 설계, 게임,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5]. 증강 현실 기술 

기반으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보다 효과적이고 

직관적으로 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4,5]. 

본 연구는 기존 길 찾기 서비스의 사용자들이 

경험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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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 경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방향 반영으로 

인한 오류 문제, 정보 업데이트 지연 및 정보 부족 

문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 파악의 어려움 

등과 관련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그림 1). 

 

그림 1 연구 절차 

2.1 사용자 경험 데이터 수집 

설문 조사를 통해 기존 길 찾기 서비스의 주요 사용 

상황과 사용 행태,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을 나누어 조사했다 (표 1). 설문 조사는 총 

61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행했다.  

표 1.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설문조사 문항 특성 

구분 유형 

사용 상황 객관식 

사용 행태 객관식 

만족하는 부분 객관식 

불만족하는 부분 주관식 

필요로 하는 추가 기능 주관식 

 

새로운 서비스의 방향성과 증강현실 기술 도입 및 

제보 방식에 대한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길 찾기 서비스를 일주일에 3 회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 10 명에게 반구조화된 (semi-

structured) 질문지 형식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 항목의 구성은 1) 전반적인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사용 행태 관련 문항, 2)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에 대한 문항, 3)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하였을 경우 사용 의지 및 선호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위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대상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사용자 10 명을 추출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행동 패턴 맵핑을 수행했다. 행동 변수는 1) 
IT 기기 친숙도, 2) 길 찾기 서비스 사용 상황, 3) 
정보 검색 빈도, 4) 새로운 시도에 대한 적극성, 5) 

어플 사용 시 시선, 6) 정보 제공 선호도, 7) 사고 

위험 인지도, 8) 방향 파악의 어려움 정도, 9) 
주목하는 정보, 10) 만족도의 변수로 설정했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Affinity diagram)을 통해 길 

찾기 어플리케이션 개선 방향에 대한 종합적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최종 개선 방향성을 수립했다. 

 

2.3 사용자 모델링 및 새로운 서비스 제안 

페르소나 (Persona) 기법과 고객여정지도 

(Customer Journey Map) 기법을 통해 새로운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자 모델을 

구축하였다.  

페르소나의 구성 요소로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동기, 인물과 상황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 불만 (pain points), 필요 (needs)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3 가지 그룹을 도출하였다. 

고객여정지도는 action & touch point, feelings & 

thought, pain & gain points, insight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과정을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했다. 

 

3. 연구결과 

3.1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설문조사는 총 61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주 1-

2 회 사용하는 응답자는 23 명 (52.2%), 주 3-4 회 

사용하는 응답자는 13 명 (21.3%), 주 5-6 회 

사용하는 응답자는 8 명 (13.2%), 매일 1 회 이상 

사용하는 응답자는 8 명 (13.2%) 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 길 찾기 서비스는 새로운 장소 사용 

시 가장 많이 사용되며 (75.4%), 지도 확대 시 

주변의 상호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점과 방향과 

위치가 지도 위에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도를 보임을 

확인했다. 반면, 방향과 위치 반영 기능에 대해 

만족하는 동시에 방향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몸을 

틀며 방향을 잡은 적이 수도 없이 많다는 응답이 

37.7%, 가끔 있다는 응답이 47.5% 이었으며, 

서비스의 불만족 사항에서도 지도 상의 사용자 

위치/방향 표시에 관한 불만이 다수임을 확인했다.  

인터뷰를 통해 1) 커브 및 헷갈리는 구간과 안전 

사고 예방의 측면에서는 AR 이 가지는 이점이 

있겠지만, ‘다른 추가 기능이 없이 길 찾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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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이 제공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번거롭다고 느껴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길 위의 

정보가 간단한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 그림 

지도의 장점인데 이 장점을 잃는 것 같다.’ 등의 우려 

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2) 공사 중/통행 금지 구역, 

시위 구역에 대한 정보 공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건물 입구, 건물 내의 입점 점포, 

복잡한 버스 정류장, 붕어빵 카트의 위치에 대한 

다수의 공유 의사와 제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인했다. 동시에 정보 반영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따라서 1)의 내용을 통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AR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택성을 제공하고, AR 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길 

찾기 외에 다른 정보 제공으로 이점을 부여해야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점과 사용자 확보가 가능함을 

파악했다. 2)의 내용을 통해 제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야 하며, AR 을 활용하여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제보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파악했다. 

3.2 사용자 행동 패턴 맵핑 결과 

위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대상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사용자 10 명을 추출하여 사용자 행동 패턴 매핑을 

수행한 결과, 대표적인 사용자 그룹 3 개를 도출했다 

(그림 2). 

 

그림 2 사용자 행동 패턴 맵핑 결과 

첫번째 그룹 (사용자 4, 6, 7)은 it 기기에 친숙한 

그룹으로 주로 아는 길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새로운 시도에 유동적이다. 주로 GPS 

기능에 만족하며 지도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주변 

지형을 보며 이동한다. 또한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사고 발생 가능성의 인지도가 높고 방향 파악에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두번째 사용자 그룹 (사용자 1, 2, 3, 8, 9)은 

IT 기기에 친숙하지 않은 편이며 주로 아는 길에서 

지도 앱을 사용한다. 모르는 길과 아는 길 모두에서 

지도 앱을 사용하며 검색 빈도가 높다. 주로 앱 내 

화면 보다는 지형을 바라보고, 지도상 도보를 보며 

이동한다. 정보 수집 빈도가 높고, 방향 파악에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사용자 그룹 (5, 10)은 IT 기기 

친숙도가 낮고 모르는 길에서 주로 지도 앱을 

사용한다. 검색 빈도가 낮으며 새로운 시도에 

유동적이다. 주로 지형을 바라보며 이동하고 정보 

수집 빈도가 낮으며 방향 파악에 어려움 정도가 

낮다. 

3.3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길 찾기 어플리케이션 

개선 방향에 대한 종합적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최종 3 가지의 개선 방향성을 수립했다. 

1) AR 을 활용한 길 안내를 제공하되 상하 스와이프 

방식으로 기존의 그림 지도와 AR 지도를 듀얼 

스크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기존의 그림 지도가 주는 

유용함을 유지하면서 위치/방향 반영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과 구간에서는 AR 안내를 통해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성 

안내 기능도 선택 옵션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했다. 

2) 사용자가 제공받기를 원하는 정보의 카테고리를 

조합하여, 원하는 카테고리 조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카테고리 필터링은 좌우 스와이프 

방식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할 때 간단하게 

카테고리를 전환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제보 방식은 지도에 

핀을 찍는 방식으로 지도 위에 위치를 지정하여 

제보하도록 한다. 제보의 신뢰성은 GPS 를 통한 

위치 인증을 기반으로 한다. 위치 인증이 된 다른 

사용자가 제보에 ‘체크’표시를 하고 N 명의 체크가 

모인 경우, 지도 위에 실시간 정보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제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4 새로운 서비스 사용자 모델링 

사용자 행동 패턴 맵핑을 통해 사용자 3 가지 그룹과 

사용자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통해 

도출한 서비스의 3 가지 방향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페르소나 3 가지를 설정하였다. 

그룹 1 은 ‘방향을 자주 헤매며 핫 플레이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집단이다 (그림 3). 

 

그림 3 사용자 그룹 1 의 페르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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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 2 의 페르소나는 ‘통제 구역 + 화장실 

등에 대한 빠른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용자 

집단이다 (그림 4). 

 

그림 4 사용자 그룹 2 의 페르소나 

 

사용자 그룹 3 의 페르소나는 ‘정류장 정보가 필요한 

대중 교통 사용자 + 푸드 트럭을 애용하는’ 사용자 

집단이다 (그림 5). 

 

그림 5 사용자 그룹 3 의 페르소나 

 

4. 새로운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안 

4.1 서비스 컨셉 

본 서비스는 기존의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한 서비스로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하며, 제보 방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필터링과 듀얼 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증강현실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도보 위에서의 

새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4.2 서비스 플로우 

다음 그림 6 을 보면 듀얼 스크린을 통해 기존의 

그림 지도와 카메라를 활용한 AR 지도를 화면 전환 

없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상하 스와이프를 통해 필요로 하는 지도 화면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화면 상단의 AR 지도를 

통해 실제 도보 위의 길 안내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화면 하단의 그림 지도를 통해 

정돈된 도보의 형태와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방식의 지도를 결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선택성을 부여하고 총체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6 기존 지도와 AR 지도 화면 전환 방식 

 

필터링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 사용자는 좌우 

스와이프로 원하는 카테고리 필터를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가령 도보 위의 카페와 관련된 

정보만 제공받기를 원할 경우,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겨 두 번째 필터를 적용하고 음식점과 관련된 

정보만 제공 받기를 원하는 경우 화면을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넘겨 세 번째 필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필터의 순서와 조합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좌우 스와이프를 통한 간편한 화면 전환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7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검색 방식 

 

4.3 서비스 주요 기능 

그림 8 의 첫번째 그림에서 보면 제안하는 신규 

서비스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건물을 카메라에 비추고 GPS 

기반으로 위치와 건물이 인식되면 해당 건물 위 

팝업이 생성된다. 상세 보기를 눌러 건물 내 입점 

정보를 확인한다. 같은 방식으로 건물 입구, 건물 내 

화장실 위치, 버스 정류장의 환승 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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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신규 서비스 기능 예시 화면 

그림 8 의 두번째 그림을 통해서 사용자 제보 

방식으로 정보 업데이트 지연 문제 해결하고자 한다. 

위치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는 제보하기 버튼을 통해 

반경 내의 해당 위치와 관련한 제보를 진행한다. 

위치 반경 내에 같은 제보가 누적되거나 제보 추천 

수가 일정 수를 넘을 경우 실제 지도 위에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그림 8 의 세번째 그림을 통해서 지도 위 

방향/위치 반영 오류 문제 해결하고자 한다. 갈래 길, 

골목 길, 커브 구간 등 길 찾기가 헷갈리는 경우 

AR 지도를 통해 실제 도보 위에서 화살표로 길 

안내를 제공받는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러 방법론을 적용하여 AR 을 활용한 

3 가지 개선 방향성을 도출했다. 첫 번째, 방향/위치 

오류와 관련한 문제를 AR 방향 표시 기호를 활용한 

안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정리된 

그림 지도가 주는 장점 등을 유지하기 위해 듀얼 

스크린 방식으로 두 가지 형태의 지도를 제공한다. 

두 번째,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문제를 

GPS 기반 AR 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건물 내의 

점포들, 건물의 입구, 버스 정류장, 통제 구역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AR 팝업과 필터링 기능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보 업데이트의 부재와 

지연 문제를 위치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정보의 신뢰도를 

위해 제보 내용의 추천과 비추천 수를 종합하여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사용자들은 길 찾기 과정에서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AR 을 통해 보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제보 방식의 정보 공유를 통해 편의성 증대와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제공받을 

정보 자체에 대한 선택권 뿐만 아니라 제공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받음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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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남성에 비해 중년 여성에게서 발  위험 이 20%나 

높은 감소증(Sarcopenia)은 예방과 신체 강 

상태를 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의료 기관 방문을 필수적으로 

요한다. 이뿐만 아니라, 감소증 비약물적 치료 

방식을 위한 맞 형 운동 프로세스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환자의 신체 능력을 단하기에 많은 방해요소가 

존재하며 의료 비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중년 여성 

대상의 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  

애플리케이션 Re-Bone v2.0 을 제안한다. 나아가 

감소증은 완치가 되기 어려운 만성 환에 속하며 

장기적인 치료가 이루어 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 자기 효능감과 

운동 수행에 대한 동기(motivation)를 높이기 위한 

HCI 와 디지털 헬스 분야의 융복합적 관점을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 

비용 부담을 이고 일상 생활 속에서 연속적인 

데이터인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수집하여 맞 형 운동 

프로세스를 구성하며 운동 동기 및 자기 효능감을 

상 시 다는 점에서 으로의 디지털 

트 스포메이션 연구의 방향성을 확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HCI, 감소증, 디지털 트 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헬스, 디지털 바이오마커 

(Digital Biomarker), 맞 형 운동 치료, 동기 부여, 

자기 효능감 

1. 서 론

1.1 연구배경 

감소증은 육량 및 육의 기능의 손실이 

가속화되는 진행성 및 일반화된 격  장애로 

정의된다[1]. 감소증은 화, 신체 활동 부족, 

신경  손상, 식후 동화 작용에 대한 저항성, 지방 

독성, 내분비 인자,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및 증을 

포함하여 상호 의존적인 태생리학적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감소증이 진행되며 의 이 

손상되며 당 , 다공증, 이상 지  증, 심 관 

환 등 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성 환의 발생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2]. 이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약화시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  사 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 이 

9.5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3]. 

감소증은 2016 년도 세계보 기구(WHO)에 의해 

으로 인정되어 국제 분류 코드(ICD 코드) 

M62.84 를 부여받았다[4]. 감소증의 심각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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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에 비해 인지되지 하였으나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인성 만성 환들이 합 증으로 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며 감소증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 인 2021 년도 

제 8 차 한국표준 사인분류에  코드 M62.5 로 

포함되었다.  

국내 국민 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감소증 유 은 

20~39 세 연령 에서는 18.8%, 40~64 세 

연령 에서는 29.5%, 65 세 이상 연령 에서는 

42.8%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증의 유  

또한, 비 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5]. 60 세 이상 

여성은 30.7%, 남성의 경우 21.6%로 여성의 

감소증 유 이 1.5 배 높았다. 40~59 세 

연령대에서도 여성의 경우에는 21.7%, 남성의 

경우에는 13%로 여성의 감소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년에 접어든 여성들은 경으로 인한 호르 의 

변화로 인해 복부지방의 증가뿐만 아니라 육량 또한 

감소된다고 보고되었다[6]. 때문에 중년 여성은 

남성보다 감소증 발  위험 이 20% 높다고 

나타 다[7]. 그러나, 높은 유 을 보임에도 

구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감소증을 초기 

발 하기에는 비교적 어려 이 존재한다. 또한, 이를 

예방한 후 증상 화 지연을 위한 치료 활동에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과 의료 기관 방문을 필요로 한다. 

1.2 연구의 목적 

 화에 따른 육량 감소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 신체 상태를 

파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비용을 유발하며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 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의 검사는 검사 당일 검사자의 

컨디션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증대시 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8]. 

감소증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신체 기능 

저하이며 이는 력 저하 및 육량의 감소를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 요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신체 기능 

향상을 위한 유산소 및 저항 운동을 행 수행하는 

것이다[9]. 기존에는 환자들이 의료 전문 기관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태를 파 하고 이러한 상태를 운동 

전문 기관에 공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강도가 설정된 

환자에게 맞 화된 운동 프로세스를 구상하였다. 이는 

단일 기관을 통해 제공받는 치료 프로세스와 다르게 

비용 부담이 커진다.  

또한, 감소증의 치료 프로세스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운동 

수행의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점진적으로 강도를 조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동기를 

높이고 이는 습관 형성으로 이어  감소증 및 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10].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인증받은 디지털 치료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지만 현재 임상 인증을 받은 감소증 디지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년 

여성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  운동 프로그 을 제공함으로써 

감소증 예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2. 이 론 

2.1 감소증의 진단 

감소증은 육량 감소뿐만 아니라 육 기능의 

감소가 동반되었을 경우에 보다 명확한 예후를 예 할 

수 있다[11]. 그 때문에 감소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격 의 양과  모두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육량뿐 아니라 력이나 신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12].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단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발 을 위한 평가를 위해 종아리 레 

정 및 SARC-F 설문지를 먼저 수행한 후, 력 은 

5 회 의자에서 았다 일어서기(5-times STS) 평가를 

하여 하나라도 기준에 포함되면 추정 감소증으로 

진단한다. 이후 영양과 운동 등 생활 습관 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것까지가 일차 의료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며, 

추정 진단을 내리더라도 확진을 위해서는 DXA 나 

BIA 를 정할 수 있는 의료 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13].  

감소증은 손과 발에서 육량의 손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다. 감소증은 일반적으로 의 

감소를 초래하여 신체 능력을 저하시 고 나아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증은 60 세 이상 

연령대에서 큰 변화를 보였으며 이를 진단하는 데에 

있어 사용되는 정 및 오프(Cut-off)의 차이를 

보다 확연히 결정 내  수 있다[14]. 때문에 현재 

60 세 이상 연령대의 기준으로 진단 오프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다른 연령대의 오프 기준은 

모호한 실정이다.  

2.2 감소증 운동 치료 

감소증의 증상을 완화시 고 증상 화를 

지연시 기 위하여 신체 능력을 향상시 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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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RCT 분  결과 력 향상에 운동이 

효과가 있었으나 식의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는 결론을 

확보하였다[15]. 또한, 다른 선행 연구의 고 사항 

(recommendation)에 따르면 감소증 2 차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운동이 처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16]. 

단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력운동 및 유산소 

운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인체 및 육 

기능 개선에 상당히 유익한 효과를 보였다. 이에 

거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처방하여야 한다[17]. 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운동 프로세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체 강을 

파 하여 그에 맞는 운동 강도를 기반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제안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 대상 감소증 예방을 위한 

맞  운동 프로그  애플리케이션인 “Re-Bone 

v2.0”를 제안한다. 

 

그림 1 Re-Bone v2.0 애플리케이션 주요 실행 화면  

 본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Re-Bone v1.0’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파일  연구를 통해 도 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계되었다. Re-Bone v2.0 은 기존의 과 

동일하게 감소증 유 와 신체능력을 예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과 바이오마커 

기반 맞 형 운동 프로그 을 제공하는 치료 시스템 

(Treatment System)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사용성을 증대시 기 위하여 

바이오마커 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확도를 

개선시 다. 이뿐만 아니라 사용 지속성을 높이고 

운동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운동 동기 부여 요소를 

적용하여 디자인되었다. 이때, 제공되는 운동 

프로그  강도는  바이오마커 뿐만 아니라 당일 

수행한 운동 강도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 을 포함하여 

설정된다. 이를 통해 각적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운동 강도가 설정되어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1 모니터링 시스템 

기존 Real World 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단 

프로세스를 수용하여 디지털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디지털 치료기기 락에서 수집 가능하도록 변환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2 주로 설정된 기간마다 자동으로 이동하여 

테스트하게 된다.  

SARC-F 자가 설문을 시작으로 하여 모니터링 검사가 

시작된다. SARC-F 설문은 'strength', 'assistance in 

walking', 'rising from a chair', 'climbing stairs', 

'falls' 를 파 하는 총 5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있다. 

각 문항에 0 점~2 점으로 리커드 점수가 부여되며, 

최종 점수가 4 점 이상일 경우에 감소증이 

의심된다고 단한다. SARC-F 설문지의 특이도는 

높으나 민감도가 상당히 다는 단점이 있으며, 4 점 

미만으로 나  경우에 감소증의 가능성이 매우 

다고 파 할 수 있다[14]. 

자가 설문 완료 후에는 력을 정한다. 그러나, 

별도의 장치 없이 력을 정하는 것에는 어려 이 

존재하기 때문에 력과 상관 관계를 가지는 반복 

태 (Rapid Tapping)을 정한다[18]. 태 은 기존 

단 도인 500 회 수 기준이 아닌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수를 

정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테스트에 으로써 테스트에 대한 학습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Bias 를 배제할 수 있다. 

마지 으로 신체 수행 능력을 파 하기 위한 5 회 

았다 일어서기(5-times STS)를 정한다. 기존 

방식은 의자에 아 양 을 가 에 교차한 상태에서 

5 회를 가능한 르게 았다 일어서기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하는 시간을 정한다. 그러나, 이를 

개인적으로 정할 경우 수행 시간을 정하는 

타이머를 조작하기에는 정에 오차 이 높아  

것이다[14]. 때문에 이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보다 세 한 수행 시간을 정한다. 이때, 모바일 

디바이스의 자이로 서를 사용하여 은 자세와 

일어선 자세를 인식하고 5 회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한다. 때문에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자의 

하의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수행하 로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수 없어 사용성이 어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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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음성 인터랙션을 통해 수행 

과정을 안내해준다. 또한, 반복 태 과 마 가지로 

사용자의 Bias 를 배제하기 위하여 시간을 기준 방식을 

차용하여 함께 설계하였다. 30 초 기준으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수를 정하는 30-sec CST 

방식을 적용하였다[19].  

3.2 치료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자가 설문 및 디지털 

바이오마커 데이터 도 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스포츠 용산업학과 연구진의 자문 및 

사전 연구를 기반으로 강도 설정 기준이 설계되어 

현재 신체 상태에 적합한 맞  운동 프로그 을 

수행한다.  

 

그림 2 맞  운동 프로그  시스템 고리즘 

그림 2 와 같이 맞  운동 프로그  시스템은 기존 

치료 프로세스를 수용하여 저항 운동인 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구성하였다. 각 맞  운동의 운동 

강도는 모니터링 시스템 정을 통해 정한 SARC-F 

자가 설문 점수, 반복 태  수, 5 회 았다 일어서기 

기준으로 계산된다. 강도가 정해지면 사용자는 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확보 및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매트 및 타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 원하는 

운동을 선택한 후 수행을 하는데, 만약 력 운동 및 

유산소 운동 모두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당일 운동 

미완료로 단된다.  

표 1.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준 운동 강도 

도 위험 중간 안전 

SARC-F score>=4 0<score<4 score==0 

Rappid 

Tapping 

tapping<=

450 times 

450<tappin

g<500 times 

tapping 

>=500 times 

5-times STS STS>12 STS==12 STS<12 sec 

Result 음 보통 높음 

운동 강도 저 중 고 

 

맞  운동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운동 강도는 표 1 과 

같이 설정된다. SARC-F  자가 설문 점수가 4 점 

이상이라면 위험하다고 단하여 결과를 ' 음'으로 

설정한다. 4 점 이하일 경우 반복 태 의 수와 5 회 

았다 일어서기 수행 수행 시간을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데 사전 연구의 기전을 기반으로 

기준을 나누었다. 반복 태 의 경우, 70 초 동안 수행 

수가 450 회를 이하일 때, ' 음', 500 회 이상일 때 

'높음'으로 설정한다. 5 회 았다 일어서기의 경우, 

5 번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12 초 미만일 

경우 ' 음', 12 초 초과일 경우 '높음'으로 설정한다. 

종합적으로 단하였을 때의 결과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정한다. 

표 2. 운동 강도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답변 기준 운동 강도 

만족도  보통 어려  

저 중 저 저 

중 고 중 저 

고 고 고 중 

 

모든 운동을 마치면 당일 수행한 운동 강도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다. 해당 만족도 은 

다음 모니터링 시스템 수행 전까지 운동 강도를 

조 해주는 도로 사용된다. 표 2 와 같이 기존 운동 

강도에서 만족도 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 한다. 

4.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한 Re-Bone v2.0 애플리케이션을 

소수의 중년 여성에게 1 주일 동안 사용하게 해본 후,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기 효능감, 운동 

수행에 대한 동기 부여, 사용 지속성의 총 3 가지 

면에서 문하였다. 

4.1 인터뷰 분  

자기 효능감 면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은 “내 상태를 

 수 있어 좋았다.”, “내 상태에 맞는 운동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마치 나에게  맞는 을 입게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번 사용 안 했는데도 가 

이 가 지는 기분이다.”, “이 을 통해 가 

강해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운동 수행에 대한 동기 부여 면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은 “원래 운동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용하고 나니 이 가 지는 것을 느끼고 꾸준히 

운동해보고 다는 생각을 하였다.”,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었다.”, “원래 직이는 것을 안 좋아하였는데 

음 도 나오고 트레이  선생 도 즐겁게 

가르 주시니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하였다. 따로 

하라고 려주지 않더라도 아서 을 사용할 것 

같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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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속성 면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은 “요새 

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래 운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일 운동 

강도가 달라  지루하지 않게 운동하였다.” 등의 

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 “제공되는 운동 

프로그 이 다양하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같다.” 와 같은 추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의 도 

수집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답변은 현저히 적었으나 부정적인 답변의 

대부분은 사용성 면의 답변이었다. “STS 정 도중 

자기 서 여러 번 수행하는 것이 들었다. 이  

계속해야 한다면 사용하기 어  것 같다.”, “STS 

세  과정에서 일어선 과 은 이 작다고 하여 

계속 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들었다.”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 중 STS 정 부분에서 사용이 

들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4.2 연구 결과 

대부분의 답변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지속성, 운동 

수행에 대한 동기 부여, 자기 효능감에 관하여 

정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신체 상태를 기반으로 맞  

운동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 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운동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제공되는 운동 프로그  

자체에 대해서도 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제공되어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사용자 본인의 상태를 정하고 이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운동 프로그 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Re-Bone v2.0 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수집되는 바이오마커 일부가 실제 환경에서 정한 

것에 비해 정확도가 비교적 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서가 인식되지 않는다거나 의 버그로 인한 

급작스러운 강제 종료 등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등의 결과를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  애플리케이션인 Re-Bone v2.0 

를 제안한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유기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며 연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며 사용자의 

피드 을 각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 게 형성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HCI 관점과 더 어 디지털 헬스의 융·복합적 

관점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함으로써 

사용자의 운동 수행에 대한 동기 부여를 증대시 고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가 높아지고 이는 습관 형성을 야기한다.  

디지털 트 스포메이션을 통한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HCI 분야와 접목하여 융복합적 관점의 

설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도 하였  시스템적인 오류로 인해 

사용 지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기간 사용 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적용하여 일반화하기 어 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용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 하고 HCI 적 고 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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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실시간 가상현실 환경에서 오디오 입력으로

부터 블렌드쉐입 형식의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을 표현

해내는 모델을 학습하기위한 데이터의 구축방안을 연

구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는 ios 기기의 전면 카메라를 

통해 별도의 스캐닝 장비 없이 동영상에서 블렌드쉐입 

데이터와 감정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다. 이 방법을 통해 실시간 가상현실 환경을 위한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주제어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얼굴 애니메이션, 블렌드쉐

입, Blendshape 

1. 서 론 

최근 다양한 방식의 얼굴 애니메이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오디오 입력에서 얼굴 표정을 표

현해내는 방식의 3D Facial animation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얼굴 

애니메이션의 표현 방식은 3D mesh, blendshape, 

landmark 등의 형식이 있고 각 연구마다 각자의 데이

터셋을 구축하여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페이스 캡처방식은 3D mesh로 표현되며 높은 퀄리티

의 사실적인 페이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하지만 

페이스 캡처는 고가의 스캐닝 장비와 노이즈 제거 등이 

요구되며 용량이 크다. 랜드마크 방식은 컴퓨터 비전 연

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지정하

여 랜드마크로 지정할 수 있다. 블렌드쉐입 방식은 얼굴

의 표정을 수치화 하는 방식으로 FACS[5]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하는 부분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

는 본래 심리학에서 이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얼굴 

해부학에 기반해 있기에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

다. 

 본 논문은 VR 아바타의 얼굴을 애니메이션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현하는 것으로 VR 아바타의 애니메이션

은 실시간으로 생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델이 가벼

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VR에 적합한 블렌드쉐입 데

이터셋을 통해 모델을 학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여 RGB에서 블렌드쉐입 데이터

를 얻고 얼굴감정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얼굴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기위한 데이터셋은 표준화된 

방식이 없고 각 연구마다 각자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Visemenet[1]는 2D audio, video, text transcript가 

결합된 오디오-비주얼 데이터셋을 통해 landmark, 

phoneme을 추출한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여 

오디오 입력을 통해 viseme parameter와 JALI based 

viseme과 parameter[7]을 출력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했

다. 

VOCA[3]는 12명의 피실험자와 480개의 3~4초로 

이루어 문장을 4D 페이스 캡처하여 mesh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 하여 3D mesh 형식의 얼굴 애니메이션을 출

력하는 연구이다.  

Meshtalk[4]은 50개의 문장을 읽는 250명의 피험자

로 구성된 3D 캡처 mesh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 하여 

오디오 입력을 통해 3D mesh형식의 얼굴 애니메이션

을 출력하는 연구이다.  

Karras et al. [2] 의 데이터셋은 3-5분 분량의 

pangram과 in-character material을 읽는 배우를 3D 

캡처한 데이터로, emotional state와 audio를 입력으로 

하여 3D vertex position을 출력하는 연구이다.   

MEAD[8], FLAME[9]등 공용데이터가 있지만 각 

연구마다 자기만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학습방법을 

적용하고 있기에 연구마다 데이터 포맷이 상이하고, 얼

굴의 모델 출력 포맷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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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3.1 데이터 획득 

본 연구는 데이터 획득의 수단으로 동영상을 사용했다. 

우리의 방식은 기존의 공용 데이터 또한 사용이 가능하

지만 우리의 모델에 더욱 적합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

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비디오 클립들을 웹에서 수

집하였다. 영상들의 프레임 레이트가 24fps부터 60fps

까지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분포돼 있었기에 24fps로 

통일하기 위해 캡처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동안 1/24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정점수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동

일한 타임라인의 감정점수를 캡처했다. 

전면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인해 

일부 동영상의 페이스 트래킹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 데이터셋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초반 14프

레임은 드랍 해 주었고 얼굴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 이후의 프레임도 전부 잘라내어 사용하지 않게 처

리했다. 이후 그림 1과 같이 3.2와 3.3의 방법을 수행해

줬다. 그림1의 왼쪽의 첫번째 사진은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고, 두번째 사진과 같이 페이스 캡처 프로세싱을 

거쳐 각 프레임마다 0~1사이의 블렌드쉐입 값을 추출

하게 된다. 이후 영상에서 감정분류를 진행하여 각 프레

임마다 감정의 추측 값을 0~1사이의 값으로 저장하게 

된다 

 

 
그림 1 왼쪽부터 실사, 3D 모델, 블렌드쉐입, 얼굴 캡처 영

상 

 

3.2 블렌드쉐입 (Blendshape) 

ios에서 제공하는 ARkit을 이용해 전면의 카메라로부

터 동영상의 블렌드쉐입 데이터를 수집했다. ARkit의 

블렌드쉐입 데이터는 표 1과 같이 FACS[5]와 대응 가

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FACS의 AU는 ARkit과 

다르게 비대칭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에 왼쪽과 오른쪽

이 나눠져 있는 타겟은 한 개의 FACS에 대응한다. 

ARkit에서 제공하는 52개의 블렌드쉐입을 받아오고, 

표 2와 같이 얼굴, 눈, 코, 이마로 분류했다. 

 

표 1.  ARkit to FACS. ARkit 과 FACS 를 대응한 것의 

일부이다.  

ARkit FACS  근육 

browInnerUp Inner brow raiser Frontalis, 

medial 

portion 

browOuterUp(Left 

& Right) 

Outer brow raiser Frontalis, 

lateral 

portion 

표 2.  얼굴 부위별 블렌드쉐입의 개수 

Region 얼굴 눈 코 이마 

Count 31 14 2 5 

 

3.3 감정 인식 (Emotional Recognition) 

동영상에서 감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ini-Xception FER[6]의 방법을 이용했다. 동영상을 

통해 얼굴의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은 2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우선 얼굴 인식을 한 후, 관심영역을 지정해 

7개의 감정클래스로 감정 추출을 하여 분류해 준다. 

 

3.3.1 얼굴 인식 

본 연구에서는 OpenCV 버전의 haar-cascade 

classifier을 이용해 얼굴 인식을 진행했다. OpenCV에

서 제공하는 haar-cascade를 위해 미리 학습된 모델

[11]을 이용해 얼굴을 인식하고 이후 감정분류를 위해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를 지정해준다. 

 

3.3.2 감정 분류 

감정 분류를 위해 FER 2013 emotion dataset[10]이  

미리 학습된 mini-Xception[6] 아키텍처를 이용해 7개

의 감정 클래스 {“Angry”, “Disgust”, “Fear”, “Happy”, 

“Sad”, “Surprise”, “Neutral”}의 확률 예상치를 측정하

고 그중 예상치가 가장 높은 클래스와 예상치를 반환한

다. 정제작업 이후 얻어진 블렌드쉐입 데이터와 감정 분

류 데이터를 타임라인별로 합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정 분류 데이터의 타임라인을 선형보간 해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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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웹으로부터 수집한 영상은 총 519개이며 후처리 된 클

립은 각각 다른 519명의 인물, 24fps의 프레임 레이트, 

1.7시간의 재생시간, 총 147293개의 프레임으로 이루

어져 있다. 동영상으로부터 획득한 감정 프레임은 

Neutral 73543개, Happy 49599개, Fear 30668개 

Angry 15938개, Sad 14953개, Surprise 13950개, 

Disgust 2442개로 총 201093개이다. 감정분류와 블렌

드쉐입 추출 과정의 타임라인을 비교하여 합치기 때문

에 이후의 감정점수는 드랍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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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식 가격 예측 연구들은 관적인 수치 기반의 정량 

데이터 위주로 다수 수행되어 다. 하지만, 최  자연

어 처리 기 을 활용하여 분석하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

진 게시판 형태의 데이터가 점차 어남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트와 여론 및 자심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

정 주식에 대한 종목토론방 게시글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자연어처리기 인 토픽모델 과 감성분석을 

수행해보고자 한다. 공감, 비공감의 수치를 포함해서 전

체 게시글을 크 한  감성사전을 사용하여 부정단

어 분포정도를 계산하였다. 토픽모델 으로 나 어진 5

개의 토픽에 속한 주요 단어들을 통해 설명글, 자유도

글, 반대글의 유형을 나  수 있었고, 각 공감, 비공감의 

비율과 함  분석해 으로써 자유도글, 공매도관련 

게시글에 대한 비공감이 더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분석 방법을 통해 특정 주식에 대

한 주요 이 와 그에 따른 자자의 여론을 르게 파

악할 수 있었다. 추후, 이러한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여론 및 주요 이 를 시각화 하는 프 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주제어 

주식분석, 토픽 모델 , 감성 분석 

1. 서론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식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러닝, 

요인 분석 등의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어 다[1,2]. 데

이터 종류 또한 일 단위 거래량, 시가, 종가, 등 , 이

동평균선 등의 정형 데이터와 이로부터 파생시킨 변수

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식 

가격 예측 연구들은 관적인 수치 기반의 정량 데이터 

위주로 수행되어 다. 한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접

은 상대적으로 부 하였다가 최  자연어처리 기  등

의 발전으로 점차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 

기사, 게시글, 글 등의 데이터를 통해 자자들의 정

서와 여론을 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단순한 수치데이

터 대비 정성적인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찾아  수 있

는 장점이 존재한다. 구나 여할 수 있는 주식게시판

의 데이터는 자자들이 직접 토론에 여하여 의 을 

나  수 있어 활발한 상 작용의 기록이 내재되어 있지

만, 무조건적인 추종 게시글, 작전 세력의 가  정보 등 

여론을 스 게 하는 글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 게시판 내 게시글에 대해 감성 분

석을 수행하여 긍정 및 부정 감성으로 나 고 각 그  

별 공감, 비공감 및 등 에 따른 주요 토큰 도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통해 주요 토픽을 추출하고, 각 토픽 별 주요 단

어와 공감, 비공감 비율을 살 보았다. 

2. 연구 

2.1  분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를 통해 감성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 방법론이 트 드, 기  예측, 주가 예측, 

특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3]은 SNS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가 예측을 시도

하였으며, LSTM, CNN 등 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주

가 이동 방향과 주가 변동 을 50% 수준으로 예측하였

다.  

[4]는 자자들과 주식 시장의 경제적, 심리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스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예측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로 감성분석이 시도되었다. 

감성분석과 러닝 예측 모델을 동시에 적용하여 예측

에 적 한 지표 조합을 제시하였다. 

2.2 토   

토픽 모델 은 각 문서에  스로부터 토픽을 추

출하여 스를 분류하는 방법론이다. 본 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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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토픽 모델  기법인 LDA 는 텍스트 데이터를 통

해 각각의 문서들의 단어 중 공통된 의미를 갖는 유사 

토픽을 그 화 시켜주는데, 단어가 토픽 내에 존재할 확

과 문서 내에 토픽이 존재할 확 의 결합확 이 커지

도록 하는 그 (토픽)을 추출하는 것이 주요 원리이다. 

LDA 는 각 토픽 내 단어들의 분포 비율과 특정 토픽에

서만 분포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드 조합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기존 토픽모델 을 이용하여 주가 움직 을 예측하는 

연구[5]에서는 LDA 모델과 사태그와 토픽모델 을 

결합한 LDA-POS 방법을 사용하여 Neural Network 

모델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다. 

3.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라인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은 KOSPI 상장 기업 중에서 건

설업 종목 내 최  한달 거래량이 중위 값을 가지는 종

목을 선 하였다. 그리고 주가와 주식 자자들의 주식 

자 행위의 상관관계가 높아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 져 있는[6] 이버 주식 게시판의 

종목토론방 게시판 내용을 수집하였다. 종목토론방 개

설 시작 날 인 2017.06.07 을 기준으로 최  

2022.10.20 지의 게시 의 제목, 내용, 공감, 비공감 

수 데이터 총 40,000 개를 수집하였다. 추가로 각 날

에 대한 등  럼을 추가하기 위해 KRX (한국 거래

소), 이버 주식 게시판에서 주가 정보를 스크래  해

주는 모 인 pykr[7]를 사용하여 날  별 해당 종목의 

등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게시글 내용에 따른 감성 분류 라 을 진행하

기 위해 KNU 감성단어[8]를 사용하여 게시글 내용에

서 부정 단어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부정 단어 

수에서 내용의 총 토큰 수를 나 어 부정 분포 확 을 

구하였다. 

4. 분  및  

4.1 ,  그  스  분  

내용에 따른 공감, 비공감 수를 비교하는 조건을 추가하

여 데이터프 을 만들고, 한글 토크나이징 라이브러

리인 Okt(Open-source Korean Text processor)[9]의 

nouns 함수를 통해 문장에서 사가 명사인 토큰들만 

추출하였다. 추가로 주식 종목 이름을 불용어로 처리한 

후 토큰들을 리스트에 저장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도

수가 높은 30 개의 단어들을 선별하였다.  

공감이 높은 문서 그 에서는 ‘전환’, ’기업’, ‘집단’, ‘손

실’, ‘ ’ 등이 나  것을 보아  자와 손실, 전환

주식 등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공감 문서에서는 ‘ 원’, ‘ 스’, ‘에 지’, 

‘대 ’, ‘발전’ 등이 나  것으로 보아 에 지, 회사의 발

전을 위한 사업 등의 내용으로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한 

스 설립, 에 지 사업 확장 등의 내용에 대해 비공

감을 표현함을 알 수 있다. 

공감을 더 많이 얻은 게시글(19,720 개)은 비공감을 더 

얻은 게시글(5,841 개)보다 많지만, 평균 토큰의 수는 

오히  비공감의 토큰수(1,473,761 개)가 공감의 토큰

수(684,025 개) 보다 더 많았고, 문서 당 평균 단어 개

수 역시 비공감 데이터(488 개)보다 공감 데이터(207

개)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비공감을 많이 받은 문서들

은 주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감, 비공감 요인과 등 (상 , 하 , 보) 요인의 의

미있는 차이를 유발시 는 단어로 ‘에 지’ 라는 드

를 발 하였다. 즉, 에 지가 포함되어있는 문서는 주가

가 하 하는 날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공감을 받았다 

(그림 1). 게시글을 살 본 결과, ‘부실 어리 주식을 

어내고 가스 및 에 지사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약’, 

‘LNG 단가 하 과 집단에 지사업의 성장성’ 등의 내

용으로 자회사 스가 새로운 에 지 사업을 주도하

는 기업과 도약을 었다는 설명글이 다수를 차지하였

다. 게시판 이용자들은 하 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는 것을 관 할 수 있다. 공감, 비공

감과 등 의 비율을 통해 특정 단어 및 이 에 대한 

그 당시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에 지’ 단어가 포함된 공감, 비공감 문서의 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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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   

LDA 알고리 을 사용하였고, 생성될 토픽의 개수는 5

개, 한번 훈련 시 처리되는 문서의 개수는 1000 개, 전

체 스 훈련 수는 50 번, 문서 당 반복 수는 100

번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모델을 훈련시 고, 결과

는 pyLDAvis 모 [10,11]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그림 2).  

총 다 개의 topic 으로 나 졌으며 1 번 토픽내 단어들

은 ‘한진’, ‘중공업’, ‘ 원’, ‘에 지’, ’발전’, ’ 스’, ’

자회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4 번 토픽은 ‘ 스’, 

‘이 ’, ’ 원’, ’ 원’, ’이 ’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는 단어인 ‘ 스’가 들어간 게시글을 보면 ‘

스 가면 간다’, ‘ 스는 오르는데’ 등의 내용으로 이루

어져 있고, 스와의 상표  계약이 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로 언 이 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1,4 번 토픽은 주로 해당 주식에 대한 포 적인 정보를 

고 있는 설명글과 관련주를 통해 자의 선 을 고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자 유도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번 토픽은 ‘건설’, ’사업’, ‘산업’, ’개발’ 등으로 이루어

져 있어 해당 주식이 추진하는 사업 개발 등에 관련된 

내용과 추가로 ‘기 ’, ’정부’, ’기업’ 등의 단어들이 들

어간 게시글을 보니 공매도와 관련된 단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번 토픽은 ‘가스’, ’매수’, ’주가’, ’상환’ 등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토픽과 치지 않는 단어들이 주

를 이루고 있다. ‘가스 업종에서 수소업종으로 바 어 

상  흐름을 보인다’라는 사회적 흐름을 언 하며 주식

의 장점에 대해 적어 은 자 유도글, 설명글들이 많

았다. 

문서 당 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토픽을 라  

하였고, 토픽별로 공감, 비공감의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1 번 토픽 문서들의 경우 공감 38% 비공감 61%로 비공

감 문서의 수가 공감 문서에 두배였고, 4 번 토픽 또한 

비 하게 공감 36% 비공감 63% 비율을 가지며 비공감 

라 이  더 많음을 보였다. 나머지 2,3,5 번 토픽은 

공감, 비공감의 비율이 비 하게 나 다(표 1). 이를 통

해 1,4 번 토픽의 단어가 들어간 문서들은 비공감 수치

가 공감 수치보다 더 높음을 볼 수 있고, 주식의 사회적 

흐름, 장점에 대한 설명글에서는 비공감, 공감 수치가 

비 하게 나 을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의의 

본 연구는 종목토론방 각 게시글들의 단어들 간 관련성

을 확  기반의 모델 을 통해 토픽을 분류하였다. 각 

그림 2 Topic 5 개 LDA 시각화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7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7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토픽에서 도가 높은 12 개의 단어들의 문서내, 외 토

큰의 비율을 확인해 보며 게시글들의 특성이 크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 지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다. 각 단어

가 포함된 게시글들을 직접 확인해보며 자 유도글, 설

명글, 반대글 등의 특징을 어떤 토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LDA Topic 추출 

# 토픽 내 주요 단어 

( 도순) 

비율 

(%) 

공감/비공감 

우세 

1 한진, 중공업, 원, 에

지, 발전, 대 , 

스, 이 , 자회사, 

원, 회사, 매출 

45.8 비공감 우세 

(61.2%) 

 

2 건설, 사업, 산업, 개

발, 부산, 회장, 국내, 

조선소, 로나, 기 , 

정부, 기업 

15.0 공감 우세

(56.3%) 

3 자, 주식, 매각, 개

미, 한중, 일본, 달러, 

사람, 가격, 생각, 부동

산, 대가리 

11.6 공감 우세

(53.1%) 

4 스, 이 , 영업, 

원, 원, 에 지, 실

적, 사업, 도시가스, 한

진, 중공업, 상  

18.6 비공감 우세

(63.1%) 

5 가스, 매수, 주가, 오

, 생산, 이상, 상한, 

거래, 상환, 만원, 주

주, 상  

8.9 공감 우세

(53.8%) 

 

공감, 비공감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감을 많이 받은 게

시글 내 단어와 비공감을 많이 받은 게시글 단어를 파

악하여 주식의 등 과의 관계와 연관 지어 특정 단어

가 포함되면 자자들의 여론이 어 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당시 주요 이 가 무엇

이었는지, 그에 따른 일반 주주들의 반응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여론 및 주

요 이 를 시각화하는 프 크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계점으로는 감성사전이 주식용어를 위주로 되어 있

지 않아 주식 내에서 중립을 다루는 단어들의 감성 분

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라인 커 니 는 

비대면, 명성의 특징 때문에 같은 단어여도 부적 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관심사가 비 한 집단에서는 그

들만의 은어, 속어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12]. 특

정 분야에 특화된 감성사전을 구현하여 세분화된 수치

를 부여한다면 더 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한 종목에 대한 게시글만 수집, 분석하여 모든 

종목에 대한 일반화된 사례 분석으로 볼 수 없다. 향후 

계 으로는 주식에 특화된 감성사전 구축과 여러 종목

의 게시글 수집을 통해 주식의 전반적인 토픽을 파악해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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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Z 세대에게 사진을 찍는 행위는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자기표현, 놀이 등 다양한 의미가 있다. 
사진으로 자신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Z 세대를 
‘포토프레스 세대’라고 부른다. 포토프레스 세대는  

일상에서 자연스레 포토부스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 
행태를 보이며 어느새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포토부스는 새로운 콘텐츠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포토프레스 세대를 타깃으로 한 콘텐츠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Z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자 경험을 조사 후 포토부스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주제어 

Z세대 ,  포토부스, 포토프레스 세대, 애플리케이션 

제안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Z세대는 과거 세대와는 다르게 자기표현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영상 및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통해 자신을 함축해 표현한다[1]. Z세대는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하기에 이들을 ‘포토프레스’ 

세대라고 한다[2]. 이들에게 포토부스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유행 겸 문화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되었다[3]. 포토프레스 세대들은 자신들만의 감성을 

중요시하기에 포토부스 이용에 있어 감성적인 측면과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충족 시켜주는 것은 
중요하다[4]. 따라서 본 연구는 포토부스 이용에서 

Z 세대 사용자의 포토부스 경험을 파악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춰 경험을 향상해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사례 조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포토프레스 세대의 

특성과 포토부스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토프레스 

세대를 대상으로 포토부스 이용 과정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사용자 
조사 결과를 포토프레스의 특성에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포토프레스 세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2. 포토프레스 세대와 포토부스 

2.1 포토프레스 세대 

Z세대는 사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기에,  

이들을 ‘포토프레스 Photo + Express’ 세대라고 한다 . 
이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누구보다 익숙한 세대이다[5]. 이들은 

앨범을 단순한 사진 보관함이 아니라, 당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추억 목적으로 사용하며 특별한 일이 
아닌 사소한 것들까지 사진으로 남긴다[1]. 이들의 

특성을 그림 1과 같이 크게 ‘즉시성’, ‘표현성’, 
‘소통성’, ‘몰입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5].  
  

 

그림 1.포토프레스 세대의 특성 

즉시성이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포토프레스 세대는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급변하는 
트렌드와 외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6]. 
표현성이란,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포토프레스 세대의 성향을 반영한 특성으로 
개성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7],[8]. 이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치관을 

끊임없이 전시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한다.  
소통성이란, 서로의 취향과 경험을 온라인에서 다른 
이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타인과 동류의식을 

느끼고 의사전달을 실시간 주고받는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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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이용하여 낯선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일상을 공론화하여 유대감을 쌓아 집단의식을 

형성한다[7]. 포토프레스 세대들은 시각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통한다. 텍스트 대신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공유하고 싶은 바를 타인과 

나눈다[1]. 
몰입성이란, 놀이나 게임처럼 도전적이고 재미있기를 
바라며 도전적이고 재미있을 때 몰입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과 놀이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놀이처럼 
즐거워야 일에 몰입할 수 있다. 포토프레스 세대는 
스스로에게 즉각적인 만족감과 재미를 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6].  
정리하자면, 포토프레스 세대는 빠른 기술 습득과 
함께 기록한 사진을 공유하고 트렌드를 함께 만들며 

문화를 형성하며 재미를 추구하는 행태를 보인다.  

2.2 포토부스 

포토부스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치 및 

무인 키오스크로 포토프레스 세대의 특성과 잘 맞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 따라서, 최근 번화가나 
지역 관광지에서 쉽게 포토부스 매장을 찾아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포토부스 관련 
브랜드만 20 개가 넘는다. 포토부스의 선두 주자인 
‘인생네컷’의 경우 코로나 시대 3 년여 동안 무려 

340개가 넘는 가맹점을 오픈하였다. [9] 

포토부스는 무인 사진관이라 편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포즈를 취하여 나다운 

모습을 촬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품과 프레임으로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 상황,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다. 포토부스에서는 제한된 시간이 있어 시간 

안에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게임처럼 
도전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재미를 준다. 또한 찍은 
사진들을 SNS에 공유하며 소통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여, 
사회초년생인 포토프레스 세대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포토부스에서는 사진이 바로 인화가 되므로, 

하나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포토부스는 새로운 콘텐츠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Z 세대를 타깃으로 한 콘텐츠 전략으로 

적합하다[10][11]. 따라 포토부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토부스를 이용하는 포토프레스 세대들 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포토부스 앱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심층 인터뷰 

3.1 심층 인터뷰 개요 

Z세대를 위한 포토부스 애플리케이션 제안을 위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한 달에 5번 이상 포토부스를 
이용하는 Z 세대 7 명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여, 
2022 년 11 월 7 일부터 13 일까지 총 7 일간 

진행하였다. 사용자들에게 포토부스를 이용하는 동안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어떤 불편한 점은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였다.  

3.2 심층 인터뷰 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경험 항목을 포토프레스 
세대의  4 가지 특성에 표 1 과 같이 

‘즉시성’, ’표현성’ , ’소통성’ , ’몰입성’ 측면에서 

사용자 경험을 정리하였다. 

표 1. 포토부스 이용 과정별 사용자 경험 

특성 사용자 경험 

즉시성 

[1]주변에 어떤 매장이 있는지 빠르게 찾고 싶음 

[2]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음 

[3]이벤트가 있는 매장을 알고 싶음 

[4]카드 결제 및 셀프 케어 존 등 다양한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음 

[5]친구들에게 빠르게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싶음 

[6]QR코드를 빠르고 쉽게 저장하고 싶음 

표현성 

[7]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소품과 프레임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음 

[8]어떤 포즈를 해야 할 지 고민이 됨 

[9]상황(생일, 크리스마스 등)에 맞는 포즈와 소품이 

있으면 좋겠음 

[10]뒷배경의 색이 자신과 잘 맞는 곳이었으면 좋겠음 

[11]원본 사진들만 따로 모으고 관리하고 싶음 

[12]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싶음 

소통성 

[13]각 매장에 대한 후기가 궁금함 

[14]소품이 많지 않거나 지저분한 경우 건의하고 싶음 

[15]다른 사람들의 사진들을 찾아보거나, 매장 안에 

붙은 사진들을 참고함 

[16]내가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음 

몰입성 

[17]미리 프레임과 소품을 고르는 과정이 재밌음 

[18]다양한 형태의 프레임을 고르는 과정이 재밌음 

[19]사진을 찍는 과정 자체가 재밌음 

[20]사진을 모으는 재미가 있음 

 

표 1 에서, 사용자들은 ‘즉시성’ 측면에서 원하는 

조건의 매장의 정보를 신속하게 알고 싶어한다. 또한  
사진 원본을 쉽고 빠르게 저장 및 공유하고자 한다. 
두번째인 ‘표현성’ 측면에서는 상황과 분위기에 맞는 

소품, 프레임, 포즈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였다. 
또한 원본 사진들만 따로 모으고 관리하여 자신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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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인 ‘소통성’ 측면에서는 기존 무인 사진관이라 

매장과 소통이 쉽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포토부스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어떤 포즈와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었는지, 어떤 

사진관이 잘 나오는지 등을 궁금해하며 매장에 관한 
정보들을 소통을 통해 알아가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였다. 

마지막으로 ‘몰입성’ 측면에서 사용자들은 
포토부스를 이용하는 과정 자체에서 재미를 느꼈다. 
상황에 맞는 소품과 프레임, 포즈를 소통하며 고르는 

상황에서도 몰입성을 느낀다. 또한 사진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재미를 느낀다. 

4. 애플리케이션 제안 

4.1 주요 기능 도출 

심층인터뷰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경험을 향상 및 보완하고자 포토프레스 세대를 위한 
포토부스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을 도출하였다. 
주요 기능은 매장 검색, 갤러리, 포즈&프레임 

추천 ,자랑하기, 그리고 보상으로 표 2와 같이 정리 

되었다.  

 

표 2 주요 기능 도출 

기능 기능 설명 특성 

관련 

사용자 

경험 

매장 검색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한 주변 

매장 정보와 필터링을 통한 

매장 검색을 통해 매장 정보 

및 리뷰를 알 수 있는 기능 

즉시성 [1-4] 

표현성 [10] 

소통성 [13-15] 

갤러리 

 

QR 코드 원본을 쉽고 

빠르게 업로드하여, 원본 

사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즉시성 [5],[6] 

표현성 [11] 

포즈&프레임 

추천 

상황, 분위기, 인원수 등 

필터링을 통하여 프레임 및 

포즈를 추천해주는 기능 

표현성 [7-9] 

몰입성 [17],[18] 

자랑하기 사진을 앱 내 커뮤니티에 

올려 자신을 표현하고, 

댓글과 추천을 이용하여 

유대감을 쌓아 집단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 

표현성 [12] 

소통성 [15],[16] 

보상 

 

찍은 사진의 개수에 따라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고 

보상을 주는 기능 

몰입성 [19],[20] 

 

4.1 디자인 제안 

도출된 기능에 맞춰 포토프레스 세대를 위한 

포토부스 애플리케이션을 표 3과 같이 디자인하였다.  

표 3 디자인 제안 

매장검색 1 매장검색 2 매장검색 3 

    

필터링을 이용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음 

매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다른 사용자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음 

  

갤러리 1 갤러리 2 갤러리 3 

   

원본 사진만  

따로 관리 가능 

QR코드 원본 

앱에서 쉽게 

가져오기 

빠른 사진 공유와 

쉬운 편집 

  

포즈&프레임 추천 1 포즈&프레임 추천 2 자랑하기 

   

인기 포즈 및 프레임 

추천 

 필터링을 통한 

검색을 통한 추천 

사진을 자랑하고 

서로 소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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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레벨 업그레이드  및 

보상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포토부스가 일상이 되어버린 
포토프레스 세대에게 감성적인 만족을 넘어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조사를 통하여 사용자 경험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포토프레스 특성에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이는 포토프레스 

세대들이 기존의 포토부스 이용에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 기대하였던 점을 반영하였다. 또한 포토부스 
이용에서 포토프레스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들을 

통해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를 넘어 포토프레스 세대에게 감성적인 
측면과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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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가상피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용자가 기대하는 
만족스러운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피팅 서비스 디자인에 앞서 

피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경험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8 개의 기대경험이 
도출되었고, 이는 향후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상피팅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피팅, 가상피팅, 기대경험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옷을 착용해 볼 수 있는 가상피팅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상피팅은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 
기존 피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피팅 서비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피팅은 

사용자가 원하는 피팅 기능과 경험을 제공하기보다 
체험적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어[1,7]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피팅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피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피팅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피팅 서비스 디자인에 앞서 피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경험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피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문헌을 통해 피팅 서비스와 

가상피팅 서비스의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봤다. 
다음으로 패션 관련 카페의 게시글과 댓글 분석을 
통해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피팅 경험에 대한 

항목을 정리했다. 이후 정리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피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경험을 도출했다.  

2. 피팅 서비스와 가상피팅 서비스의 이해 

2.1 피팅 서비스의 현황 

피팅은 길이, 실루엣, 핏 등의 미적 요소를 살펴보거나, 
활동의 편리함, 늘어나는 정도 등의 기능 요소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2]. 패션 상품은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사용자의 체형이나 피부톤 등에 따라 
착용했을 때 모습이 다르므로 패션 상품을 구매하기 
전 직접 착용해 보는 피팅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피팅 서비스는 시공간의 제약이 크고, 착용 
과정에서 점원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용자가 많다. 무엇보다 

패션 상품을 직접 입어보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므로[3] 이와 같은 피팅 서비스의 
대안으로써 많은 브랜드가 가상피팅 서비스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2.2 가상피팅 서비스의 활용 현황과 한계 

가상피팅은 사용자가 패션 상품을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 상품을 착용해 봄으로써 상품의 
미적 요소와 기능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4]. 홈쇼핑에서는 TV 리모컨으로 

아바타를 불러와 제품을 착용해 보고 핏과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며[5], 
백화점에서는 FX 미러와 같이 증강 현실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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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3D 가상피팅이 가능한 디지털 거울을 
설치하는 등 패션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6]. 이처럼 가상피팅 서비스는 기존 피팅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기대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피팅 

서비스는 만족스러운 피팅 경험을 제공하기보다 
체험적 마케팅 요소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피팅의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7]. 

 
그림 1홈쇼핑과 백화점에서 가상피팅 서비스 활용 현황 

3. 피팅 서비스 사용자 기대경험 도출 

3.1 사용자 조사를 통한 기대경험 항목 수집 

기대경험은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디자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기존의 경험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기대를 
알아보는 것은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피팅을 위한 디자인에 앞서 사용자의 
피팅 경험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용자가 원하는 피팅 경험을 이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2 년도 5 월 31 일을 기준으로 
네이버 카페에서 ‘패션/미용 전체’ 카테고리 중 40만 
명 이상을 회원을 보유하고, 패션 상품에 대한 피팅 

경험을 공유하는 ‘딜공-No.1 패션 & 직구 
커뮤니티’의 리뷰와 게시글 분석을 통해 피팅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카페의 ‘[매장 왔어요], [매장에서 샀어요]’ 
게시판에서 피팅의 미적 요소와 기능 요소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여, 피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게시글 763 개를 살펴봤다. 게시글에 
나타난 사용자 피팅과 관련된 경험을 정리한 결과는 

63개였다. 이 중 ‘걷기에 여유량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음’ 항목과 ‘양 팔을 들기에 여유량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음’ 항목을 ‘일상활동을 위한 여유량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음’으로 통합하였고, 이처럼 

중복된 의미 항목을 통합하고 제거한 결과, 피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경험 최종 항목은 34개로 

정리되었다[표 1]. 

표 1 카페 게시글에서 수집된 피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경험 최종 항목 

 

 

3.2 설문조사를 통한 기대경험 도출 

수집한 사용자 기대경험 항목들을 활용하여 2022년 
6 월 16 일부터 18 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34 개의 문항에 

대해 리커트 5 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10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답변 
중 누락된 것이 없어 전체 108 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후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인적재 값이 1.0 이상으로 큰 경우에는 

요인 도출을 방해하며 0.3 미만인 경우에는 유의하지 
못하기 때문에[9,10],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 값이 
적합할 때까지 요인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총 3차의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 34개 중 28개의 
변수가 잔존하였고, 8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에 대한 KMO 값은 0.769, 유의 확률은 
0.000 으로, 8 가지의 요인들의 선정은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표 2 피팅 기대경험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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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경험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피팅 서비스의 8 가지 

기대경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그림 2].  

그림 2피팅 기대경험 요인 

첫 번째 피팅 서비스 기대경험 요인은 <효율적인 피팅 
경험>으로, 이는 사용자가 다양한 사이즈의 상품들을 
개수, 시간, 공간 등의 제약 없이 착용하고 비교해 보길 

원함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패션 상품을 착용해 
보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착용해 볼 수 있는 상품의 

수의 제한도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팅 
서비스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효율적인 피팅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피팅 서비스 기대경험 요인은 <희소 상품 피팅 
경험>으로, 이는 사용자가 구하기 어려운 패션 상품, 
유명인이 착용한 상품, 수량이 제한된 상품 등과 같이 

희소성 있는 상품을 착용해 보길 원함을 의미한다. 
리미티드 상품 구매를 원하는 사용자는 해당 상품의 

피팅이 어려우므로 이미 상품을 구매했거나 착용해 본 
다른 사용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했다. 이처럼 
피팅 서비스는 희소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착용해 볼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세 번째 피팅 서비스 기대경험 요인은 <유희적인 피팅 
경험>으로, 이는 사용자가 패션 상품 브랜드와 관련된 

음악을 들으며 패션 상품을 착용해 보거나 다양한 
컨셉 공간에서 상품을 착용해 보길 원함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상품을 피팅할 때 브랜드나 상품과 어울리는 

음악, 공간, 배경을 두고 상품을 착용하고 싶어했다. 
이처럼 피팅 서비스는 단순히 옷을 입어보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 감성 등을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 피팅 서비스 기대경험 요인은 <기능 요소 
확인을 위한 피팅 경험>으로, 이는 소재, 비침 정도, 

활동의 편리함 등과 같이 일상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능 요소 확인을 원함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패션 상품을 착용해 볼 때 앉기, 제자리 걷기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을지 확인한다고 했다. 따라서 피팅 
서비스는 기능 요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 번째 피팅 서비스 기대경험 요인은 <제한 상품 
피팅 경험>으로, 이는 이염 등의 우려로 착용이 

제한되는 상품일지라도 직접 착용해 보거나 착용 
결과를 바탕으로 수선받길 원함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어렵게 매장을 방문했으나 피팅이 불가한 상품임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불만을 느낀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팅 서비스는 모든 상품에 대해 제한 없는 

피팅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여섯 번째 피팅 서비스 기대경험 요인은 <편리한 피팅 
경험>으로, 이는 청결한 공간에서 기다림 없이 원하는 
상품을 착용하길 원함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피팅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않다고 
느끼고, 피팅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팅 서비스는 청결하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기다림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피팅 서비스 기대경험 요인은 <미적 요소 
확인을 위한 피팅 경험>으로, 이는 핏, 실루엣 등의 

미적 요소 확인을 원함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피팅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착용했을 때 실루엣과 길이감 
등의 미적 요소가 주관적 관점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고 했다. 따라서 피팅 서비스는 미적 요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 피팅 서비스 기대경험 요인은 

<전문적 정보 확인을 위한 피팅 경험>으로, 이는 
사용자가 신체 치수와 퍼스널 컬러 등과 같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길 

원함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이너웨어나 핏 되는 패션 
상품 착용 정보를 공유할 때 자신의 정확한 신체 
치수와 퍼스널컬러를 몰라 정보 공유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팅 서비스는 사용자의 
신체 치수나 퍼스널 컬러와 같이 전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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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오늘날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옷을 착용할 수 있는 가상피팅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현재 가상피팅은 체험적 마케팅 요소로 
주로 활용되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피팅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피팅 서비스 디자인에 앞서 피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경험을 조사하여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대 경험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먼저 패션 상품을 
착용해 본 경험을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를 선정하여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하는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여 
피팅 서비스의 기대 경험 도출을 위한 문항 항목을 
수집하였다. 준비된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피팅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기대 경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가 원하는 피팅 서비스에 대한 기대 경험은 

<효율적인 피팅 경험>, <희소 상품 피팅 경험>, 
<유희적인 피팅 경험>, <기능 요소 확인을 위한 피팅 
경험>, <제한 상품 피팅 경험>, <편리한 피팅 경험>, 

<미적 요소 확인을 위한 피팅 경험>, <전문적 정보 
확인을 위한 피팅 경험>의 8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가상피팅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피팅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피팅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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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지털 헬스를 통한 정신 환 선별 서비스는 사용이 

용이하며 접 성이 어나지만, 이러한 선별 결과가 

사용 행태와 접목될 경우 그 해 이 달라진다. 본 논문은 

디지털 헬스를 통한 우  장애와 안 장애의 선별 

결과가 사용자의 사용 시간대와 어 한 연관이 

있는지를 분 한 논문이다. 분  결과에 따르면 사용 

시간대가 어 수록 안 장애와 우  장애로 

선별되는 비 이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면과는 

별개의 것으로, 디지털 헬스 환경에서 사용 시간대를 

비 한 사용 행태와 정신 환 선별 결과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디지털 헬스, 우 장애, 안장애, UX/HCI, 면증 

1. 서 론 

최 , 현대인의 정신 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신 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디지털 헬스를 통한 

정신 강 선별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 강 선별의 결과가 사용자들의 사용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려진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직장인을 위한 6 대 

정신 강 선별 서비스 [마음검진]을 통해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시간대가 우 장애 및 안장애와 어 한 

관계가 있는지 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연령 및 성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보고, 면과 어 한 관계가 있는지 아본다. 

2. 본론 

2.1 선행연구 

정신 환의 경우 성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우 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약 2 배 높은 것으로 려  있다.[5]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안 장애를 을 확  및 심각성이 더욱 높다. 

[6]  

마 가지로, 연령과 정신 환의 상관관계도 높은데,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 증상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년이라 하더라도 고용 상태에 있을 경우 

증가 양상은 사라진다. [7]. 또한, 65 세 이하의 

집단에서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안증상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간 차이도 감소하는 

것으로 려  있다. [8] 

2.2 연구방법 및 가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HCI lab 과 주식회사 하이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정신 강 선별 서비스 

[마음검진]의 5 에서 9 까지의 데이터 67,474 을 

활용한다. 이 중에서 20 대에서 60 대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9,708 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마음검진] 

서비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사용자의 성별, 나이, 

직업, 사용 시간대 및 6 대 정신 환에 대한 답 이다.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요약 통계는 표 1 과 같다.  

표 1. 사용자의 연령 및 성별에 대한 분포 (명, %) 

성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남성 
3,800 

9.93% 

11,472 

29.98% 

12.271 

32.06% 

9,254 

24.18% 

1,474 

3.85% 

여성 
3,677 

17.15% 

6,453 

30.10% 

6,080 

28.36% 

4,435 

20.69% 

792 

3.69%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8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98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mailto:per_violet@naver.com
mailto:jinwoo@yonsei.ac.kr


서비스 사용 시간대는 사용자가 어느 시간에 

서비스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서비스 사용 

시간 데이터는 초단위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7 개의 

시간대 단위로 변환하였다. 분류 방식과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각 집단의 비 은 다음과 같다. 

표 2. 사용 시간대, 성별 및 연령대의 분포 (%) 

시간대 
분

류 

성

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1 시 ~ 

 6 시 
0 

남

성 
9.79% 7.87% 6.51% 4.52% 4.00% 

여

성 
10.23% 7.69% 6.68% 6.54% 6.94% 

7 시 ~ 

 9 시 

1 

남

성 
14.26% 15.52% 15.68% 14.60% 13.64% 

여

성 
13.24% 14.77% 13.78% 10.71% 12.63% 

10 시 ~ 

12 시 
2 

남

성 
20.16% 21.46% 23.04% 26.00% 25.92% 

여

성 
18.28% 19.37% 19.10% 19.03% 16.29% 

13 시 ~ 

15 시 
3 

남

성 
11.89% 12.56% 12.65% 15.12% 16.01% 

여

성 
10.77% 12.16% 11.78% 13.51% 15.28% 

16 시 ~ 

18 시 
4 

남

성 
10.79% 11.61% 12.65% 12.98% 12.96% 

여

성 
10.09% 10.07% 12.86% 13.37% 13.51% 

19 시 ~ 

21 시 
5 

남

성 
17.74% 18.15% 18.25% 18.02% 19.27% 

여

성 
19.83% 19.79% 22.12% 23.29% 22.98% 

22 시 ~ 

0 시 
6 

남

성 
15.37% 12.82% 11.22% 8.76% 8.21% 

여

성 
17.57% 16.15% 13.68% 13.55% 12.37% 

또한, [마음검진] 서비스에서 활용된 우 장애와 

안장애, 면증에 대한 임상 도와 각각의 타당도는 

표 3 과 같다. 

표 3. 우 장애 및 안장애의 임상 도와 타당도 [1] 

임상 도 Cronbach-alpha 

Major Depressive 

Disorder (PHQ-9) [2] 
 = .83 

Anxiety Disorder  

(GAD-7) [3] 
 = .88 

Insomnia 

(ISI) [4] 
 = .84 

각각의 임상 도는 4 점 리커트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설문에 대한 답 의 합산 을 통해 

정신 환에 대한 선별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용자들의 답 을 합산한 

들을 사용하여 각 집단을 비교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정신 

환의 양상 및 분포가 다르게 나타 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별 및 연령 집단 별 사용 시간대에 따른 

정신 환 점수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사용 시간대가 어 수록 안장애와 

우 장애로 선별된 사용자의 비 이 높을 것이다. 

특히, 새  시간대인 오전 1 시에서 오전 

6 시까지의 서비스 사용자들은 다른 시간대의 

집단에 비해 안장애와 우 장애로 선별된 

비 이 더욱 높을 것이다. 

2) 서비스 사용 시간대에 따른 안장애와 

우 장애의 평  점수의 차이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  것이다. 

3) 서비스 사용 시간대에 따른 안장애와 

우 장애의 평  점수의 차이는 면증과 관계가 

없을 것이다. 

3. 결과 

우 장애와 안장애 각각에 대해 시간대별 평 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우 장애( ) 및 안장애(우)의 사용 시간대별 평  

점수 

 

그림 1 에 따르면 사용 시간대가 을수록 사용자들의 

평  우  점수와 안 점수가 상 하는 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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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7 시에서 9 시 사이에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들과 1 시에서 6 시 사이에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들의 평  점수는 우 장애에서 약 0.65 점의 

차이(p <0.001)를, 안장애에서는 약 0.53 점의 

차이(p <0.001)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여도 

동일하게 나타 다.  

표 4. 우 장애의 사용 시간대별 성별 평  점수 

성별 

7 시   

~   

9 시 

10 시 

~ 

12 시 

13 시 

~ 

15 시 

16 시 

~ 

18 시 

19 시 

~ 

21 시 

22 시 

~   

0 시  

1 시   

~    

6 시 

남성 3.142 3.179 3.199 3.222 3.284 3.615 3.671 

여성 4.494 4.787 4.690 4.416 4.788 4.932 5.188 

남성의 경우 7 시에서 9 시 사용자와 1 시에서 6 시 

사용자의 평 점수는 약 0.5 점의 차이(p <0.001)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약 0.7 점의 차이 (p<0.001)을 보였다. 

표 5. 안장애의 사용 시간대별 성별 평  점수 

성별 

7 시   

~   

9 시 

10 시 

~ 

12 시 

13 시 

~ 

15 시 

16 시 

~ 

18 시 

19 시 

~ 

21 시 

22 시 

~   

0 시  

1 시   

~    

6 시 

남성 2.396 2.361 2.317 2.386 2.442 2.772 2.670 

여성 3.551 3.684 3.551 3.279 3.547 3.860 4.014 

남성의 경우 7 시에서 9 시 사용자와 1 시에서 6 시 

사용자의 평 점수는 약 0.37 점의 차이(p 

<0.001)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약 0.56 점의 차이 

(p<0.001)을 보였다.  

표 6. 우 장애의 사용 시간대별 연령별 평  점수 

연령 

7 시   

~   

9 시 

10 시 

~ 

12 시 

13 시 

~ 

15 시 

16 시 

~ 

18 시 

19 시 

~ 

21 시 

22 시 

~   

0 시  

1 시   

~    

6 시 

20 대 4.127 4.513 4.650 5.019 4.807 4.842 5.074 

30 대 4.090 4.382 4.508 4.281 4.693 5.061 4.855 

40 대 3.702 3.800 3.803 3.720 3.866 3.922 3.967 

50 대 2.637 2.704 2.643 2.583 2.710 2.722 3.068 

60 대 1.897 1.746 1.877 1.567 2.225 2.160 2.237 

표 7. 안장애의 사용 시간대별 연령별 평  점수 

연령 

7 시   

~   

9 시 

10 시 

~ 

12 시 

13 시 

~ 

15 시 

16 시 

~ 

18 시 

19 시 

~ 

21 시 

22 시 

~   

0 시  

1 시   

~    

6 시 

20 대 3.067 3.184 3.191 3.524 3.376 3.585 3.519 

30 대 3.087 3.286 3.262 3.069 3.492 3.904 3.598 

40 대 3.005 3.025 2.985 2.916 3.014 3.188 3.124 

50 대 2.004 1.941 1.913 1.910 1.924 2.069 2.444 

60 대 1.561 1.313 1.412 1.081 1.487 1.525 1.430 

위의 시간대별, 연령별 우 장애 점수와 안장애 

점수에 대해 40 대의 우 장애를 제 하고 모든 

연령대의 1 시에서 6 시 사용자와 7 시에서 9 시 

사용자의 평  점수가 유의미하게 달 다. (p<0.001) 

40 대의 우 장애 평  점수는 차이가 약 0.26 점이며, 

p = 0.06895 으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수 없었다. 

한 , 이러한 결과는 1 시에서 6 시 사이에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면으로 인한 것이라는 해 이 

분히 가능하다. 선행 연구에서도 우  장애와 안 

장애는 면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면이 있을 경우 우 은 9.82 배 안은 

17.35 배 높은 것으로 드러 다. [9]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와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시간대는 별개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서비스 사용 시간대와 면 장애 선별 결과에 따른 

우  장애 점수의 평  

그림 3. 서비스 사용 시간대와 면 장애 선별 결과에 따른 

안 장애 점수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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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시간대와 면 장애 선별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우  장애와 안 장애의 평  점수를 산 하였을 

때, 각 시간대의 그 은 평  점수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면이 우  장애와 안 장애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맞으나, 시간대별 우  및 안의 평  점수의 

차이와 면증 선별 결과는 별개이며, 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서비스를 새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은 별개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 사용 시간대가 어 수록 평  우

점수와 안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음을  수 

있으며, 이는 성별과 연령(40 대의 우 장애를 

제 한)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 다. 그리고, 사용 

시간대가 어지는 것과 면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가 도 된 명확한 

이유를 밝 내지는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 특성에 따른 것일 수 있으며, 관 되지 않은 생 

변수(계  효과, 부적 사  등)가 존재할 수 있다.  

그 에도 구하고, 본 논문은 디지털 헬스 환경에서 

사용자의 사용 시간대가 정신 환 선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사용 시간대가 정신 환 선별 및 

관리 서비스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 헬스 분야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러 

서비스에서도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시간대가 사용의 

결과에 영향을 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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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최근 증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우리사회의 

영유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에 대한 

관용과 사회적 수용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인식개선의 

일환으로서 음식 및 카페를 이용할 때 영유아를 동반함으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입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식업 종사자, 식당 및 카페 이용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식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했다. 면담 결과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무관심과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낮은 수용도가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나 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개입 방안으로 테이블매트와 안내판을 디자인하였다.  

㎧㋇た 

노키즈존, 공공장소, 영유아, 인식 개선 

1. ⯇ ⌋

1.1 ゛᠗ ⛛ᝨ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최근 음식점 및 카페에서 

이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노키즈존은 

강남이나 홍대 등의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상업지역에서 시작되어 서울과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요식업 이외의 공간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1]. 2017 년 노키즈존 확산 배경으로 

아이들의 소란스럽거나 거친행동과 부모들의 방관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매장에서 발생하는 유아 

관련 안전사고의 책임을 업주가 부담하는 판례가 

증가하면서이다[3]. 2019 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10 명 중 6 명이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와 관련된 불편한 경험을 한적이 있으며, 주로 

음식점 및 카페에서 이와 같은 불편한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4].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아동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이 없기에 노키즈존은 

확산되고 있으며[2], 이로 인해 영유아의 권리와 

이용자 및 업주의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   

1.2 䂯⭬㈃ ㇋ 

1) ガ㇋㈃ ⛇ᶗ 㵤⯜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 마음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배워나가는 시기에 있다[5]. 따라서 식당 및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나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유아들이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2) ⠫╓㈃ 〼㇌⛔ⶈ

  만 0 세~6 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국과 일본의 

학부모 의식을 비교한 연구결과,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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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을 잡아주는 예절 교육이 아이의 기를 꺽고 

인지 능력이나 창의성을 훼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자녀가 격식에 억눌리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크길 

바란다고 응답한 부모가 일본 부모의 경우보다 많았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자유롭게 키우다가 자녀가 

성장할수록 엄하게 키워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6].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예의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지도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치 않으며, 

학부모 의식에 있어 자녀의 자유로움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영유아들이 보이는 행동에 

대하여 한국 부모들이 더욱 허용적일 수 있다.   

만 2 세~6 세의 어머니 대상으로 식사행동을 연구한 

결과, 식사 시 어머니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과활동성이 낮았으나 반대로 식사 시 어머니의 규제와 

강요가 심할수록 자녀의 과활동성이 높았다[7]. 따라서 

부모의 방임적 태도 혹은 과한 규제 및 강화는 

공공장소에서 영유아의 과활동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〨㈻ほ ᶫ䀇 ᭙ ⳃㅔṯ

 우리 사회는 영유아들의 아이다움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노키즈존에는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어른의 시각이 담겨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는 것에 민감하며, 의젓한 아이나 부모의 

완벽한 통제만 바랄 뿐, 이들을 포용하려는 노력에 

인색하다. 사회가 노키즈존을 용인할수록, 아이는 

민폐를 끼치는 성가신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다[8]. 

1.3 ゛᠗㈃ 㿯ㄿ⯜ ⚺ ╔㊬ 

 노키즈존의 공공장소 도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영유아를 공공장소 출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영유아와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공공장소에서의 누릴 권리까지 빼앗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노키즈존을 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어른들이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을 

차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9].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노키즈존과 관련하여 원인 및 인식을 알아 

보는 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다[1][4].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로는 부모와 다른 이용자, 요식업 

종사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어 보며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모든 연령대가 

공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식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4 ⭗⋫゛᠗ 

 식당 및 카페에서 영유아들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로 인해 노키즈존이 등장한 이후, 영유아 동반 

고객들의 원활한 식당 및 카페 이용을 위한 여러 

종류의 개입 방안이 시도된 바 있다. 

 먼저, ‘노키즈존’이라는 단어를 ‘케어키즈존’이나 

‘노배드패런츠존’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는 개입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의 

식당 및 카페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닌,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영유아 고객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을 실제로 출입 금지하는 것이 아닌 

경고의 의미로 작용한다. 

 두 번째로, 노키즈존과 키즈존 리스트를 배포하는 

개입방안이 있다. 앱이나 책자를 통해 잠재적 고객에게 

식당 및 카페의 노키즈존이나 키즈존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영유아를 동반하는 부모들이 외출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식당에서 영유아들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개입방안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들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거나 영유아 전용 식기나 의자, 화장실을 

준비하고, 간단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테이블매트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개입방안은 

영유아들이 즐겁고 비교적 차분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10]. 

 마지막 개입방안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아 

친화적 식당이 있다. 부산 금정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식당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당 내에 유아용 편의시설과 의자, 식기 등을 

비치하였고, 아동 친화적 식당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인증 마크를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11][12].  

 그러나 이러한 개입 방안들은 노키즈존 관련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부모의 양육 방식과 영유아에 대한 

낮은 수용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일부 부모와 

영유아를 배제하거나 노키즈존을 유지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과 같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2. ゛᠗⛔❀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가 

공공장소를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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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하기 위한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인 영국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 UK)에서 제시한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Double Diamond Process) 모델 

과정을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는 두번의 확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과 두번의 수렴적 사고 

(convergent thinking)로 이루어졌으며, 프로세스의 

단계는 발견하기 (Discover), 정의하기 (Define), 

발전하기 (Develop), 전달하기 (Deliver)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림 1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13]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에 따라 노키즈존의 

공공장소 도입으로 인해 영유아와 보호자의 일부 식당 

및 카페 내 출입의 제한을 디자인 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정확한 문제의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노키즈존 관련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개입 방안의 

디자인을 발전시켜 보았다. 

2.1゛᠗ᶫ⭬ 

 본 연구는 노키즈존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에 영유아들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장소인 식당 및 카페 종사자 

및 이용자, 부모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에 의거하여 선정 후 면담을 

진행했다. 1 차면담의 대상자는 요식업 종사자 3 명과 

10 대-60 대 사이의 카페 및 식당 이용자 17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 차면담 대상자는 요식업 

종사자 1 명과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3 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에서 사용한 

질문들은 이용하는 식당 및 카페의 특성, 영유아를 

동반하고 방문할 때 겪는 어려움 및 타인의 시선,  

본인의 어려움 해결 방법, 문제 개선방안 등이 있었고, 

요식업 종사자에게는 yes 키즈존을 하게 된 계기, 

이용자들의 연령층 및 그들의 반응, 영유아와 관련된 

경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 

대상 나이 자녀나이 거주지 

요식업 종사자 D 35 없음 서울 

어머니 A 35 2 세, 4 세, 6 세 서울 

어머니 B 34 15 개월 광주 

어머니 C 41 3 세, 10 세, 12 세 광주 

       2.2 ㈻⍷ ⳃ㑼 ⚺ ⠯⯈ 

1 차 면담은 9 월 22 일부터 9 월 28 일까지 요식업 

종사자 4 명과 10 대부터 60 대사이의 성인 17 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1 회, 약 15 분동안 

진행했다. 2 차 면담은 9 월 30 일부터 10 월 5 일까지 

요식업 종사자 1 명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 명을 대상으로 1 회, 약 40 분에 걸쳐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모든 면담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자료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 분석 절차를 따랐다[14]. 면담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전체적인 맥락 및 내용을 파악했다. 

이후 연구 목적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에서 의미 

단위(Meaning Unit)를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추출된 의미단위의 코드를 생성하고 

적절한지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 

단계로 코드를 비교해가며 범주를 그룹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범주를 주제로 분류하였다. 이후 범주별 핵심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동일한 범주와 관련된 내용인지 확인했다.  

3. ゛᠗ឧ

3.1ㅔ㈻ᚫ ᝨ䂃䀃ᴿ ガ㇋ ឫ⋓ た⋏ㅫ 

 식당 및 카페 이용자들과의 면담에서 영유아들과 

관련하여 겪은 불편한 경험은 크게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 소란스럽게 하는 것,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있었다.  

1) ⠫╓ᾏ ㈻ᯫ ṷ➟㑫 ⿵ᴿ ᜮ

아이들에게 화가 난다기 보다는 제지나 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화가나요. 어떤 

노력이라도 보이거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해가 
될텐데…    (30 대 이용자 A,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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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내 테이블에 와서 음식을 손으로 만진적이 있는데, 

부모는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더라구요. 부모가 아이들을 
자유롭게 두고, 별 관심이 없어보여요.  

(30 대 이용자 B, 면담) 

 이를 통해,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식당 및 카페 

이용자들은 본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영유아의 특정 

행동보다 자녀를 통제하지 않는 부모에게 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ⰷ∫ⵏ⊨ 䀃ᴿ ᜮ

아이들이 울거나 크게 소리지를 때,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영상매체를 크게 틀어놓고 볼 때 불편하다고 느껴요. 

(30 대 이용자 C, 면담) 

아이들이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달려다닐 때, 가끔 
조용히 먹고싶은데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어리니까, 아이니까 그렇겠지 싶네요. 

(60 대 이용자 D, 면담) 

식당에서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식사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아이를 데려온 부모 손님과 다른 손님들의 공간을 

분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키즈존도 어느 정도 

찬성해요. 
(20 대 이용자 E, 면담) 

 식당 및 카페에서 영유아의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에 

대해 17 명의 응답자 중 10 명이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영유아 관련 문제 중 응답자의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식당 및 카페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소음 문제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겪었으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ㆯ䂃䀇 䀴Ẅ 䀃ᴿ ᜮ

아이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뛰어다녀서 통행이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식당 자체를 노키즈존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 식당 내에서 아이들 구역을 따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통행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0 대 이용자 F, 면담) 

 이를 통해,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영유아가 뛰어다니는 것,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는 

것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식당 및 카페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영유아 관련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경험했던 문제는 대부분 영유아로 

인해 발생하는 소란이나 위험한 행동, 그리고 부모의 

돌봄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문제의 

원인이 영유아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모들의 무관심함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3.2 ガ㇋ Ẅ⛃䀇 ㅔ㈻ᚫ ᝨ䂃䀃ᴿ ガ㇋ ឫ⋓ 

た⋏ㅫ 

 영유아를 동반하는 식당 및 카페 이용자들을 면담한 

결과, 다른 이용자들의 영유아에 대한 낮은 수용도로 

인해 영유아 관련 문제가 부각된다고 보았다. 이는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는 식당 및 카페 이용자들의 

면담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아이들이랑 카페는 잘 가지 않고, 외식은 주 1 회 정도 

해요. 식당가면 우리가족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조용히 해라, 앉아라 하지 말아야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힘들 것 같아서 외식을 잘 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은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막으려고 어릴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했었어요.  

(세자녀 2, 4, 6세 어머니 A 면담) 

식당이나 카페는 주 1~2 회 정도 가는데, 주로 밑반찬 
선택의 폭이 넓은 한식당이나 좌석수도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요. 아이가 아직 어려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 

금방 지루해하면서 식기류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던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요. 최대한 빨리 먹고 떠나거나 남편이랑 

교대로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놀아주며 식사해요. 

(15 개월 어머니 B 면담) 

식당은 월 2 회 가고, 카페는 주 3 회 가는 편이에요. 

식당에 갔을 때 아이들이 식기를 떨어뜨리거나 그릇을 

깨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애들용 식기를 
가져가거나 떨어뜨린 식기를 대체할 식기를 드리거나 

그릇을 깨뜨렸을 때는 무조건 배상을 해요. 밖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다그치느라 신경이 좀 곤두선 상태로 식사를 해요. 
(3 세, 10세, 12세 어머니 C 면담)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과 면담한 결과, 

영유아를 동반한 식당 및 카페 이용자들은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식당 및 카페 사용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서두른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거나 자녀들이 손상시킨 물건을 배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자신의 자녀들을 제지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등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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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을 표출했다. 이와 같이 부모들이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영유아와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한국 사회의 낮은 수용도를 

보여준다. 

3.3 ㄿⶈば ㌰⭗㈻ᾏ ᝨ䂃䀃ᴿ ガ㇋ ឫ⋓ た⋏ㅫ 

 요식업 종사자와의 면담 결과,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은 

영유아 관련 어려움은 크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 

소란스럽게 하는 것, 정리하지 않는 것 등이 있었다.  

1) ㆯ䂃䀇 䀴Ẅ 䀃ᴿ ᜮ

특히 뜨거운 음식 나오는데 달려다닐때는 정말.. 말도 
하기 어려워요.  

(요식업 업주 A 씨 면담) 

고깃집이라 숯불을 옮길 때가 있어서 위험할 때도 있어요.  
(요식업 종사자 B씨 면담) 

유리문에 아이가 뛰어 다니다가 부딪혀서 다칠 수 있어서 
위험하기도 해요. 아이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회를 주워 

먹기도 하는데 배탈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고를 감당 

할 수 없어요.  

   (요식업 업주 C 씨 면담) 

2) ⰷ∫ⵏ⊨ 䀃ᴿ ᜮ

아이들은 뛰어 다니고 소리질러도 부모들은 가만히 
있어요.  

(요식업 업주 A 씨 면담) 

아이들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속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요. 

개별 룸으로 되어 있지만, 방음이 잘 안되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할 때에는 다른 손님께 방해가 되기도 해요.  

(요식업 종사자 B씨 면담) 

3) ㋀䀃㑫 ⿵ᴿ ᜮ

아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상추를 

다 찢어 놓는다든지,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만질 수 있고
장난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뒷정리죠. 바닥에

던지고, 놀고도 부모들은 정리를 안 하고 가요. 기저귀도

갈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가고, 그 정도는 부모들이

치우고 가야 하는데…
(요식업 업주 A 씨 면담) 

  위의 제시한 사례들을 통해 전반적인 요식업 

종사자의 어려움은 영유아를 동반하는 식당 및 카페 

이용자인 부모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는 

영유아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였다. 요식업 

종사자들은 식당 내에서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중 

아이들이 뛰어다님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소란을 피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동시간대에 

방문한 이용자들이 방해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였다. 

반면 정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주변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를 방치하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하지만 업주들은 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부모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Yes㭏㐳㌟ 㤟㹃 ば㎧ᚫ ᝨ䂃䀃ᴿ ガ㇋ ឫ⋓ ᝨ䂃 

 추가적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에게 우호적인 

Yes 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 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오는 손님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Yes 키즈존은 사실 노키즈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예요. 보통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면 다른 손님들이 싫은 티를 내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자제시키려고 하지만, 아이들 통제가 어려워요. 

그럴 때 제가 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해요. 다른 손님들께도 양해를 구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Yes키즈존 카페 D 면담) 

 Yes 키즈존 카페 업주와의 면담 결과, 이 카페의 

업주는 영유아에 대한 편견이 없고, 이용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향후 타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디자인을 

기획할 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㈣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식당 및 카페 이용자와

영유아를 동반하는 식당 및 카페 이용자, 요식업

종사자와 Yes 키즈존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를 면담한

결과, 영유아와 함께 이용하는 식당 및 카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일부 부모들의

자녀 돌봄에 대한 무관심과 영유아에 대한 타인들의

낮은 수용도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돌봄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영유아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 영유아를 배려하는 식당 및 카페 환경을

조성하는 개입 방안을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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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㯷⢿ ⒏㵣

그림 2 성인용 테이블 매트 도안 

그림 3 영유아용 테이블매트 도안 

 테이블 매트는 그림 2 와 그림 3 과 같이 성인용과 

영유아용으로 구분하여 디자인하였다. 성인용 

테이블매트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에게 영유아를 

잘 돌보아달라는 메세지,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는 자라나는 새싹같은 영유아를 예쁜 

시선을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포함하였다. 또한 

영유아용 테이블 매트는 영유아들이 식사 중 간단히 

참여할 수 있는 색칠공부, 미로찾기, 종이접기 등을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식사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2)⿳᭟㶻

그림 4 안내판 도안 

 그림 4 와 같이 안내판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식탁에 

배치함으로써 식당을 방문한 이용자들에게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격려할 예정이다.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통제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는 영유아를 

이해하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5. ⌋
공공장소에 노키즈존이 도입 된 이후, 이는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입장은 영유아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많으며,

이용자들도 피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고, 반면에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입장은

노키즈존이 영유아 및 부모의 권리 침해 또는 사회적

차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4].

영유아를 동반한 고객의 식당 및 카페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와 면담결과의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대다수

부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공공예절에 대한

일부 부모들의 무관심과 영유아와 보호자를 향한

타인의 낮은 수용도를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만을 중요시하는 모습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달리 한국의 개인주의는 기존의

집단주의와의 긴밀한 친화도 때문에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개인주의로 발달하였다고 말하는 최종덕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5].

그러나 현재 식당 및 카페에서 영유아와 그들의

부모들을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 디자인들은

영유아의 식당 및 카페 이용 관련 문제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시도했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영유아를 배려하는 공공장소를 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개입

방안으로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매트 및

안내판, 냅킨을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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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 내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색의 특징이 없는 순음(Sine 

Wave)만을 사용하여 음량과 높낮이의 변화만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음악, 어쿠스매틱 사운드 아트의 범위와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다.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사운드가 아닌 사운드의 원인을 시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청각만으로 사운드의 중심에서 변화 형식과 신호의 

다양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주제어 

어쿠스매틱, 순음, 사인파, 사운드아트, 청각매체 

 

1. 서 론 

  최근에 제작되는 많은 사운드 아트는 시각적인 부분과 
청각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 제작된 오디오비주얼 
작품이 주를 이룬다. 그러다보니 작품을 감상하고 난 

후에 상대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사운드보다는 
시각적인 부분으로 각인되기 쉽다. 이는 영상미디어는 
시각이 우위하기 쉽기에, 음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맥루언은 이를 
시각매체 중심의 현대의 문명으로 설명했다 (맥루언, 
1964).[1] 이렇듯 사운드는 ‘조연 취급’을 받아온 적이 

많았다. 한편 오디오 비주얼 작품의 창작자들이 비주얼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에도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파형에 본질적인 접근을 통해 

시각적인 부분이 아닌 오로지 청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쿠스매틱 음악, 어쿠스매틱 사운드 아트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어쿠스매틱 사운드와 음악 

 어쿠스매틱(Acousmatic)은 그리스어(語)로 그리스 

시대 피타고라스가 커튼 뒤에서 강의를 할 때 제자들이 
그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만을 듣는 모습을 
칭하는 단어를 피에르 쉐퍼(Pierre Shaeffer)가 이론화 한 

개념이다. 어쿠스매틱 청취는 순수 청취로서 시각과 
청각의 분리를 의미하며 보여지는 것이 없이 사운드만을 
듣는 것을 말한다. 사운드의 형식만 청취하기 때문에 

사운드의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만 듣게 되는 것이다. 피에르 쉐퍼는 소리의 원인을 
보지 못하는 어쿠스매틱 청취가 증가된 이유로 미디어와 

통신이 발달되어 전화기, 라디오 같은 매체들이 

등장했다고 제시한다. [2] 

 어쿠스매틱 음악(Acousmatic Music)은 1974 년 

프랑수아 벨이 개념을 제시했다. ‘온전히 스튜디오에서 
음향 저장장치를 통해 제작되고 재생되는 음악’으로서 
구체음악과 전자음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신디사이저(전기적으로 소리를 합성하는 전자악기)가 
등장하며 '전자음악' 장르에 라이브 연주가 포함이 되자 
이에 구별되는 의미의 새로운 용어로 어쿠스매틱 음악을 

제안했다. 보여지는 연주자 또는 악기가 존재하지 않는 
음악으로 CD, 테이프, LP 등의 저장매체를 통하여 
청취할 수 있는 음악을 뜻하게 되면서 어쿠스매틱 

음악은 일정 매체의 음악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4] 
또한 음악 제작의 원천이 되는 실제 악기들을 사용한 
사운드를 벗어나 컴퓨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인지가 

가능한 음원의 사용과 소리의 합성을 이용하여 익숙하지 
않은 사운드를 제시하거나 형식적이지 않은 음악, 
조화롭지 않은 화음, 불규칙적인 리듬 등에 대한 허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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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탈어쿠스매틱 사운드와 음악 

  영화음향 학자 미셸시옹은 영화에서 발생되는 소리의 
근원이 '처음에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의 

상황을 예시로 들며, 소리의 근원이 가려져 긴장감을 
높이면서 후에 노출되며 눈에 보이게 되는 효과를 
탈어쿠스매틱(Dis-Acousmatic)이라고 했다. 이는 

어쿠스매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리의 주체가 
드러나게 되어 그 소리가 육체에 부여되고 어디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즉시 박탈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탈어쿠스매틱 음악이라 함은 무대위의 연주하는 
연주자와 소리가 나는 악기 소리의 근원지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쿠스틱 음악(Acoustic music)을 예로 

들 수 있다.[3] 관객은 청각적 경험과 시각적인 경험을 
결합하여 소리의 근원을 소리가 나는 주체에 부여하며 

인지할 수 있게 된다. 

 

2.3. 어쿠스매틱의 특징 

  청각은 시간적 흐름과 동시에 공간적 공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쿠스매틱은 이를 잘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어쿠스매틱의 특징을 피에르 쉐퍼가 

네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어쿠스매틱 청취는 ‘순수 
청취(pure listening)’으로 시각과 청각의 분리를 
의미하며 이는 시각의 도움 없이 사운드만을 듣는 것을 

말한다. 둘째, ‘효과에 대한 청취(listening to effects)’로 
사운드의 형식(sounds form)을 듣게 된다. 셋째, ‘청취의 

다양성(variations in listening)’은 어쿠스매틱 청취를 
사운드 대상물의 새로운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 넷째, '신호의 다양성(variations in the 

signal)은 같은 사운드 이벤트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녹음되어 사운드 이벤트의 각기 다른 버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2-1][5] 

 

2.4. 뉴미디어아트에서의 어쿠스매틱 사운드 

  미디어아트에서의 사운드의 역할은 같이 또는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미디어아트 작품의 뒷받침이 되는 
BGM 형식을 가진 사운드와 사운드가 중심이 되는 

사운드 아트로 나눌 수 있다. 사운드아트는 
시각예술에서 청각적 요소를 더한 예술이며 노이즈, 
침묵과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가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운드 저장매체의 발전으로 테이프, CD, 
MP3등을 사용하여 청취하게 되면서 시공간적 청취의 
자유와 사운드 본질의 현장성을 보장하는 발전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지배적인 감각으로 
자리한 시각에 비해 청각은 여전히 부수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적인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주체가 되는 작품이 있다. 자넷 

카디프(Janet Cardiff)의 사운드 설치 작품 <까마귀의 
살해(The murder of Crows, 2012)>는 시각적인 부분을 
배제한 채 98 개의 스피커를 통해 소리의 3 요소인 

①음량(Volume), ② 음높이(Frequency), 
③음색(Timbre)를 활용하여 사운드를 다양하게 
표현하며 전달한다. 이를 통해 청각적 깊이지각을 

만들어 관객들로 하여금 현장감을 얻게 할 수 있다. 홀 
중앙 빨간테이블 위에 혼모양의 스피커 주위로 다른 
스피커들은 접이식 의자 위 또는 천장에 매달려 있다. 

이는 까마귀 무리를 연상시킨다. 암전이 되어 어두운 
전시장에서 중앙테이블 위 혼 스피커에서만 여성의 
음성이 흘러나오고 이를 둘러 싼 스피커에서는 까마귀의 

울음, 날개짓 등을 표현한 사운드가 재생되는데 여성의 
존재는 목소리만 알 수 있으며 시각적인 부분으로 
여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각적인 부분을 배제한 

채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어쿠스매틱 사운드만으로 
작품은 관객과 내러티브를 생성하며 청각에 집중하게 
한다.[6] 관객은 자유로운 위치 즉, 다른 청점에서 듣게 

되는 사운드로 들리는 소리의 주체를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어쿠스매틱 사운드의 흐름에 따라 
관객은 그 주체를 떠올리며 더 사운드에 몰입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어쿠스매틱의 특징 

네가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3. 순음만을 활용한 어쿠스매틱 사운드아트 제작 

 

3.1. 기획의도 

 최근 제작되는 사운드 아트는 시각과 청각을 함께 
고려하여 제작된 오디오비주얼 작품의 사례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각적인 부분의 부수적으로 
청각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반면 이 
작품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파형에 본질적으로 접근하여 

시각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로지 청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쿠스매틱 사운드 아트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했다. 배음이 있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색의 특징이 없는 순음(Sine wave)만 사용하여 음의 
높낮이와 음의 길이의 변화를 가진 음악을 제시한다. 이 
음악은 어쿠스매틱의 네가지 특징인 순수청취, 효과에 

대한 청취, 청취의 다양성, 신호의 다양성을 잘 드러내는 
어쿠스매틱 사운드 아트로 소리의 원인 즉 시각적인 

부분을 배제한 채로 사운드에 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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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쿠스매틱 음악 제작과정 

  순음(Sine wave)은 사인파로 이루어진 순수한 
소리이므로 완전히 단일한 주파수의 소리이며 음색의 

특징이 없다. 이러한 순음으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음악의 
높낮이(주파수의 변화)와 음의 길이(박자의 변화)로 

음악을 구성하는 것이다. 

 음악은 로직(Logic, 음향 전문 소프트웨어)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순음을 만들기 위해 기본으로 내장된 

Utility 의 Test Oscillator 를 활용했다. 사인파(Sine 
wave)로 설정 후 주파수(frequency)를 이용해 원하는 
음을 만들 수 있다. 음악을 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곡의 템포(Tempo, 빠르기)를 85, 4/4 박자로 
설정해주었다. 그리고 작곡한 멜로디를 주파수로 
변경하여 소프트웨어에 입력해주었다. 악기구성이 없는 

곡이다 보니 멜로디의 변화를 다양하게 하여 단조롭지 

않도록 구성했다.  

 

 

그림 1 <Test Oscillator> 

 

 

그림 2 <Logic 작업창> 

 

 
그림 3 <악보 1페이지> 

 
그림 4 <악보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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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색의 특징이 없는 
순음(Sine wave)만을 사용하여 제작한 어쿠스매틱 

사운드 아트의 제작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작품은 
어쿠스매틱의 이론적 배경을 두고 네 가지 특징에 
부합하는 음악을 제작하였다. 시각과 청각의 분리, 

효과에 대한 청취, 청취의 다양성, 신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운드를 제작하고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파수의 변화와 음의 길이변화를 주고, 곡의 

템포와 박자를 고정하여 형식적인 음악의 형태를 
가지도록 제작했다. 이러한 작품은 시각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청각적인 요소만을 생각하여 

제작한 사운드 아트로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리를 만들어 내는 파형에 본질적 접근을 하여 관객이 
사운드의 원인을 보지 않고 사운드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객이 경험한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을 작품을 
통해 상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운드 아트 제작이 
가능하며, 순음을 활용한 어쿠스매틱 사운드 아트의 

가능성을 재발견 하였고, 향후 순음을 원재료로 다양한 

사운드 아트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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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터넷에 만연한 혐오 표현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 집단의 통합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에 혐오 표현을 필터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경망을 이용한 혐오 표현 자동 

검출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모델 

고도화에 집중했던 기존 연구들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KoBERT 모델을 이용한 혐오 표현을 

분류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중립 클래스 

데이터를 추가함에 따라 모델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제어 

자연어 처리, 분류 모델, 혐오 표현 

1. 서 론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커뮤니티 등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즉각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처럼 사용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은 유해 텍스트의 

생산과 확산을 유발했다. 오늘날 우리는 유해 

텍스트들을 개인 방송, 커뮤니티 게시판, 동영상 

플랫폼, SNS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런 유해 

텍스트는 사회 전반에 갈등과 불쾌감을 퍼뜨리며 

심각한 문제를 빚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혐오표현은 인종, 종교, 성별, 국적, 성적 취향, 

장애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배척하거나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공개 담화를 뜻한다[1]. 이는 부정적 견해를 

확장시켜 일반화함으로써 편견을 사회 전반에 

퍼트린다. 이렇게 강화된 편견은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단순한 욕설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온다. 이처럼 혐오 표현은 사회 구성원들의 

통합을 저해하고 집단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2] 

 
1 corresponding author 

이러한 혐오 표현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모델과 더불어 바르게 정제된 데이터 셋 또한 

요구된다. 특히, 모델이 자칫 데이터 셋에 내포된 

사회적 편견 자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립 단어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학습을 막기 위해 데이터 셋 구축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기존 데이터 셋으로 혐오표현 검출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혐오표현이 아닌 것을 

혐오표현으로 검출하는 위양성의 비율이 높았다. 

모델의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해 혐오 문장에 자주 

들어가는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고 

빈도순으로 나열, 유형을 분석한다. 그 중 중립 

단어만을 추려내 해당 단어들을 포함한 비혐오 

문장을 뉴스, 위키백과, 네이버 view 에서 확보한다. 

약 만개의 비혐오 문장을 중립 클래스(clean)에 

교체 추가한 후 정성 평가를 통해 오검출의 개선을 

보인다. 

2. 관련 연구 

2.1. 유해 텍스트 검출 

유해 텍스트 문제를 위한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동 욕설 검출 및 필터링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한글 자소 정렬[3], 금칙어[4], 형태소 

분석[5] 등의 기법을 통한 다양한 욕설 필터링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rule-

based 방식의 자연어 처리는 문장이 내포한 의미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은유적이고 암시적인 유해 

텍스트를 정확히 찾아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후 다양한 워드 임베딩 방법론과 

딥러닝의 등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문장의 의미를 분석해 인터넷 상의 유해 

텍스트를 식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는데, 일례로 네이버사는 2020 년에 

새로운 악플 탐지 모델 클린봇 2.0 을 선보였다[6]. 

해당 서비스는 현재 네이버의 뉴스, 웹툰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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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으며 댓글에서 유해 텍스트가 감지될 시 

해당 댓글을 가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2.2. 혐오 표현 검출 

유해 텍스트에 속하는 혐오 표현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같은 문장이라도 발화 맥락에 따라 혐오성의 

유무가 달라지고 표 1 과 같이 비속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차별의 의미를 담을 수 있어 판별하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표 1. 혐오 표현과 비속어 포함 유무에 따른 문장 

예시 

문장 예시 혐오 표현 유무 비속어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시끄럽게 구는 듯 
있음 없음 

아 진짜 존나 어이없네 없음 있음 

이에 딥러닝 모델로 한국어 텍스트에서 혐오 

표현을 검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BERT 를 통해 온라인 뉴스 플랫폼의 악성 댓글에서 

사회적 편견과 증오심을 검출해내려는 연구[7]와 

어텐션 기반 다중 채널 CNN 모델을 통해 연예 

뉴스에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8]. 또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인 KoBERT 와 KoBART 의 혐오 표현 분류 

성능을 비교하고 KoBART 로 KoBERT 보다 

향상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이는 연구[9]도 

선행되었다. 유사한 데이터는 가까이, 그 외 

데이터는 멀리 하며 임베딩을 학습하는 방식인 대조 

학습을 통해 한국어 혐오 표현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려는 연구[10]도 있었다. 

3. 데이터 

기존에 구축된 혐오 표현 데이터 셋의 경우 

한정된 커뮤니티 혹은 특정 주제의 뉴스 기사 

댓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주 

사용자층의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해당 집단에서 

선호되는 유행어와 문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만들어진 폭 넓은 유형의 텍스트를 반영하기 위해 

섹션 3.1.~3.3.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개의 데이터 

셋을 취합해 사용했다. 각 데이터 셋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중립(clean) 클래스, 

성 편견(gender) 클래스, 기타 편견(bias) 클래스로 

재 분류하여 사용했다. 중립 클래스는 어떠한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 표현도 포함하지 않는 문장, 

성 클래스는 명시적 · 암묵적으로 특정 성별 혹은 성 

정체성과 관련된 편견이 포함된 문장, 편견 

클래스는 성 이외의 요소에 대한 편견을 포함한 

 
2 Smilegate AI - Korean Unsmile Dataset 

3 Kocohub – Korean HateSpeech Dataset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클래스 별 문장 개수는 표 2 와 같다. 

표 2. 클래스 별 문장 개수 

클래스 중립 성 편견 합계 

문장 수 30,060 15,570 30,679 76,309 

또한 중립(clean), 성 편견(gender), 기타 편견(bias) 

클래스에 속한 문장들의 예시는 표 3 과 같다. 

표 3. 클래스 별 문장 예시 

클래스 문장 예시 

중립 우리랑 다른 걸 그냥 인정하자 

성 맘충 뿐 아니라 계집애들 다 이럼 

편견 개슬람들 그냥 중동에 모여서 살길 

3.1. Korean Unsmile Dataset 

Smilegate AI 에서 공개한 한국어 혐오표현 

데이터 셋2으로 약 18,000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혐오표현과 관련된 여성/가족, 남성, 성소수자, 

인종/국적, 연령, 지역, 종교, 기타혐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사용했다. 여성/가족, 남성, 

성소수자 카테고리를 통합한 3,677 개의 문장을 성 

편견(gender) 카테고리로, 나머지 4,185 개의 

문장을 기타 편견(bias) 카테고리로 분류해 

사용했다. 

3.2. Korean Hate Speech Dataset 

kocohub 에서 공개한 약 9,000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셋3으로 혐오 표현 유무에 대해 성 

관련 편견, 기타 편견, 편견 없음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데이터셋은 연예 기사 댓글 

위주로, 방송인의 실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중 성 관련 편견을 포함한 1,232 개의 

문장만을 성 편견(gender) 카테고리로 사용하였다. 

3.3. 텍스트 윤리검증 데이터 

AI hub 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윤리 검증 데이터 

셋 4 은 약 45 만개의 문장을 제공하며 그 중 

Immoral_None 으로 분류된 비윤리가 아닌 문장은 

약 20 만개, 비윤리 문장은 약 25 만개에 해당한다. 

비윤리 문장은 도덕 유형에 따라 SEXUAL(선정), 

CENSURE(비난), VIOLENCE(폭력), 

ABUSE(욕설), CRIME(범죄), 

DISCRIMINATION(차별) 총 7 가지 종류로 세분화 

되어있다. 이 중 Immoral_None 문장을 Clean 

카테고리, DISCRIMINATE(차별) 문장 중 성 관련 

편견을 담은 문장 10,661 개를 성 편견(gender) 

4 AI Hub – 텍스트 윤리검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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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그 외 26,494 개 문장은 기타 편견(bias)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3.4 데이터 전처리 

위 데이터 셋들을 취합할 때 성 편견 클래스와 

기타 편견 클래스에 동시에 포함되는 문장들이 다수 

존재했다. 따라서 다중 분류 학습을 위해 두 

클래스에 모두 속하는 문장들을 제외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 중 노이즈가 많은 댓글 문장이 

포함되었기에 특수문자, 숫자, 외국어, 한글 자음과 

모음 등을 제거하고 온전한 한국어 글자만 남겨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 

4. 방법론 

4.1 클래스별 키워드 추출 

성 편견 클래스 데이터 셋과 기타 편견 클래스 

데이터 셋에서 명사를 추출한 뒤 빈도순으로 나열해 

상위 70 개를 추출하여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 

하고 각 클래스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단어 유형에 

따라 분류했다. 

먼저 성 편견 클래스의 워드 클라우드 결과는 

그림 1 과 같고, 추출한 키워드를 단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표 4 에 나타냈다. 

 

그림 1. 성 편견 클래스 키워드 시각화 결과 

 

표 4. 성 편견 클래스의 단어 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 단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 

진짜, 그냥, 생각, 사람, 무슨, 

역시, 문제, 자기, 하나, 요즘, 

저런, 때문, 소리, 보고, 수준, 

우리, 나라, 나이, 것, 머리, 말, 

정도, 왜, 어디, 애, 그게, 너, 원래, 

거리 

성  클래스에 

등장하는 중립 

용어 

여자, 남자, 결혼, 페미, 게이, 

한국, 김치, 동성애, 녀, 거지, 

여자애, 놈, 얼굴, 군대, 남편, 

여성, 가슴, 도태, 정신병, 

동성애자, 정신, 능력, 임신, 레즈, 

화장 

혐오성이 짙은 

용어 

한남, 년, 충, 똥꼬, 새끼, 맘충, 좆, 

이기, 싸개, 남충, 개, 보지, 재기, 

자지 

성 편견 클래스에서는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단어, 

성적 대상화가 가능한 신체 부위, 성별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단어, 성적 지향을 나타내는 

단어, 성기 또는 항문을 일컫는 단어와 특정 성별을 

낮춰 부르는 단어 등이 빈번하게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타 편견 클래스의 워드 클라우드 

결과는 그림 2 와 같고 추출한 키워드를 단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표 5 에 나타냈다. 

 

그림 2. 기타 편견 클래스 키워드 시각화 결과 

표 5. 기타 편견 클래스의 단어 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 단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 

사람, 진짜, 그냥, 나라, 생각, 

수준, 무슨, 애, 너, 우리, 얼굴, 

저런, 것, 역시, 주제, 하나, 

머리, 인간, 때문, 자기, 왜, 

요즘, 문제, 정신, 말, 출신, 게, 

부모, 엄마, 우리나라, 뭐, 원래, 

안, 어디, 인생, 정도, 나이, 

소리, 공부, 결혼, 돈, 남아, 

동네, 누가, 보고 

기타 편견 

클래스에 등장하는 

중립 용어 

거지, 전라도, 장애인, 조선족, 

중국, 한국, 냄새, 홍어, 흑인, 

장애, 돼지, 이슬람, 목사, 교회, 

급식 

혐오성이 짙은 

용어 
짱깨, 새끼, 놈, 틀, 개, 똥, 충, 

년, 쓰레기 

기타 편견 클래스에는 인종, 민족, 종교를 칭하는 말, 

국가나 지역의 이름, 사회적 약자를 나타내는 단어, 

특정 연령대를 낮춰 부르는 말, 특정 종교를 낮춰 

부르는 말, 특정 인종을 낮춰 부르는 말, 비하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 등이 빈번하게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4.2 중립 키워드 포함 문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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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추출 결과 분석에 따라 표 6 과 같이 중립 

키워드 목록을 구축했다. 

표 6. 혐오 문장에 포함 가능성이 높은 중립 키워드 

유형 단어 

성별 혹은 

성 역할 
여자, 남자, 엄마, 아빠, 여성, 남성 

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 퀴어, 게이, 레즈 

신체 부위 다리, 엉덩이, 가슴, 얼굴 

종교 
기독교, 개신교, 교회, 천주교, 카톨릭, 

가톨릭, 불교, 이슬람, 힌두 

인종/민족 
동양인, 서양인, 조선족, 외국인, 

무슬림, 흑인, 백인 

지역/국가 
전라도, 경상도, 북한, 중국, 일본, 

동남아, 

기타 장애, 노인, 홍어, 급식 

표 6 의 단어들이 포함된 중립 문장을 위키백과와 

네이버 view 에서 약 천개, 연합 뉴스 데이터 셋에서 

약 8 천개 확보했다. 문장 예시는 표 7 과 같다. 

표 7. 중립 문장 예시 

출처 문장 예시 

위키 백과 

문장 예 
동성애 운동의 전국화는 차별 철폐로 

이어졌다. 

네이버 

View 예 
혹시 전라도 잘 아시는 맘님들 계시면 

말씀 부탁드려요 

연합 뉴스 

데이터 예 
중국 코로나 통계기준 오락가락 

일주일새 차례 바꿔 혼란 

기존 

clean 

데이터 예 

뭐 이제는 남이라 생각하니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 

위와 같은 중립 문장을 총 9,218 개 얻었다. 

5. 실험 및 결과

5.1 이용 모델 

 사전 학습(Pre-trained) 언어 모델이란 일반 

도메인의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학습한 

모델로, 일반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fine-tuning)을 거친 뒤 활용한다. 사전 

학습 언어 모델 중 구글이 공개한 자연어 처리 모델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BERT)[11]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영어 문장으로 사전학습된 BERT 는 

한국어를 다루는 작업에는 부적절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SKTBrain 이 공개한 KoBERT[12]를 

사용하여 다중 분류 실험을 진행하였다. 

KoBERT 는 BERT 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약 

5 백만개의 한국어 위키 텍스트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이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셋의 크기를 

고려해 KoBERT-base 를 사용하였다. 

5.2. 실험 셋팅 

분류 실험을 위하여 batch_size 는 64, max_len 는 

64, 학습률은 1e-5, optimizer 은 AdamW 를 

사용했다. 검증,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5 천개, 

1 만개로 분할하여 사용하였고, 5 epoch 으로 

실험했다. 

5.3. 분류 실험 결과 

실험 결과 다중 분류에서 결과 정확도 0.8571 을 

달성했다. 그러나 부정적 맥락에 자주 등장하는 

중립 용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경우 문장에 혐오 

표현이 없음에도 위양성으로 오검출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4.2 에서 얻은 중립 

문장들을 기존의 중립(clean) 클래스에 추가한 뒤 

동일 조건에서 재실험했다. 이 때 추가할 중립 

문장의 수만큼 기존 clean 데이터를 지워 클래스 별 

데이터 수를 유지한 채 두 번째 모델을 학습했고 

기존 데이터를 지우지 않은 채 총 85,527 개의 

문장으로 세 번째 모델을 학습했다. 

 표 8. 정량 평가 결과 

데이터 셋 정확도 

기존 데이터 0.8571 

중립 문장을 교체하여 데이터 개수 유지 0.8796 

중립 문장을 추가하여 데이터 증강 0.9396

각각 다른 중립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로 실험한 

결과 표 8 과 같이 중립(clean) 데이터를 교체 및 

추가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델의 정확도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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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정성 평가 결과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중립 문장들로 정성 평가한 

결과 표 9 와 같이 오검출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및 향후 보완점 

기존 혐오 표현 검출 작업에서는 모델의 고도화를 

통한 분류 성능 향상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수정 대신 데이터 셋의 정제를 

통해 분류 작업의 성능 개선을 보였다. 전처리와 

중복 라벨 데이터 제거로 정제한 일반 문장, 즉 혐오 

표현이 없는 문장을 추가하여 오검출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혐오 표현에 자주 등장하는 중립 

단어를 중립 (clean) 데이터 셋에 포함해줌으로서 

단어 자체의 중요도를 희석시키는 작업의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모델이 

중립 단어에 대한 편견을 학습하지 않도록 적절한 

중립 문장을 추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번 실험에서는 성 클래스와 편견 클래스 두 

종류만 구분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편견 클래스의 

분야 별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여 더 세분화 된 

카테고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유해 

텍스트는 단순 욕설이 포함된 문장부터, 욕설은 

없지만 의미 자체로 비방,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혐오 표현과 더불어 

다른 유해 텍스트 분류 작업에서도 중립 데이터의 

보충이 성능 개선 효과가 있는지 등의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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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지털 헬스 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 치료 모바일 앱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우울증 정도에 따른 
앱 로그 활동 패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증가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마음건강” 모바일 앱의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울증 정도에 따른 앱 사용 
패턴을 알아보았다. 총 351 명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20 대에서 30 대 사이의 서울시 거주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우울증 그룹별(심각, 보통, 
가벼움)로 사용 패턴에 대한 유의미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앱을 통한 우울증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울증 
그룹별로 사용 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추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모바일 헬스 케어, 우울증, 정신건강 

1. 서 론 

현재 국내 우울증 2021 년 환자수는 93 만 
3,481 명으로 2017 년 대비 35.1% 증가하였다[1]. 약 
30~50% 우울증 환자는 일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살, 자해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울증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또는 심리센터 방문을 하며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변의 지원이 필요하다.  

2022 년 한국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은 97%이다[2]. 

나아가, 스마트폰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는 
37.8%이며, 이 중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사람의 비율은 64.6%, 두 개를 다운받은 사용자는 

24.6%[3]이란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모바일 헬스 케어 
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헬스 케어 앱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4], 임상적 연구에서는 우울증 
치료 앱을 통해 우울증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PHQ-
9 점수가 일주일 동안 평균 0.7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9].  

기존 연구[9][10][11]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우울증이 
완화되었던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울증의 

정도에 따른 모바일 앱 사용 로그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울증의 정도에 따른 로그의 

패턴을 파악한다면 임상, 의료 전문가들에게 추가적인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한 우울증 진단 수행이나 우울증 
단계 별 증상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앱 사용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울증 환자들의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모바일 앱인 “마음건강”으로부터 

수집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마음건강앱은 
CESD-10-D 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우울증 정도를 세 
가지(심각, 보통, 가벼움) 단계로 나누었으며, 각 

단계별로 우울증을 완화시켜줄 세 가지 활동자원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총 351 명을 대상으로 42 일 
동안 수행된 마음건강앱 사용 로그를 통해서 세 가지 

우울증 정도에 따라서 콘텐츠 사용 로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울증이 
감소하였던 사용자들의 앱 사용 로그의 패턴을 

파악하고, 우울증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의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앱 콘텐츠 구성 

마음건강앱에 처음 접속하게 되면 앱에 대해서 소개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우울증 정도를 평가하는 

CESD-10-D[5]를 시행한다. 해당 점수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심각, 보통, 가벼움 세 단계의 우울증 중 
하나로 분류된다. 사용자는 마음건강앱 chatbot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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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우울증 진단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CESD-10-
D 진단을 완료한 사용자는 우울증 임상적 치료에 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개발된 세 가지 활동자원(블루를 
찾아서 <그림 1>, 디지털 만다라 <그림 2>, 근심타파 
<그림 3>)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매일 본인의 감정 

상태를 1(부정)부터 7(긍정)까지 기록할 수 있는 
감정일기<그림 4>를 지원하며, 세 가지 활동자원을 
완료한 이후에 본인의 감정상태에 대해 기록할 수 있다. 

2 주 간의 활동이 끝나면 사용자는 CESD-10-D 를 
다시 수행하여 새로운 세 단계의 심각, 보통, 가벼움 
우울증 그룹을 부여 받고, 활동자원을 계속해서 

이용하게 된다. 2 주 간격으로 진단을 수행하며 
우울증이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근심타파 실행 화면 

 

 

 

 

 

 

그림 2 블루를 찾아서 실행 화면 

 

그림 3 디지털 만다라 실행 화면 

 

그림 4 감정일기 실행 화면 

2.2 CESD-10-D 

마음건강 앱은 CESD-10-D 를 기준으로 우울증을 
측정한다. CESD-10-D 는 우울증 측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도구로[5], 100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우울증 심각, 50점 이상은 우울증 보통, 

나머지는 우울증 가벼움으로 나뉜다. 

2.3 Chatbot - GAD-7, ISI-K, PHQ9 

Chatbot 에서는 추가 우울증 평가 지표인 GAD-7, 
ISI-K, PHQ9 GAD-7 가 사용된다. GAD-7 은 
불안장애 평가 도구이며 민감도 89%와 특이도 

82%로써 불안 진단에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ISI-K 는 Insomnia Severity 
Index 의 한국어 버전이다. 불면증 평가 도구이며 

민감도 92%와 특이도 82%로써 불면증 진단에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7]. PHQ-9 은 정신 
질환에 대한 진단도구로서 기존 우울증 선별 도구보다 

문항수가 적고 검사시간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며, 
민감도 78%와 특이도 85%로써 우울증 진단에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6][5]. 해당 자원들은 

모두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  활동자원-1: 블루를 찾아서 

블루를 찾아서는 인지조절능력과 자유연상력, 

회피반응성에 대해 평가하는 도구이다. 방해 정보를 
억제하는 인지 조절 능력을 측정하는 콘텐츠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회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콘텐츠와, 정서적인 단어를 제시하였을 때 
연상되는 단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울감을 측정하는 
콘텐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콘텐츠를 실행한 후 

최종 점수만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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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활동자원-2: 근심타파 

근심타파는 근력 향상 콘텐츠로, 이를 실행하면 

사용자가 걷거나 뛰고 싶은 배경을 선택한다.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자에게 향하도록 하면 선택한 
배경에 사용자의 모습이 합성이 된다. 걷거나 뛰는 

동작을 하면 앱은 이를 인식하여 수행률을 측정한다. 

2.6  활동자원-3: 디지털 만다라 

디지털 만다라는 만다라에 원하는 색을 채워 넣는 

콘텐츠이다. 콘텐츠를 실행하면 사용자가 색칠하고 
싶은 만다라 문양을 선택하고 원하는 색으로 만다라에 
색을 입힌다. 완성 후 만다라와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하고, 완성된 그림에 대한 제목과 설명을 기입할 수 

있다. 

2.7 감정일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본인의 감정을 기록하며, 활동 
자원들을 수행한 이후에도 감정을 기록할 수 있다. 심한 

우울감부터 자신감 과다까지 감정이 7 단계로 존재한다. 

2.8 데이터셋 

우울증을 앓고 있는 351 명의 20 대부터 30 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집이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2022년 9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록된 로그를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를 제시한다. 

3. 연구결과 

3.1 데이터 특성 

총 351명 중, 우울증 심각 사용자의 수는 91명, 보통 

사용자수는 103 명, 가벼움 사용자 수는 157 명으로 
집계되었다. 2주 이상 앱을 사용하여 진단 자원을 2번 
이상 시행한 122 명의 사용자를 고려하였을 때, 

우울증이 감소하였던 사용자는 38 명, 우울증이 증가 
또는 변화가 없었던 사용자는 84 명이다. 우울증이 
심각한 사용자의 경우 CESD-10-D 점수 평균은 

88점이며 우울증이 보통인 사용자의 경우 점수 평균은 
60 점, 우울증이 가벼움 사용자의 점수 평균은 

23점이였다. 

3.2 CHATBOT 

    3.2.1 GAD-7 

우울증이 심각한 사용자의 경우 GAD7의 점수 평균은 

14 점, 보통의 사용자의 경우 점수 평균은 10 점, 
가벼움 사용자의 경우 점수 평균은 6점으로 나타났다. 
ANOVA 분석을 진행해보았을 때, F(2,158) = 

44.85로 나타났으며 각 우울증 그룹과 GAD7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3.2.2 PHQ9 

우울증이 심각한 사용자의 경우 PHQ9의 점수 평균은 

16점, 보통 사용자의 경우 점수 평균은 12점, 가벼움 
사용자의 경우 점수 평균은 6 점으로 나타났다. 
ANOVA 분석을 진행해보았을 때, F(2,320) = 

74.47로 나타났으며 각 우울증 그룹과 PHQ9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3.2.3 ISI-k 

우울증이 심각한 사용자의 경우 ISI-k의 점수 평균은 
17점, 보통 사용자의 경우 점수 평균은 12점, 가벼움 
사용자의 경우 점수 평균은 6 점으로 나타났다. 

ANOVA 분석을 진행해보았을 때, F(2,116) = 
9.06이며 가벼움과 심각그룹 사이와, 보통과 심각그룹 
사이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p<0.05)., 보통과 

가벼움 사이에는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알 수 

있었다. 

즉, chatbot을 통해 측정한 세 가지 우울증 평가 지표 

결과는 CESD-10-D 결과 기반으로 나누어진 우울증 
그룹 특성과 일치하며, 참여자들은 chatbot 에서 우울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블루를 찾아서 

우울증이 심각한 사용자의 경우 블루를 찾아서 총점 
평균은 46점, 보통 사용자의 경우 총점 평균은 44점, 

가벼움 사용자의 경우 점수 평균은 25점으로 우울증이 
가벼움 팀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ANOVA 분석 결과,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F(2,135) = 6.49 (p<0.05), tukey 
사후 검정(posthoc analysis)을 통해서 가벼움과 심각 
그룹 사이(p<0.05)와, 가벼움과 보통 사이(p<0.0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가벼움 
그룹이 인지 조절 능력과 사회평가에 대한 민감성, 회피 

반응성에서 타 그룹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3.4 근심타파 

근심타파의 경우 보통과 가벼움 그룹에만 제공하는 
활동 자원이다. 우리는 진행률과 수행 시간에 대해 t-

test 분석을 진행하였다. 진행률의 경우 우울증 그룹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68)=-2.88, p<0.05). 
자원 이용 시간의 경우, 그룹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68)=2.78, p<0.05). 

근심타파의 경우 보통의 그룹이 가벼움 그룹보다 
수행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우울증 보통 

그룹이 증상 완화를 위해 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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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지털 만다라 

디지털 만다라에서는 우울증이 심각한 그룹의 경우 

몰입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여 각 그림에 대한 
완성도와 수행 시간에 대해서 그룹 간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만다라는 우울증의 심각성을 구분하기에 변별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만다라의 문양의 복잡성을 

더욱 다양하게 하여 콘텐츠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3.6 감정일기 분석 

세 가지 각 활동 자원을 사용한 이후 몇 번 감정을 많이 
선택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각 활동자원 사용 후 선택한 
감정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2,104)=4.42, p<0.05). 블루를 찾아서 실행 
이후 기록한 평균 감정은 3.3 점이며, 근심타파 이후 
기록한 평균 감정은 3.8 점이고, 디지털 만다라 이후 

기록한 평균 감정은 3.1점이다. Tukey 사후 검정 결과, 
근심타파와 디지털 만다라의 경우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활동 자원 이후 기록한 

평균 감정이 근심타파가 가장 긍정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울 단계에 따라서 활동 자원의 활용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활동 자원 사용 전 후 감정 일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았으며 블루를 찾아서의 경우 활동 이후 
0.2점 정도 우울한 감정이 증가하였으며, 근심타파와 

디지털 만다라는 각각 -0.35, -0.13 우울이 감소하였다. 
블루를 찾아서의 경우 콘텐츠가 다소 어려워 우울함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하며 콘텐츠의 난이도에 따라서 

심각 그룹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콘텐츠 

난이도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각 활동자원과 진단자원의 로그 기록이 
우울증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 측정하였다. 총 앱 

사용자는 351 명으로 집계가 되지만 2 주 이상 앱을 
사용한 사용자는 122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보다 
검증된 분석 결과를 위해서는 앱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앱이 초기 버전임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34.6%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 우울증 그룹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로그 기록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우울증이 감소한 사용자는 어떠한 패턴을 

가지며 앱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울증이 

감소한 사용자의 패턴을 파악하게 된다면, 우울증 
환자의 우울을 감소해줄 수 있는 컨텐츠 추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울증 환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우울증을 감소시킬 
방안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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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성장의 방안으로  현 인의 

에서 발 한 오 이에시스적 구조에 주목한 

미디어아트 작품 <오 - 이에시스의 > 에 해 

논한다. 1970 년 생물학자인 움베르트 마 라나에 

의해 등장한 오 이에시스 개념은 생물체의 자기 

생 성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본 작품은 이러한 

관점을 현 인의 의 방식에 적용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자기구성요소로부터 체계를 재생 하고 

자기 제와 자신의 고유한 역동성으로부터 체계 

유지하는 자율성을 성장의 알레고리로  

해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러한 해석과 접근은 

작품에서 디지  공간의 가상 생물과 실제 공간의 

기계장치가 가진 키  한 시스템의 연결구조를 

통해 시각화 된다. 

주제어 

미디어아트, 성장, 오 이에시스, 디지 생물, 

트 크예술, 인공생명, 키 아트 

1. 서 론 

저성장시 가 도래하며 사 , 경제의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실 적 요소들에 해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하나의 안으로 

성장 개념이 등장하고, 성장지상주의의 

안으로  자율성과 균형  을 강조하는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  배경 안에서 개개인의 실 적 행위, 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진 오 이에시스적 구조를 

발 하고 이를 성장적 방안으로 바라본 <오 -

이에시스의 >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제안한다. 

작품은 디지  공간의 가상 생물과 실제 공간의 

기계장치가 가진 키  한 시스템을 연결하는 

구조를 는다. 이 역시 ‘오 이에시스’ 구조를 

참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연결하는 

배경서사에 성장 사 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현 인의 모습을 여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품이 차용한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또한 예술에서 인공생물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작품 구현 과정에서 고 한 

지점들을 서술한다. 이후 작품 기  의도와 제작 

프로세스에 관해 설명하며 미디어 아트로  작품이 

는 의의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살 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성장의 자율성 

작품은 오  성장지상주의로부터의 전환에 

공감하고 이에 한 성장 전 에 주목한다. 

성장에 한 논의는 “성장의 한계나, 자율성의 

확장, 재 정치화 과정, 자본주의 지양, 시스템 

전환의 실  등 다양한 을 지니고”[1] 있다. 

이때 자율성(autonomy)은 부분의 성장 논의 

전개에서 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성장의 논리는 우리가 스스로 필요와 

구를 결정할 권한을 박 ” [2] 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 문제는 

임없는 확장과 소비를 요하는 성장사 에 

안으로  성장 논의와 주요하게 연관을 는다. 

성장을 처음 사용한 드레 고르의 자율성에 한 

언급부터, 이반 일리치의 자유, “스스로에게 법과 

규 을 독립적이고 의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자율성”[3]을 이야기 한 카스 리아디스의 자율성 

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상가마다 그 

의미는 조 씩 다르지만, 자율성  또는 확보를 

통한 제한된 규모의 체계. 자기충 적 활동, 외부 

강제로부터 해방된 을 지향한다. 작품은 이러한 

지향점을 기반에 두고 개개인의 실 적 행위, 을 

구성하는 방식이 가진 오 이에시스적 구조를 

자율성의 실  방식으로 바라본다. 

2.2  오 이에시스 (Autopoiesis)적 해석 

오 이에시스(Autopoiesis)는 1970 년 생물학자 

움베르  마루라나와 바 라 의해 등장한 이론이다. 

이는 살아있는 세 들의 생화학적 자기 유지 방식을 

나타  용어로 생물체에서 나타나는 자기생 의 

자율성을 설명한다. 이는 이후 “사이버 스 

이론의 발전 속에서 시스템이론, 인지과학 이론 

등과 상호 연관을 으며”[4] “세 나 , 면역 

체계 등의 유기적 체계화 마 가지로 심리적 체계와 

사 적 체계들 역시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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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성함으로  자기 생 적 (autopoietic) 

이다[5]”라고 분석하였다. 작품은 이러한 

‘오 이에시스적’ 특 을 오  현 인의 

에서 나타나는 자기조 적이고 자기순환적인 

태도에 적용하고 성장 논의와 연결지어 주목한다. 

2.3 인공생명과 인공생명예술 

오 의 미디어아트에서 과학기술은 작품의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아  사  인문학적 반향과 

함께  개념적 주제로 다 진다. 실제 인공생명 

연구의 목적과 론 역시 “많은 미디어 

아티스트들로 하여  이들 발전의 경향들을 

스트휴 적 시각에서 다루는 계기로 

작용한다.”[6] 본 작품의 디지  생물과 이를 

유지하는 물리적 장치 환경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기 하는 과정에서도 인공생명예술의 특 을 

선행적으로 연구하고, 작품의 배경 서사와 구조에 

개념적, 상 적 요소로  여내고자 하였다. 

인공 생명 예술은 자율성 및 발성을 지  '생명' 

또는 '유사생명(life-like)’을 디지  이미지로 

시뮬레이션하여 보여주거나, 조각이나 로  등의 

하드 어 또는 물질적 실체에 자율성의 근간이 되는 

' 발행동'이 나타나도록 한다. [7]  

이러한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 진 작품 사 로는  

심스(Karl Sims)의 <Galápagos> 1977 와 

소 러와 미느 (Christa sommerer & Laurent 

mignonneau)의 <interactive plant growing> 

1992 등이 있다. 두 작품은 미  화이트 (Mitchell 

Whitelaw)의 구분에서 “컴퓨터 안에서 배양되는 

‘번식자(Breeders)’의 특 과 컴퓨터와 외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사이버 자연 

(Cybernatures)’의 특 ” [8]을 는다. 

 심스의 <Galápagos>는 12 개의 컴퓨터 

모니터에 각각 유전 알고리  (Genetic 

algorithm)에 따라 무작위로 출된 인공생명체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때 관람자의 선택에 의해 

개체(인공생명)는 살아남아 진화해 나가거나 

소 한다. 관람자는 정보의 공급자가 되고, 

컴퓨터는 제공된 정보를 바 으로 성장과 번식 등 

진화 과정 전체를 조율한다. 이러한 구조는 

소 러와 미느 의 <interactive plant growing> 

에서도 아볼 수 있다. 해당 작업에서는 전시 

공간에 실제 화분이 여있고 관 이 화분을 만지면 

앞의 스크린 화면 속 가상식물들이 자 다. 이때 

관 이 어떤 부분을 어떤 강도로 접 하느 에 따라 

식물의 변화에 차이가 생 다. 이러한 과정의 

반 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다. “관 은 

이러한 진화가 시뮬레이션 되는 과정을 자연 선택의 

주체로서 지 보게 된다.”[9]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최소한의 규 에서 무수히 

한 미시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살아있는 듯한 행동이 나타나는 자율성과 발성의 

특성은 인공생물예술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본 작품에서도 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현재는 관 이 물리적 장치에 

의한 디지  생물의 변화를 관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지점에서 확장 가능성을 발 할 수 있게 한다. 

3. 작품 <오 - 이에시스의 > 

3.1 기 의도 

경제침체, 인구 빈 , 불평등의 심화, 자원고 , 

기후변화와 같은 위기의 시 에 도래한 지  

현세 의 특 적인 태세에서 그 안을 아본다. 

이들은 외부 사 의 요구나 강요, 의존 보다 

스스로에 한 관 , 가치판단, 자기만 을 

이 나가며 스스로의 지속 가능한 을 도모한다. 

이전의 성장, 발전과 같은 일화된 가치 추구가 

아  의 진지한 경험 내지는 감각의 이완 작용을 

일으키는 각자의 실 적 행동을 중시하는 태도로의 

전환된 방식이다. 작품은 이러한 지점에 주목한다. 

더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 환경을 

색하고 조성하는 실 들이 새로운 사 로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  인공생물과 물리적 장치 

작품은 배경서사를 마련하여 에서 살아가는 

인공생물 ‘D-타디그레이드(D-Tardigrade)’와 

이를 양육하는 기계장치 ‘D-타디그레이드 

양육실험장치’라는 상황을 가정한다.  

‘D-타디그레이드’라는 생물과 그것을 양육하기 

위한 실험장치는 각각 또는 하나의 체계로 

자율적이고 자기생성적 구조를 는다. 이러한 

구조는 오  성장/발전과 같은 일화된 가치 

추구보다 개개인마다의 실 적 행위로 을 

구성하는 방식을 상 한다. ‘D-타디그레이드’를 

중심으로 지는 서사와 장치안에 시각화한 

실마리들을 통해 자신만의 속도와  그리고 

방향을 되 는 현세 의 특 적인 태세를 

은유적으로 아내고자 하였다. 

 

그림 1 <오 - 이에시스의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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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타디그레이드 양육실험장치> 2022, 

합재 , 가변크기 

 

그림 3 <D-타디그레이드의 방> 2022, 프로그래 , 

사운드, 러 

3.3 시스템 구현 

<오 - 이에시스의 >은 가상 생물이 업로드 된 

디지  환경(D-타디그레이드의 방)과 물리적인 

장치(D-타디그레이드 양육장치)가 여 진 

환경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두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연동 되어있다. 

Houdini 를 통해 제작한 3d 애미 이션 

(가상생물)을 GitHub 로 제작한 서버에 

업로드한다.  공간은 java 와 html 로 

구현하였으며, 특정키에 을 주어 입력되었을 때 

저장되어 있  애니 이션이 불러와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키를 입력하는 것은 물리적인 

외부 장치에서 이 진다. 이 장치는 마 머신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 이 굴러 내려  수 있는 

레일들이 이어지고 끝부분에 모터에 린 원판이 

전하면서 아래로 내려온 구 을 다시 레일의 

출발 지점으로 올려 는다. 이 게 구 은 장치 

안에서 순환하며, 이때 레일 위에 설치된 푸  

버 을 누르며 지나간다. 푸  버 은 

아두이노(Arduino)와 연결되어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고 앞서 설정된 키의 역할을 하여 입력신호를 

전 한다. 동시에 장치 자체에 린 모터들을 

가동하여 장치가 계속해서 순환하고 움직이는 

형상을 만들어 다. 동시에 실제 전시공간에서  

화면을 스트리 하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키  

한 장치와의 인터 션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그림 4 <오 - 이에시스의 > 름도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 인의 에서 발 한 

오 이에시스적 특성을 시각화한 <오 -

이에시스의 > 미디어아트 작품의 배경과 

제작과정을 설명하였다. 작품은 현 인의 의 

방식에서 발 한 오 이에시스적 구조를 일종의 

성장 알레고리로  바라보고 주목한다. 이를 위해 

가상의 인공생물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허구 서사를 마련하고 시각화 하였다. 장치와 

인공생물은 개별적으로 또는 하나의 체계로 

오 이에시스적 일 수 있도록 그 구조가 

설계되었고 이는 사 적 을 매체와 연동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는다. 현재에는 

성장의 논의를 작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오 이에시스적 해석을 미디어아트로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를 통해 작품이 주목하는 

의 방식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작품의 

구성 요소 간의 좀 더 상호침 적인 서사나 구조를 

설계하는 등 향후 확장할 수 있는 지점들을 발 할 

수 있었다. 나아가 성장 논의가 작품으로 

표현되는 사 로  확장된 작품 형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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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셜 로봇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자리매김하기 위해
서는 소셜 로봇의 기술적 구현과 소셜 로봇을 바라보
는 인간의 심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소셜 로봇의 외형 디자인에 대해 소비자가 느
끼는 감성에 기반하여 잠재적인 소셜 로봇 군집을 도
출하고, 각 군집이 갖는 중요한 디자인적 특징 및 감

성 차이를 식별 및 비교하고자 하였다. 소셜 로봇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감성을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한 
소셜 로봇 감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감성공학적 

접근방법인 의미분별 척도법에 기반해 소셜 로봇 디
자인 감성을 평가하였다. 감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
차원 척도법과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30개

의 소셜 로봇을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군
집 별 디자인 요소의 특징을 확인하고, 소비자 감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군집 별로 도출된 디자인적 특징 

및 감성 차이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성공
적인 소셜 로봇 디자인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언하였다. 

 

KEYWORD 

소셜 로봇, 소셜 로봇 외형, 감성공학,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1. INTRODUCTION 

소셜 로봇은 인간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개인
에게 맞춤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이다[1].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

지능(AI) 등 소셜 로봇 근간을 이루는 첨단 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소셜 로봇 확산에 대한 대중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소셜 로봇이 우리 사회와 삶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에 소셜 로봇을 바라보는 관
점은 기계 중심적 접근(Machine-centered 

approach)이 주를 이루었다. 기계 중심적 접근 하에
서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기술에 대
한 성능 우위를 강조하는데 주력한다. 이러한 관점은 

소비자가 가진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필요

한 기능과 제품을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소셜 로봇이 인간의 삶에 잘 수용되기 위해서는 제

조자와 연구자들이 인간 중심적이고 감정적인 설계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다
[2][3].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많은 제품들

은 인간 중심적 관점 및 접근 하에 개발되어 왔다
[4][5]. 인간 중심적 접근(Human-centered 
approach)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

는 데 주목하는 관점으로, 소비자 친화적이고 직관적
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여
러 분야의 융합적 연구이다[5][6]. 인간 중심적 접근

과 밀접한 분야로 Human Factor, 감성 공학(Kansei 

Engineering) 등이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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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간 중심적 접근의 한 분야인 감성 
공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소셜 로봇 외형에 대한 소비

자 감성을 식별하고자 한다. 소비자 및 사용자 감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추론, 평가,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소비자의 태도와 제품의 성능 

추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8]. 인간이 일상 생활에
서 소셜 로봇을 수용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소셜 로
봇의 기술적 구현과 심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소셜 로봇의 외형에 대해 소비자/
사용자가 느끼는 감성은 소셜 로봇-인간 상호작용에
서 소셜 로봇에 대한 개인의 인지와 기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소셜 로봇의 외형 디자인에 따라 소비자
가 느끼는 감성을 이해하고, 소비자 감성에 기반하여 

유사한 성격을 갖는 소셜 로봇의 클러스터들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도출한 소셜 로봇 
클러스터 각각의 중요한 특징을 확인하고 클러스터 

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미구별 척도법
을 활용하여 소셜 로봇의 외형에 대한 소비자 감성을 

측정할 것이다. 서로 다른 외형 디자인을 가진 소셜 
로봇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감성을 감성어휘
(Kansei words)를 통해 측정하고, 측정된 소비자 감

성을 요인 분석하여 주요 소비자 감성요인을 도출할 
것이다. 도출한 주요 소비자 감성요인을 토대로 다차
원 척도법(MDS)과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소셜 

로봇을 군집화(Clustering)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소셜 로봇 군집의 특징을 파악하고, 소비자 감성에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할 것이다. 

 

2. METHOD 

2.1 Measurements 

소셜 로봇의 외형 디자인에 따른 소비자 감성을 평
가하기 위해, ABOT Database[9]에서 서로 다른 디자

인을 가진 로봇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ABOT 
Database는 로봇 디자인 관련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
기 위해 실제 상용화된 로봇 및 전시용, 연구 목적으

로 개발된 로봇 등 250여개 로봇에 대한 제품명, 이
미지, 인간 유사성 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 세트이다. ABOT Database에 포함된 로봇 중 

총 45개 로봇에 대한 기본정보 및 사진을 수집하였으
며, 수집된 로봇의 디자인을 18개의 물리적 구성요소
(e.g. 팔, 머리, 다리, 눈썹 등) 유무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후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4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인간과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험에 사용될 30개의 로봇을 선정하였

다(Figure 1). 

 

Figure 1. Social robot image for research 

다음으로 소비자가 소셜 로봇 외형 디자인을 보고 
느끼는 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
다. 감성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1) 소셜 로봇 

디자인 감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 및 문헌, 2) 소셜 로
봇 제품 관련 SNS 및 제품 리뷰로부터 도출한 키워드, 
3) 소셜 로봇 디자인에 대한 정성 인터뷰 3개 채널을 

통해 감성어휘를 수집 및 통합하였다(Table 1). 이후 
소셜 로봇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와 함께 수집한 감성
어휘의 중요도를 판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1 개의 

감성어휘를 선별하여 소셜로봇 감성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였다(Table 2). 구축된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30개 로봇에 대한 소비자 감성을 측정하였다. 

 

Table 1. Kansei words of Social robot 

연구(년도) 감성어휘 

[10] 

Scopelliti et 

al. (2005) 

Interesting, lively, amusing, dynamic, 

stimulating, pleasant, useful, relaxing, 

worrying, scary, depressing, dangerous, out of 

control, embarrassing, overwhelming 

[11] 

Hwang et al. 

(2013) 

Sociable, outgoing, confident, friendly, nice, 

pleasant, helpful, hardworking, emotionally 

stable, adjusted, intelligent, imaginative, 

flexible 

[12] 

Osawa and 

Imai  

(2010) 

Formal-informal, Flexible-inflexible, New-

old, Gentle- horrible, Interesting-

uninteresting, Hot-cold Intimate-not intimate, 

Pleasant-unpleasant, Lively- gloomy, Wise-

foolish, Showy-plain, Fast-slow Unselfish-

selfish, Simple-complex, Understandable-

difficult to understand, Strong-weak, Queer-

cool 

[13] 

Barbara et al. 

(2017) 

Friendly-unfriendly, functional-human, 

strong-weak, active-passive, cautious-

incautious, soft-wild, honest-dishonest, lazy-

hardworking, untrustworthy-trustworthy, 

aggressive-gentle, cunning-sincere, nice-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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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ish-selfless, likable-unlikable, stupid-

intelligent, reliable-unreliable, feminine-

mascline, alive-dead, certain-uncertain, 

extroverted-introverted, peaceful-

quarrelsome, incompetent-competent, happy-

sad, determining-reserved, reckless-helpful, 

rational-emotional, sensitive-cool, inferior-

superior,  

 

Table 2. Kansei words of Social robot for research 

최종 선정한 감성어휘 쌍 

classic(Traditional)-modern(High-Tech), inflexible(rigid)–

flexible, conservative–progressive, Stupid–Smart, 

disconnected–connected, crude-elaborate(delicate), inorganic–

Organic, unfriendly–friendly, Unnatural–Natural, 

common(nonspecific)-Unique(specific), stereotypical–

unprecedented, open-closed, common(popular)-

uncommon(unpopular), monotonous–varied, simple-

complicated(complex), Static–Dynamic, Inactive(Passive)-

Active(Dynamic), introverted-extroverted, feminine–masculine, 

weak–strong, warm-cold 

 

2.2 Procedure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내 유명 조사회사의 
20~40대 온라인 패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실험에 사용된 30개 로봇 
Pool 내에서 무작위로 3개의 로봇이 할당되었다. 참
가자들은 21개의 감성어휘로 구성된 의미구별 척도

로 할당 받은 소셜 로봇의 외형에 대해 느낀 감성을 
평가하였다. 감성어휘의 각 항목은 양극성 7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한 사람당 설문은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2.3 Participants 

총 520명의 참가자가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설

문을 마지막까지 완료하지 않거나 불성실 응답한 참
가자를 제외한 465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155명(33.99%), 

30 대 154 명(33.77%), 40 대 156 명(34.21%)이며, 
성별 분포는 남성 230 명(52.63%), 여성 235 명

(51.53%)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2.4 Factor analysis for social robot affective 

design 

수집된 소셜 로봇 외형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감성

으로부터 주요한 감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21개의 
감성어휘를 대상으로 베리맥스 회전을 적용한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모형에 대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p<0.001), 요인분석 결과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Kaiser-Meyer-Olkin(KMO) 값은 0.903로 요인 분

석이 적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고유값(Eigenvalue) 
1을 기준으로 총 5개의 감성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도
출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7.2%을 설명함을 확인하

였다. 도출한 주요 소비자 감성요인을 각각 ‘High-
Tech’, ‘Animacy’, ‘Unique’, ‘Kinesthesia’, ‘Strong’

로 명명하였다(Table 3). 

 

Table 3. Factor analysis of Kansei words 

Variable 
Factor 
loading 

Cronbach's a 

Factor 1 

(High-Tech) 

stupid-smart 0.789 

0.877 

inflexible-flexible 0.717 

conservative-progressive 0.696 

closed-open 0.669 

disconnected-connected 0.664 

classic-modern 0.597 

Factor 2 
(Animacy) 

unnatural-natural 0.827 

0.839 
inorganic-organic 0.759 
unfriendly-friendly 0.741 

crude-delicate 0.704 

Factor 3 

(Unique) 

nonspecific-specific 0.785 

0.780 

stereotypical-unprecedented 0.769 

monotonous-varied 0.605 

simple-complex 0.555 

common-uncommon 0.535 

Factor 4 

(Kinesthesia) 

static-dynamic 0.734 

0.814 passive-active 0.729 
introverted-extroverted 0.623 

Factor 5 

(Strong) 

weak-strong 0.745 

0.646 feminine-masculine 0.734 
warm-cold 0.673 

2.5 Analysis 

먼저, 실험에 사용된 30개 로봇에 대하여 5개 감성
요인 각각의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요인점
수를 통해 MDS 좌표값을 도출하여 각 로봇을 2차원 

상의 공간에 배치하였다. 배치한 로봇들을 좌표값을 
바탕으로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3. RESULT 

3.1 전체적인 소셜 로봇의 외형에 대한 주요 소비

자 감성 평가 

실험에 사용된 30개의 소셜 로봇 외형에 대한 전반

적인 소비자 감성 평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별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평균적으로 ‘High-tech’ 감성요인이 가장 높았으

며, 이어서 ‘Kinesthesia’ 감성요인과 ‘Animacy’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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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주요 소비자 감성요인

은 ‘Unique’ 감성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on by Consumer Kansei 

Factor Min Max Mean SD 

Factor 1 

(High-Tech) 
3.683 5.161 4.387 0.359 

Factor 2 

(Animacy) 
2.850 5.742 3.961 0.635 

Factor 3 

(Unique) 
2.967 4.525 3.649 0.370 

Factor 4 

(Kinesthesia) 
3.086 5.467 4.284 0.657 

Factor 5 

(Strong) 
2.798 4.925 3.954 0.546 

 

3.2 소셜 로봇 군집과 군집 별 소셜 로봇 특징 

각 로봇에 대한 5개의 감성요인점수를 변수로 하여 
소셜 로봇들 간의 유사성을 가시적으로 관찰하고자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였다. 다차원 척도법은 개체
들 간의 근접성(Proximity)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
계 기법으로 개체들을 2차원의 가상공간 상에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가상공간을 구성하는 
가로축은 로봇이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인지하는 정도, 즉 로봇의 동작 다양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세로축은 로봇의 외형적 모습이 인간
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인간 유사성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가상의 공간에 위치한 각각의 소셜 로봇들

을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4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Figure 2). 

 

Figure 2. Results of MDS and K-means clustering  

 

Table 5. Social robot image by cluster 

군집 군집별 대표 소셜 로봇 

1 

  

 
 

2 

  

 

 

3 

  
 

 

4 

  

 

 

 

각 군집별 소셜 로봇의 대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군집 1: 소비자들이 로봇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전형적인 로봇상을 대변
하는 군집으로, 힘이 세보이며, 차가운 인상을 지닌 

남성적 로봇의 외형을 지니는 특징을 보인다. 

- 군집 2: 최근 가정에 많이 설치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용 포터블 로봇에서 나타나는 외형을 지니

고 있다. 또한 관절의 구분이나 동작 가능한 액츄에이
터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작 언어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치형 로봇들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 군집 3: 전반적인 형태가 동물과 비슷한 외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 중 입체적인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는 관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 군집 4: 서빙, 길 안내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의 특징인 기계적 외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스크린을 부착한 경우가 많으며, 해당 스
크린에 눈과 같은 인간 이목구비 형태의 요소를 결합

한 특징을 보인다. 

3.3 주요 소비자 감성 기반 군집별 비교 분석 

다음으로 도출한 군집 별 소셜 로봇에 대한 주요 소

비자 감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군집별 소셜 로봇 외형
에 대한 주요 소비자 감성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High-Tech(H-T)’ 감성요인과 ‘Animacy’ 감성요인

은 군집 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Unique’ 감성요
인과 ‘Kinesthesia’, ’Strong’ 감성요인은 군집 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High-Tech(H-T)’, 

‘Animacy’, ‘Unique’, ‘Kinesthesia’ 감성요인은 군집
2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Strong’ 감성요인은 군

집 3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6, Figure 3). 

 

Table 6. Mean of Consumer Kansei by cluster 

Cluster H-T Animacy Unique Kinesthesia Strong 

1 4.346 3.795 3.997 4.898 4.773 

2 4.047 3.508 3.343 3.646 3.977 

3 4.878 4.830 3.868 4.846 3.513 

4 4.475 4.001 3.607 4.199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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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adar chart by cluster 

 

4. DISCUSSION & CONCLUSION 

본 연구는 소셜 로봇 외형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감
성을 살펴보고, 소비자 감성에 기반하여 소셜 로봇의 

잠재 군집을 도출, 군집 간 차이 및 두드러지는 특징
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감성공학적 
접근법으로 감성어휘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소셜 로봇 

디자인에 대해 느끼는 감성을 파악하였으며, 요인분
석을 통해 소비자가 소셜 로봇을 인지, 평가하는데 중
요하게 작용하는 5개 감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두 번

째로, 도출한 감성요인을 기반으로 다차원 척도법 및 
K-means알고리즘을 이용해 소셜 로봇의 잠재 군집
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4개의 서로 다른 로봇 클러

스터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성요인을 통해 도
출한 로봇 군집별 외형적 특징 및 감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군집 1은 팔과 다리, 얼굴 표정 등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다수의 소비
자들이 공유하는 전형적인 이미지(Stereotype)을 대

변하는 로봇의 집합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해당 군집에
서는 ‘Kinesthesia’와 ‘Strong’ 감성요인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Animacy’ 감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

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활동적이고 강한 인상을 주
지만, 유기적인 생명체(Animacy)로 인식되지 않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셜 로봇의 형태를 디자인, 개

발함에 있어 로봇이 갖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구현하
는 데 집중할 경우, 소셜 로봇이 인간과 상호작용함에 
있어 필요한 따뜻함, 친숙함 등의 감성과는 괴리가 발

생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군집 2는 단순한 디자인의 AI 스피커와 같이, 가정
에서 쉽게 다룰 수 있는 포터블 로봇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위한 눈 요소를 포함하
는 경우가 많다. 해당 군집에서는 ‘High-Tech’, 

‘Strong’ 감성요인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Animacy’ 
및 ‘Unique’ 요인은 낮게 측정되었다. 다른 군집과 비
교했을 때, 모든 소비자 감성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평

가를 받았다. 해당 군집은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
며, 동작 언어 대신 음성 기반 인터랙션을 통해 소비
자의 로봇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셜 로봇으로 

보여진다. 로봇 비서에 대해 기대하는 첨단적이고 강
한 이미지(‘High-Tech’, ‘Strong’) 감성이 군집 내에
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

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 단순한 디자인을 채택함
으로써, ‘Animacy’과 ‘Unique’ 감성요인은 낮은 평가

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집 3은 다른 로봇과 달리 반려로봇으로 실제 동
물과 비슷한 동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
이다. 군집 내에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감성요인은 

‘High-Tech’ 감성이며, 다음으로 ‘Kinesthesia’, 
‘Animacy’ 순으로 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로봇의 견고함, 강인함을 의미하는 ‘Strong’ 감성요인

은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군집과 비
교했을 때 ‘High-Tech’, ‘Animacy’, ‘Kinesthesia’ 감
성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소비자가 해당 로봇 군

집을 평가할 때 실제 반려동물이 갖는 유기적이고 활
동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
려로봇을 디자인 및 개발함에 있어 실제 반려동물처

럼 유기적인 특징과 활동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 4는 앞서 관찰한 군집 1 ~ 3과 달리 가정 환

경이 아닌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
로 관찰된다. 비교적 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
과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한 신체요소는 눈 정도

로 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랙션을 
용이하게 하는 스크린 등의 기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
는 것이 큰 특징이다. 군집 내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소비자 감성은 ‘High-Tech’ 감성이며, 가장 낮은 감
성은 ‘Unique’감성이다.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Strong’ 감성을 제외한 모든 소비자 감성이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서비스 로봇에 대해 태스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첨단 기능, 차별화된 서비스 제
공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소비자와 로

봇 간 교감이나 독특한 감성보다는, 서비스 로봇을 통
해 소비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로봇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봇의 
수행능력(Competence)을 부각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

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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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소셜 로봇을 구성하는 외형 디자인 요소
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감성을 유발하며, 로봇 

디자인이 자극하는 감성의 차이에 따라 소셜 로봇의 
디자인 및 개발 전략을 달리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소셜 로봇을 개발하는 개발자 및 디자이

너 등 이해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로봇에 대해 느끼
는 감성을 고려함으로써 고객들이 소셜 로봇에 기대
하는 바를 이해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보다 부합하는 

로봇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을 갖는다. 본 연구는 
기계중심적 접근이 아닌 감성공학적 접근으로 소셜 

로봇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공헌이 있다. 소셜 로봇 디자인에 따른 
소비자 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의미구별 척도법에 기

반한 소셜 로봇 디자인 감성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
으며, 측정된 감성에 기반하여 소셜 로봇 디자인 감성
에서 중요한 5개 차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4개의 잠재적 로봇 클러스터를 도출하고 
각 클러스터가 지닌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감성 차원
에서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로봇의 이미지를 구분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소셜 로봇의 디자인 요소가 유발하는 
감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소셜 로봇

을 디자인 및 개발하는 실무자들이 본 연구의 결과를 
목표시장에 적합한 로봇 디자인 전략 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을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30개의 소셜 로봇을 한정적으
로 선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 있다. 연구 결과를 일
반화 및 확장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

은 다양한 디자인의 로봇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로봇의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 감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인간이 로봇

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감성
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소
비자가 소셜 로봇에 대해 느끼는 감성은 소비자의 성

격, 환경, 배경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연
구에서는 소셜 로봇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감성과 개

인의 성향, 소셜 로봇과 상호작용하는 맥락 사이의 관

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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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스마트 팩토리 가상 환경에서 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라이다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연구이다. 라이다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서 딥 

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3 차원 물체를 감지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실제 공장 

환경에서 3 차원 객체의 학습 데이터셋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환경과 감지 객체를 

라이다를 통해 스캔하여 가상 3 차원 환경 및 3 

차원 객체를 생성한다. 이후 생성한 가상 환경에 

센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통해 

라이다 딥 러닝 모델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제어 

스마트 팩토리, 라이다, 가상환경, 3 차원 객체 

탐지, 센서 시뮬레이션 

 

1. 서 론 

최근 센서 기술과 인공지능 감지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라이다를 

사용하여 3 차원 객체 탐지에 응용하기 시작했다. 

부품과 같은 객체를 인식하여 조립 및 분류 공정의 

자동화에 라이다가 사용되기도 하며, 인체 출입을 

감지하지 못하고 공정이 동작하면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곳에서 안전 감시를 위해 라이다 센서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3 차원 객체 탐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 차원 객체 딥러닝 모델의 사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어지는 대부분의 

라이다 오픈 데이터셋은 자율주행을 위한 것으로 

스마트 팩토리 산업현장에 맞지 않다. 또한 산업 

현장 각각의 환경에 맞는 데이터셋으로 3 차원 

객체 탐지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학습 

모델의 성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스마트 팩토리 산업 현장에 맞는 라이다 

데이터셋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정에 

라이다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정에 라이다를 설치 및 

해제하는 과정에서 자동화 공정의 경우 생산의 

멈춤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번 새로운 데이터셋을 획득하기 위해서 설치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스마트 팩토리 산업 현장에 맞는 라이다 

데이터셋 부족과 공정 환경에 라이다 설치 시 

일어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가상 

환경에서 공정 환경에 맞는 라이다 데이터셋을 

가공하는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라이다 데이터셋 가공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향으로 제시된다. 먼저 1)가상환경 

구축으로, 라이다를 통해 해당 공정과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를 스캔하여 3 차원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 가상환경 라이다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센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앞서 구축한 가상 공정에 객체를 배치, 임의의 

라이다를 선정해 해당 공정을 스캔하여 라이다 

데이터를 생성한다. 

 

2. 본 론 

스마트 팩토리 가상환경 기반 라이다 

데이터셋 생성은 1) 가상환경 구축, 2) 가상환경 

라이다 데이터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2.1 가상환경 구축 

본 연구에서는 한동대학교 전력설비 실습 

환경을 가상 스마트 팩토리 환경으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ntel RealSense L515 센서를 이용하여 공정 

환경을 스캔하였고 Dot3D 소프트웨어[1]를 

사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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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정 환경 및 객체 스캔 데이터 

그림 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포인트 사이에 빈 여백이 

있으며, 또한 관측 노이즈 성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 데이터의 크기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노이즈 처리 및 점으로 이루어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면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Ball pivoting algorithm(BPA)보간 

기법[2]을 적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일정 영역의 

근접 포인트를 연결하여 점 데이터 사이를 

연결하였다. 하지만 BPA 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크기가 커짐에 따라 연산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기에 데이터의 10%만을 추출하여 

진행하였다. 이후 필터링 등 데이터 후처리를 통해 

관측 노이즈를 제거하여 더욱 부드럽게 

가공하였다[3]. 가상 객체 및 공장 환경의 결과는 

그림 2 및 그림 3와 같다.  

 

2.2 가상환경 라이다 데이터 시뮬레이션 

가상 공정 환경에서 LiDAR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Blender[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지정된 32-CH LiDAR 센서 사양 및 

위치를 설정하여 다양한 상황과 공간에서 센서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4 에서 찍힌 

주황색 라이다 빔을 통해 가상 객체들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셋을 취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 가상 탐지 객체 생성 결과 

 

 

그림 3. 가상 공정 환경 생성 결과 

 

 

그림 4. Blensor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구현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가상환경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 맞는 라이다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2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2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먼저 공정 환경과 감지 객체를 라이다 센서로 

스캔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취득하고 

BPA 보간 기법을 적용하여 점 데이터를 면으로 

변경하여 3 차원 모델을 생성하였다. 그후 

필터링과 후처리를 통해 3 차원 모델을 가공하여 

살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가상환경을 구축하였다. 

앞선 과정을 통해 생성된 가상 공정의 3 차원 

모델을 라이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당 스마트 팩토리 환경의 라이다 데이터셋 

취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직접 공장환경에 라이다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지 않고도 가상 

공정환경을 생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공정에 맞는 라이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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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ⶈ㼳㈃ ⯜⠯ 䀓≴ Ⳗ㈻ 㝃䀃ᴿ ᜮ ⒏ㅛ ㎼ㄿ䀇 
㈼ばᶏ. ⊳ⶇ㿧 ᛇ⛇ឧ ⠯⯈ほ ㈳た⯇ 䀓≴ ⒏ㅛ 
㎼ㄿ䀇 㑫㼇ᣛ ῷ◣ᶏ. 䀃㑫⑷ ㈻゛た 㝃ほ 
㈳た⯇ Ⳗ㈻ ᶏ⎛ ῷ, Ⳗ㈻ᚫ ᚫ㑫ឋ ㈳ᴿ ㋀≴㊬㈣ 
㋀➟ᴿ ㈣ⶈ䀃ᣛ 㑫 ⿵ᶏ.  

➣ ゛᠗ほ⯇ᴿ ⶈ㼳 ガ〼 ⯜⠯ほ ㌟㉗䀃ᴿ ⊗ 
㋇㼳ᾏほ ᶫ䀟 ᚬᚬ㈃ ⯜⠯ឧ 䀓≴ ⳃ㤃 ㋀➟⑷ 
ㅔ䀃 㼇䂯䀃ᴿ ⛔❀ᾏ ⶏ䂃䀇ᶏ. ⶏ䂃 ឧ, 
⯜⠯ ⚺ 䀓≴ ㈯❋㈃ ᭟㊬ ゛❀ ᚫ㉐ 
㇋㈃⚣䀃カ┛, ᶏ〼䀇 ⶏ䂃 ⠯⯈ ឧ ㋇ⶇ䀇ᶏ. 

㎧㋇た 

㈻゛た 㝃, ⶈ㼳 ㋀➟, Ⳗ㈻ ㈯❋, ㇷⶈ ⠯⯈ ⯜⠯ 

1. ⯇ ⌋

ㄿ ⠯〧ほ⯇ Ⳗ㈻ ㉃ ᶏ⎓ᴿ ᜮ ㎼ㄿ䀃ᶏ.
ㄿ ⑷ᾇᴿḛ ⶈ㼳 ㌛䀔ឧ ᷿⠳た 〼 ㋀䀃ᴿ 
ᜮ ㄿほ ㎼ㄿ䀇 ワ⯜ ㄿⰷᣛ ῷ◣ᶏ.  
㈻゛た 㝃 ⠯〧㈃ Word2Vecឧ Gloveル ᛄ ᶓた 
㈯❋ᭃ った ╓ḣ ⳃ㤃 㝃ほ ㈳た⯇ Ⳗ㈻㈃ 
㋀≴㊬㈣ ㋀➟ ╓ỻ ᶟឋ ㈳㑫 ⿵ᶏ. ᢣ≃⯇ ⯜⠯ 
㉗⍷ほ ᶫ䀇 䀓≴ ⳃ㤃 ㋀➟ṯ 㼇䂯䀃ᣛᚫ た⋠ᶏ. 
⊳ⶇ㿧⭬ ⳃ㤃 ㋀➟ ㉃ ᶏ⎛ ⳃ ㈳ᶏ┟, 䀓≴ほ ʟ 䀇 
㋀≴㊬ ㋀➟ᚫ ⛃ガệ ⊳ⶇ㿧 ㌛䀔 㠿㝇ほṯ ṯㅫ ị 
ᜮᶏ.  

㋇㼳 ᛁឋ ㈳ᴿ ⊳ⶇ㿧 㼇䂯䀃ᴿ ᚫ㉐ ⭬㊬㈣ 
⛔❀ ⯜⠯ ㉗⍷ ⚺ 䀓≴ ⳃ㤃 ⶸ㈃ ㋀➟ Ẅⶇほ 
ᶏ⎓ᴿ ᜮᶏ. ➣ ゛᠗ほ⯇ᴿ ᚯᶓ䀇 ❌㯛 㼇䂯⠫㯛 
ⶇ㈼䀟, ㈯❋ ⒏㿼㑫 ⯜⠯ ⚺ 䀓≴ ❌㯛 ⶸ 

*ⶋ㊫㈻ (Corresponding Author): ⛀Ẅ䂯 (Donghyeon Park), parkdh@sejong.ac.kr

㌛㈼䀃 ㋇㼳 ⊗ ⛔ⶈ⌇ 㼇䂯䀃ឋ ⣯䀇ᶏ. 
₻䀇, NEKG㈃ ᢣ≃㾯 ㈯❋ ᠗㌛[1] 㱠䀟 ⳃ㤃 
➟㌟ ㈯❋ ⮈⯜䀃ᴿ ⛔❀ṯ ㊬ㅔ䀇ᶏ. ḛ㯛⯶ 
⚣᠘ ◟⠫(USDA)[2]ほ⯇ 㹣㑼䀇 ⶈ㼳 ガ〼 ⯜⠯ 
ḛ㯛⯶ ⭗ㅔ䀳ឋ, 8780 ᛇ㈃ ㋇㼳ほ ᶫ䀇 㒒 
ㄿ〨 ⯏┰ ⚺ 49ᛇ㈃ ⯜⠯ (◧, ゟ≴, ᶓ⛜㑳, ⑳ᢣᯏⵃ 
ᾜ), 䀓≴ ㋀➟⌇ ᠗⯜ểた ㈳ᶏ. 

㎧ㄿ ╔㼇ᴿ ᚬ ㋇㼳 ㎧た㑯 ⯜⠯ឧ 䀓≴ ⳃ㤃 
ㅔ䀟 ⠯␃[3] ⯜ᵐ ᰽ᴿ ᜮ┛, T-SNE[4] 
㛓ㅻ 　㡀 㱠䀟 ㈯❋ ហᚯほ ⒏㿼䀃 㑼 ㉃ 
㼇䂯䀃ᴿ ᜮᶏ. ᚬ 㼇䂯 ⛔ⶈ ⣯䀃ᣛ ㆯ䀟 
㬟⊗ⵏ㯛 ហᚯ コ㣌ほ ᶫ䀇 㹴ᚫ ㊻ⳃ㈣ ⶏ⎓ゎ 
ᝯⳃ[5]ル Dunn Index[6] 䄇ㅔ䀳ᶏ. 㼇䂯 ⛔ⶈ ㎼, 
ㅛᴿ ⯜⠯ ❌㯛ル 䀓≴ⳃ㤃 ㈯❋㈃ ᭟㊬ ゛⭛ 
゛ ᚫ㉐ ㇋㈃⚣䀇 ᜮ 䄀㈣䀳ឋ, ㋀⯜㊬ ⠯⯈ 
₻䀇 ⣯ⵢ䀇 ⊳ⶇ㿧 㑼 ➟㎫ᶏ. 

2. ḛ㯛⯶

2.1 ㊯㝃

⭗ㅔ ḛ㯛⯶ 8780 ᛇ㈃ ㇷⶈឧ 49 ᛇ㈃ ガ〼⯜⠯
⚺ ᢣほ ᶫㇼ䀃ᴿ 䀓≴ᾏ⌇ ᠗⯜ểた ㈳ᶏ(ⰷᢳ 
ᯎ ✯㯛 ė [◧:15.97g, ゟ≴:717kcal, ᶓ⛜㑳:0.85g, 
㑫㑳:81.11g ᾜ]). 㣌 ᚽ ⳃ㤃 0⌇ ᶫ㝟䀃ឋ, 
Z-score ᚫ 3 ⭬㈣ ⳃ㤃ᾏ ⭬㤃⌇ ⠯␃䀃
㋇䀃カᶏ. ᢣឋ ᛄ ⳃ㤃㈃ ㌛䀔 ᚫ㑫ឋ ㈳ᴿ
㎼➠ ㋇㼳ᾏឧ ガ〼 ⯜⠯ ᛁឋ ㈳ᴿ 䀓≴ ᚽ ㎼
ⳃ㤃ᚫ ᵷ ゟᾏ ₻䀇 ╓ỻ ㋇䀟 ㎧びᶏ. ㋇ ㈼ば
䅯, ╓ᾋ 㵤⯜ ㋀➟ ⛃ガ䀃 䀓≴ ⳃ㤃 ㋀➟ᾏ
0-100⭗㈃ ⳃ㤃⌇ ㋀ᢇ䃿 㝃 䀇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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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ⶏ䂃

3.1 ㈯❋

╓ᾋ ㇷⶈ❯⌇ 49 ᚫ㑫 ガ〼 ⯜⠯ほ ᶫ䀇 ㈯❋
Word2Vec[7]㈃ ╓ḣ ⭗ㅔ䀳┛, 100 㛓ㅻ⌇ 
㼇䂯 ệᶏ. ḛ㯛ほ ㌟㉗䀃ᴿ ╓ᾋ ガ〼 ⯜⠯ 䀓≴ 
㈯❋ Word2Vec, Knowledge Graph TransE[8] 
╓ḣ ⭗ㅔ䀃カឋ, ⯜⠯ឧ Ẅ㈧䀃 100 㛓ㅻ⌇ 
㼇䂯ệᶏ. ᢣ≃㾯 ㈯❋ 0-100⭗㈃ 0.5ᶓㆯ⌇ 
㈯❋ 䀃カ┛, 0.5 ᶓㆯᚫ ᵷ ⶏⳃᾏほ 
ᶫ䀟⯇ᴿ NEKG㈃ コ㣌 㱠䀟 ㈯❋ 䀟㎧びᶏ. 

3.2 ⶏ䂃 ⚺ ឧ 

3.2.1) 䀓≴ Ⳗ㈻ ᶓⳇ ❌㯛 (Baseline) 

ⶏ䂃 ᣛ㎫ ⯏㋀䀃ឋ ⣯䀃ᣛ ㆯ䀟 49ᚫ㑫 ガ〼 
⯜⠯ほ ᶫ䀇 䀓≴ ⳃ㤃⑷ ㅔ䀃 ᚯᶓ䀃 
❌㯛 ⮈⯜䀟 ㋇㼳 㼇䂯䀇ᶏ.  

3.2.2) ⯜⠯ x䀓≴ ❌㯛 ⚺ ⯜⠯ ❌㯛 㟈䀔 (SUM) 

49ᚫ㑫㈃ Ṱ⑨ ❫ⳃ㈣ 100㛓ㅻ㈃ ガ〼 ⯜⠯┰, 
ᢣឋ ᚬᚬ㈃ ⯜⠯┰ほ ᶫ䀇 100 㛓ㅻ㈃ 䀓≴ 
㈯❋ 㤇 䅯 ᚫ㎼㤃⌇ ⠫䀃 䀴⋗ វ 
㑯䀴 䅯, 100 㛓ㅻ㈃ 㟈䀔 ṯ㡇䀇ᶏ. 䀓≴ほ 
ᶫ䀇 ㈯❋ ⛔❀ほ Ί∧ ◣㈻(Word2vec) 
㈯❋, Ⳗ㈻(Graph)㈯❋⌇ 㑯䀴䀃カᶏ.  

3.2.3) ❌㯛 ゛⭛ ⚺ 㹴ᢋ (AVG) 

3.2.2 ㈃ ឧほ⯇ 㟈䀔 ᵷ 㹴ᢋ ᠗䀃カᶏ. 

3.2.4) ᭟㊬ ゛⭛ ⚺ 䀔 (CONCAT) 

ᚬ ㋇㼳ほ ᶫ䀃 100 㛓ㅻ㈃ Word2Vec ⌇ 
㼇䂯ệ ⯜⠯┰ ❌㯛ル 䀓≴ ⳃ㤃 ❌㯛㈃ ᭟㊬ ᚽ 
ᢣᶫ⌇ ➟㌟䀃 49㛓ㅻ㈃ ❌㯛 䃀⯜䀇ᶏ. 

ᢣ⑧ 1 : 3.2.4 ㈃ ⶏ䂃 ឧほ ᶫ䀟⯇ T-Sne ⶇᚬ䃿 
ឧᶏ. 㶷∫ ㊻ ⳃ㤃 ㈯❋┛, ⤓ᚯ ㊻ ⳃ㤃 
◣㈻⌇ ㈣ⶈ䀇 ㅷᾇ ㈯❋ ㈃⚣䀇ᶏ [9]. 

3.2.5) ឧ 

ⳃ㤃㈃ ㋀➟ᚫ ᶟᝓ㈳ᴿ ᢣ≃㾯 ㈯❋ឧ ◣㈻⌇ 
㈣ⶈệ ㅷᾇ ㈯❋ឧ㈃ ⶇᚬ䃿 ឧᶏ (ᢣ⑧ 1). 
◣㈻⌇ ㈣ⶈệ ㅷᾇ ㈯❋ 㑼 ᚯ㈃ ᝨᝯᚫ 
᠗⠯ể㑫 ⿵┛ 㸧㋣ ㈳㑫 ⿵ᶏ. ⛃┟ほ ⳃ㤃 
㋀➟ ➟㌟䀇 ᢣ≃㾯 ㈯❋ ㅷᾇ ㈯❋ほ ⣯䀟 
⑹ 㸧㋣ ㈳┛, 㑼 ᚯ㈃ ᝨᝯ ⣯㊬ 
᠗⠯䀃ᣛ ᶏ. ⳃ㤃 ㋀➟ᚫ ⛃ガệ ⶏ䂃ᾏ 
⭗ほ⯇ᴿ 㑼㈃ ⯜ᵐ ⣯䀃ᣛ ㆯ䀟 ≇ḏ 
ⶇᾇ 15 ✳ 㞳ᣛ䃿䀃 ᚬ ⶏ䂃 ❯ 㹴ᢋ ⶏ⎓ゎ 
ᝯⳃル 㹴ᢋ Dunn Index ⭛㡇䀃カᶏ. ỻ 㑫㼇 
㱠䀟 㑼 ᭟⠫ほ⯇ ㉃ ╓ ㈳ᴿ㑫, 㑼 ᚯほ 
᠗⠯ ㉃ ểた ㈳ᴿ㑫 䄀㈣䀃カᶏ. 3.2.2, 3.2.3㈃ 
ⶏ䂃 ឧ, ㊯⛃㊬⌇ Baseline ㈃ ⯜ᵐ ㊻ⳃ➟ᶏ 
᭙ ⭛㡇ểびᶏ. ㅻ㈣⌇ᴿ ㋇㼳 㼇䂯䀃ᴿ 
❌㯛 ᠗䀋 ῷ ᚬ ⯜⠯ ❌㯛ᾏ 䀃ᭃ⌇ 䀔㝻㑫ᣛ 
ῷ◣ほ ឋ㇋ 㵤⯜ ㋀➟ᚫ ⰻⶏểび ᜮ∧ 
㶻ᶓ䀃カᶏ. ₻䀇, ㈯❋ 㵤⯜⭬ ⯜⠯ ⚺ ⳃ㤃㈃ 
㛓ㅻ ᚬᚬ 100 㛓ㅻᣛ ῷ◣ほ ឋ㛓ㅻ ㈯❋ 
ᚽ T-SNE 㱠䀟 ㊫㛓ㅻ⌇ 　㡀ⶇ㭏ᴿ ឧ㋀ 

⯜⠯┰ ⚺ 䀓≴ 

❌㯛 㼇䂯 ⛔❀ 

⯜⠯ ❯ 

䀔 ⛔❀ 

Silhouette 

Score 

Dunn Index 

Baseline (䀓≴ Ⳗ㈻ ᶓⳇ ❌㯛) - 0.404 0.5997 

⯜⠯┰ (word2vec) x 䀓≴ (word2vec) SUM 0.346 0.4886 

⯜⠯┰ (word2vec) x 䀓≴ (NEKG) SUM 0.3914 0.5982 

⯜⠯┰ (word2vec) x 䀓≴ (word2vec) AVG 0.3386 0.5088 

⯜⠯┰ (word2vec) x 䀓≴ (NEKG) AVG 0.3976 0.5676 

Dot(⯜⠯┰(word2vec), 䀓≴(word2vec)) CONCAT 0.3492 0.5009 

Dot(⯜⠯┰(word2vec), 䀓≴(NEKG)) CONCAT 0.4059 0.6199 

㼇 1 : ╓ᾋ ❌㯛 㼇䂯 ⛔❀ほ ᶫ䀇 ⯜ᵐ ㊻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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ᢣ⑧ 2: Dot(⯜⠯┰(word2vec), 䀓≴(NEKG))㈃ 㑼ほ 
ᶫ䀇 ⊳⢿⑬ ᢣ≃㾯ᶏ. 

ᢣ⑧ 3: Dot(⯜⠯┰(word2vec), 䀓≴(NEKG)) 㑼 ㎼, 
㤃㭓ឧ ឫ⋓ệ ㇷⶈ ⰸ䀇 㑼 ᭟ ㅷᾇ 㬟∧ㅛᾇ 
ឧᶏ. 

ᢣ⑧ 4: Dot(⯜⠯┰(word2vec), 䀓≴(Word2vec)) 㑼 
㎼, 㤃㭓ឧ ឫ⋓ệ ㇷⶈ ⰸ䀇 㑼 ᭟ ㅷᾇ 㬟∧ㅛᾇ 
ឧᶏ. 

ほ⯇ ⑳㛗ᚫ㑫⌇ ㋀➟ ⰻⶏ ⛇⮈䀇 ᜮ⌇ ➟㈣ᶏ 
(㼇 1). 

ㆯ ⶏ䂃 ឧ㈃ 䀇ᝯ ワ䃿䀃ឋ㈻, ㋇㼳ほ ᶫ䀇 
❌㯛 ᠗䀋 ῷ, ᚬ ⯜⠯㈃ 㵤⯜ ㋀➟ ➟㌟䀃┟⯇ 
㊫㛓ㅻ⌇ 㼇䂯䀃ᴿ ⛔ⶈ ឋ⿳䀃 ᭟㊬ ゛❀ 
(Dot Product Concatenation) ⶏ䂃䀃カᶏ.   
100 㛓ㅻ⌇ 㼇䂯ệ ⯜⠯, 䀓≴ ⶸ ᭟㊬ 䀃 
1㛓ㅻ ❌㯛 ᚽ ᠗䀇 䅯, 49ᚫ㑫㈃ 1㛓ㅻ ❌㯛 
ᚽᾏ ゛䀟 ㋇㼳ほ ᶫ䀇 ❌㯛 49 㛓ㅻ⌇ 
⮈⯜䀃カᶏ. ឧ㊬⌇ ᭟㊬ ゙ ❀ ᣛ㎫ ㊻ⳃ➟ 

ᶏ ᰽ ⭛㡇ểびᶏ. ₻䀇 ⶇᚬ䃿 ឧ ㇷⶈ❯⌇
⣯ⵢ䀇 ガ〼 ⯜⠯ ⚺ 䀓≴ ᛁឋ ㈳ᴿ 㑼 䄀㈣䀋
ⳃ ㈳びᶏ (ᢣ⑧ 2).

ᢣឋ, 䀃ᭃ㈃ ㇷⶈ ⰸ䀟 ㈳ᴿ 㑼 ᭟⠫ほ⯇, ᚬ 
ㇷⶈᾏ ⣯ⵢ䀇 ㌰␃㈃ ㇷⶈ㈣㑫 㶷⿰䀃ឋ㈻ 
ᢣ⑧ 3ឧ ᢣ⑧ 4ル ᛄ ⣳ṯ ⳃ ㅷᾇ 㬟∧ㅛᾇ[10] 
ᚬᚬ 㑯䀴䀃 ឧ ⣯䀃カᶏ (コⶇ: chicken). 
Dot(⯜⠯┰(word2vec), 䀓≴(NEKG))㈃ ⶇᚬ䃿 
ឧᴿ 㤃㭓ឧ ⣯ⵢ䀇 ㌰␃㈃ ㇷⶈᾏ 㛩➧ ⳃ 
㈳びឋ (FAST FOODS, CHICK, MCDONALD, ME 
AT ᾜ), Dot(⯜⠯┰(word2vec), 䀓≴(Word2vec))㈃ 
ⶇᚬ䃿 ឧほ⯇ᴿ ㊯㈻ほ ⣯䀟 ⣯ⵢ䀇 ㌰␃㈃ 
ㇷⶈ┰ᾏ ⣯㊬ 㛩➧ ⳃ ぱびᶏ (ᢣ⑧ 3, ᢣ⑧ 4). 
₻䀇, 䀃ᭃ㈃ ㇷⶈ(⚿⣯㫻 ⤠, ầ㑫ឋᣛ, ⰷឋᣛ)ほ 
ᶫ䀇 ỻᚫ㑫 ⛔❀㈃ 㧿⭗㈣ ㇋⭗ṯ 㣌㋀䀇 ឧ, Dot 
(⯜⠯┰(word2vec), 䀓≴(NEKG))㈃ ゛ ⛔❀ 
㈯❋ệ ❌㯛ほ Ί∧ ⣯ⵢ䀇 ㌰␃㈃ ㇷⶈᾏ 
㡇⋐䀃ᴿ ᜮ ➟㎫ᶏ. (㼇 2, 㼇 3). 

㼇 3 : Dot(⯜⠯┰(word2vec), 䀓≴(Word2vec)) 㱠䀟 
㈯❋ 㼇䂯 䅯, ⚿⣯㫻 ⤠, ầ㑫ឋᣛ, ⰷឋᣛル ឫ⋓ệ 
ㇷⶈᾏ㈃ ❌㯛 ㇋⭗ṯ Top5 ╔⌈ᶏ.. 

ㇷⶈ┰ ㇋⭗ṯ 

⚿⣯㫻 ⤠, ầ㑫ឋᣛ, ⰷឋᣛ 1.000 

㿧㬗ᵴㅔ ⤠, ầ㑫ឋᣛ, ⰷឋᣛ 0.946 

ầ㑫ឋᣛ, 䀯(㑫⛔) 0.933 

ầ㑫ឋᣛ, 䀯 0.933 

ⰷⶇ㑫, ầ㑫ឋᣛ 0.927 

⣯たㅷⵏ㵣 ⰷⶇ㑫, 䀯, ầ㑫ឋᣛ 0.923 

㼇 2 : Dot(⯜⠯┰(word2vec), 䀓≴(NEKG)) 㱠䀟 
㈯❋ 㼇䂯 䅯, ⚿⣯㫻 ⤠, ầ㑫ឋᣛ, ⰷឋᣛル ឫ⋓ệ 
ㇷⶈᾏ㈃ ❌㯛 ㇋⭗ṯ Top5 ╔⌈ᶏ. 

ㇷⶈ┰ ㇋⭗ṯ 

⚿⣯㫻 ⤠, ầ㑫ឋᣛ, ⰷឋᣛ 1.000 

⚿⣯㫻 ⰷⵏ 0.576 

ⶇ⊨, 㷗㦫㬗 0.571 

⚣᠘ ◟⠫ ⭬㼳 0.570 

ⶋ⯋䀇 ầ㑫ឋᣛ, ⮈ឋᣛ 0.563 

✯⯚ ➟ ⳃ㾯 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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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ほ⯇ᴿ ⊳ⶇ㿧 ⭬ほ ㈳ᴿ ⳃ㤃ᾏ ㋀≴㊬
㋀➟ 㺗䀓䀃┟⯇ ᶏ⎓ᴿ ⛔❀ᾏ ゙ ᠗䀳ᶏ. ⳃ㤃ほ 
ᶫ䀟 ᚯᶓ䀃 㼇䂯ệ Baseline ឧ ⣯䀳 ῷ, 
⯜⠯┰㈃ Word2Vec, ⯜⠯ 䀓≴㈃ Word2vecほ ʟ 䀟 
䀔, 㹴ᢋ⌇ 䀔䀳 ῷ, ⯜ᵐ ㌶ ᭃハ㑫 ⿵〃ᶏ. 
Ⳗ㈻ ᶓⳇ䈳 String⌇ 㼇䂯䀳ᣛ ῷ◣ᶏ. ᢣ≃⯇, 
䀓≴ NEKG ⛔ⶈ⌇ ᢣ≃㾯 ㈯❋ 㼇䂯䀃ឋ, 
⯜⠯┰ ㅷᾇ ㈯❋(Word2Vec) ⭗ㅔ䀃 ❌㯛 
㼇䂯䀃ᴿ ᜮ 䀓≴㈃ String 㼇䂯 ⛔ⶈ➟ᶏ ⯜ᵐ 
᰽ ᭃヿᶏ(㼇 1). ₻䀇 䀔ឧ វ㈃ 㼇䂯 ⛔ⶈ➟ᶏ 
concat 㝃 䀇 ⛔❀ほ⯇ baseline➟ᶏ ᰽ ᭃヿឋ 
ᚫ㉐ ㇋㈃⚣䀇 ឧ ➧ ⳃ ㈳びᶏ.  

NEKG ᢣ≃㾯 ㈯❋ 㱠䀟 ⳃ㤃 100 㛓ㅻ 
㈯❋ ហᚯほ ⒏㿼䀃 ㋀≴㊬ ㋀➟ ➟㌟䀃ឋ, ⯜⠯ 
㈯❋ឧ㈃ ᭟㊬ ゙ ⭛ 㱠䀟 ⯜⠯ឧ 䀓≴ ⶸ㈃ ㋀➟ 
Ẅⶇほ ᶏ⎛ ⳃ ㈳ ệᶏ. ᢣឋ ᚬ 㵤⯜ 䀘ᾏ㈃ 
㟈䀔 ᵷ ゛ 䀳ᶏᴿ ㊻ほ⯇ 㵤⯜ᾏ㈃ ឋ㇋䀇 
❌㯛 ㋀➟ᚫ ᭓ ㈳ᣛ ῷ◣ほ 䀔ឧ 㹴ᢋ 䀇 
⛔❀➟ᶏ ᷿ ㇋ㅔ䀃ᶏ. ❌㯛 㼇䂯 ឧ㋀ ㎼ ⯜ᵐ ┟ほ 
㈳た⯇, ᭟㊬ ゛ ⛔❀ ㋀ⳃ⩻⑷ ᵳ∧ ╓ᾋ ⰷⳃ 
✿ㆯ㈃ ⳃ㤃㑫ṯ ㋀≴ ឫᝯ 㺗䀓䀃 ❌㯛 
⒏㿼䀃ᣛ ῷ◣ほ ㅛⳃ䀃ᶏ. ⰸṯ ┟ほ ㈳た⯇ṯ ឋ㛓ㅻ 
❌㯛ᬧ ᭟㊬ ᚽ ᝯ⭛䀃 㵤⯜ ⚺ 䀓≴ ㋀➟ ⶸ 
㼇䂯䀃ᣛ ῷ◣ほ ᶏ␣ ⛔❀ᾏほ ⣯䀟 㛓ㅻ ㈼ 
䀄ⵠ ⤋␟ᶏ. ₻䀇, ㅷᾇ 㬟∧ㅛᾇル 㧿⭗㈣ 
㇋⭗ṯ㈃ ឧ ⣯䀳 ῷ, ㋀⯜㊬ 㹴ᚫ ⶇ ⯜⠯ 
䀓≴ NEKG ㈯❋䀇 ᜮ ╓ỻ ᷿ ᭃ ឧ 
㋇ⶇ䀇ᶏ. 

5. ⌋

ឧ㊬⌇, ⊳ⶇ㿧 ⭬ほ ㌟㉗䀃ᴿ ⳃ㤃 ㋀≴
㋀➟ ᶟ 㛯⌇ 䅓㇓㊬⌇ ᶏ⎛ ⳃ ㈳ ệᶏ┟, 
⊳ⶇ㿧 ឫ⋓ ば◟ほ⯇ ㋇㼳ほ ʟ 䀇 ⯜⠯ᾏ㈃ ㌛䀔⩻⑷ 
ᵳ∧ ⯜⠯ ᚫ㑫ឋ ㈳ᴿ 䀓≴ ㋀➟㑫 Ẅⶇほ 
䀄ⵠ ᚫᵐ䀋 ᜮᶏ. ₻䀇 ⊳⢿⑬ 㝃ᚫ ểた 
㈳ᴿ ḛ㯛 䀄ⵠⶇ㭓ᶏ┟ ᶏ〼䀇 ゛᠗ ⠯〧ほ⯇ṯ 
ⶏ䂃 䀋 ⳃ ㈳ᶏ. 䁐䅯 ゛᠗ ᝯ䄸⌇ᴿ 㠿㝇 ⯜⠯ 
㌛䀔ឧ ᢣほ ⒉ᴿ 䀓≴ ㋀➟ ❼⋗㊬⌇ 䀄ⵠ䀃 
Ẅⶇほ 㠿㝇 ឧ 㡇⋐䀃ᴿ ゙ ᠗ 䀋 コ㋀ᶏ. 

⭗⭗㈃ 

 ᰧ◣ 2022 ᯯṯ ㋀⠫(㇌⠫)㈃ ㉗ㅻ⌇
䀇᠘゛᠗㉗ᶓ㈃ 㑫ㅻ ⛆ ⳃ䀴ệ 
ᣛ㞳゛᠗⭗ば㈯(NRF-2022R1F1A106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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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는 기호 또는 필요에 의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선택한다. 하지만 재료의 

조합과 그에 따른 영양소의 조합까지 고려하여 

무엇을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식단 

선택을 도와줄 수 있도록 AI 가 음식을 추천해줄 수 

있다면 매일 하는 고민이 줄어들 수도 있고 미처 

생각지 못한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RDBMS[1]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음식과 재료, 

재료와 영양소 간의 관계를 음식-재료-영양소 지식 

그래프 (Food-Ingredient-Nutrition Knowledge 

Graph[2], 이하 FIN KG)를 구축하였다. FIN KG 에 

기반하여 그래프 연결 예측 알고리즘 중 하나인 

Adamic-Adar Measure[3]을 이용하여 간단한 음식 

및 식재료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주제어 

음식, 지식 그래프, 추천 

 

1. 서 론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하여 

오늘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선택을 내린다. 이러한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취향 또는 선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여기서 필수적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AI 추천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AI 가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종합하여 선택을 도와준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건강 및 질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박동현 (Donghyeon Park), parkdh@sejong.ac.kr 

추천 시스템은 특정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 

(영화, 책, 음악, 뉴스, 이미지, 웹페이지 등)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4] 추천 시스템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갱신해 

주어야한다. 관계의 지속적인 갱신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담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음식 추천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추천 시스템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하 

RDBMS[1])를 이용하여 구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추천 시스템을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를 자주 확장 또는 변경해주어야 하며, 스키마 

구조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RDBMS[1]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더 최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FIN KG 를 이용하여 음식과 재료, 

재료와 영양소 간의 관계를 표현하였다. FIN KG 는 

데이터 구조가 자주 확장 또는 변경되는 경우와 

스키마 구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RDBMS[1]보다 일관성은 부족하지만 데이터가 

확장될 경우 수평성 확장(scale-out) 하여 분산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RDBMS[1] 보다 더 적합한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Adamic-Adar Measure[3]을 이용하여 간단한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 노드의 인접성을 

활용하여 음식에 대한 추천을 구현할 수 있었다.  

 

2. 데이터셋 

•  2.1 데이터 전처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포털의 농식품 식단관리 (메뉴젠) 음식 및 

재료 정보 데이터[5]와 국가표준식품성분 DB 10.0 

데이터[6]를 가공하여 전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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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food – ingredient – value 데이터셋  

농식품 식단관리 (메뉴젠) 음식 및 재료 정보 

데이터[5](이하 FOOD-INGRED 데이터프레임)를 

이용해서 food 와 ingredient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주었다. 이때, food 와 ingredient 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어주는 ingredient value 는 

각 food 에 포함된 ingredient 각각의 함량 수치를 

이용하였다. 이때, 각 ingredient value 를 해당 

ingredient 칼럼의 최댓값으로 나누어줌으로써 

정규화 해주었다. 

• 2.3 ingredient - nutrition – value 데이터셋  

국가표준식품성분 DB 10.0 데이터[6](이하 

INGRED-NUTRI 데이터프레임)을 이용해서 

ingredient와 nutrition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주었다. 

이때, ingredient 와 nutrition 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어주는 nutrition value 는 각 

ingredient 에 포함된 nutrition 각각의 함량 수치를 

이용하였다.  

nutrition value 값을 활용하여 데이터프레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INGERD-NUTRI 데이터프레임에 주어진 개별성분 

분석 항목과 환산항목을 합한 130 종의 영양소에 

대한 정보 중 식품 · 영양정책 관련 성분과 산업체 

주요 관심 성분에 해당하는 42 종의 영양소를 

추려내었다. 여기서 단위가 통일되지 않는 

‘에너지(kcal)’ 칼럼을 제외(drop)하고 41 종의 

영양소의 단위를 g(그램)으로 통일해주었고, 각 

영양소 칼럼의 값을 해당 영양소 칼럼의 최댓값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정규화 해주었다. 

• 2.4 ingredient – nutrition 조합 데이터셋 

INGRED-NUTRI 데이터프레임을 이용해서 각 

ingredient 에 대한 nutrition 조합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 2.5 데이터프레임 합병 및 전개 

FOOD-INGRED 데이터프레임과 ingredient-

nutrition 조합 데이터프레임을 합병(merge) 하여 

ingredient 를 기준으로 두 데이터프레임의 교집합에 

존재하는 값만 남겨주었다. 이후 합병(merge)한 

데이터프레임을 nutrition 칼럼에 대하여 

전개(explode)시켰다. 그 후, 전개시킨 각각의 행에 

INGRED-NUTRI 데이터프레임을 이용해서 

nutrition value 를 연결시켜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FOOD-INGRED 

데이터프레임과 INGRED-NUTRI 데이터프레임을 

합병(merge)함으로써 food 와 ingredient, 

ingredient 와 nutrition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었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value 값을  

 

[그림 1]. 데이터 전처리 과정 도식화: 왼쪽의 두 그림은 

FOOD-INGRED 데이터프레임과 INGRED-NUTRI 

데이터프레임이다. 오른쪽의 그림은 왼쪽의 두 데이터프레임을 

concat 한 데이터프레임이다. source 칼럼에는 food 와 

ingredient 가 concat 되었고, target 칼럼에는 ingredient 와 

nutrition 이 concat 되었다. 

 

추가해줌으로써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프레임을 준비하였다. 

 

3. FIN KG 시각화 

시각화는 networkx 라이브러리[7]와 pyechart 라

이브러리[8]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 3.1 FIN KG의 구조 및 시각화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FIN KG 는 food 

노드와 ingredient 노드가 엣지로 연결되어 있고, 

ingredient 노드와 nutrition 노드가 엣지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엣지는 함량을 정규화 한 값을 

weight 로 가지고 있다. FIN KG 는 1,260 개의 food 

노드, 582 개의 ingredient 노드, 41 개의 nutrition 

노드를 가지고 있다. 또한 Food 노드와 ingredient 

노드를 연결하는 8,704 개의 엣지와 ingredient 

노드와 nutrition 노드를 연결하는 18,174 개의 

엣지가 존재한다.  

[그림 2-2]는 전체에서 일부만 랜덤 샘플링한 

그래프이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FIN KG 로 

시각화를 진행했을 때 RDBMS[1]에 비해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RDBMS[1]보다 다양한 관계를 엣지를 이용하여 

표현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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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그림 2-2] 

 

 

[그림 4-1] 

 

• 3.2 FIN KG 의 특정 노드 기준 subgraph  

[그림 3-1]은 [그림 2-2]에서 food 노드 

‘김치찌개’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추출한 것이고, 

[그림 3-2]는 [그림 2-2]에서 김치찌개의 

ingredient 노드 중 하나인 ‘고춧가루’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추출한 것이다. [그림 2-2]처럼 전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노드 간의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기서 특정 노드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그래프를 추출하면 기준이 된 

노드와 인접한 노드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그래프는 key-value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key 값을 알고 있으면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 그 안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는 

RDBMS[1]보다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더 

많다. 

• 3.3 pyechart[8] 시각화 

[그림 4]는 networkx 라이브러리[7]를 사용하여 

나타낸 [그림 2], [그림 3]과 달리 

pyechart 라이브러리[8]를 사용하여 시각화한 

그래프이다.  

[그림 4-1]에서는 ingredient 노드를 공유하고 

있는 food 노드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레시피 추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3-1]                      [그림 3-2] 

 

 

[그림 4-2] 

 

[그림 4-2]에서는 nutrition 노드를 공유하고 있는 

ingredient 노드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평소  

섭취하던 식자재의 공급이 어렵게 되었을 때 

nutrition 노드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ingredient 

노드를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추천 알고리즘 

 networkx 라이브러리[7]의 neighbors() 내장 

함수를 이용하여 간단한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추천 알고리즘은 특정 노드의 인접리스트의 모든 

노드를 탐색하며 가중치 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Adamic-

Adar Measure[3]를 사용하여 두 노드 간의 인접성을 

정량화 하였다.  

 

Adamic-Adar Measure[3]는 공유 이웃을 기반으로 

노드의 근접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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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그림 5-2] 

[그림 5-1]는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김치찌개(돼지고기, 된장)’을 검색하여 실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김치찌개의 모든 ingredient 노드 

중 많은 ingredient 노드를 공유하고 있을수록 

Adamic-Adar Measure[3]알고리즘 계산에 의하여 

큰 weight 를 가지게 된다.  

 [그림 5-2] 에서는 검색 대상인 ‘김치찌개(돼지고기, 

된장)’ 과 가장 weight 값이 높게 나온 ‘김치된장찌개’ 

를 subgraph 로 나타낸 결과이다. 여기서 전체 

ingredient 노드 중 대다수의 노드를 두 food 노드가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 5.1 결론 

food, ingredient, nutrition 과 food-ingredient 의 

관계, ingredient-nutrition 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식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network 라이브러리[7]와 

pyechart 라이브러리[8]를 사용하여 각각 시각화를 

진행하였고,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여 간단한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networkx 라이브러리[7]를 사용하여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해당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여 음식들의 

전체적인 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래프의 일부를 추출하여 보았을 때, 특정 key 에 

대한 검색을 하여 해당 key 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빠른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yechart 라이브러리[8]를 사용하여 

nutrition 노드를 공유하는 ingredient 노드와 

ingredient 노드를 공유하는 food 노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관계들은 각각 대체제와 레시피 추천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Adamic-Adar Measure[3]를 이용하여 

간단한 추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 

임베딩을 하지 않고도 그래프 탐색을 이용해서 

추천이 가능하였다. 

 

 

• 5.2 추후 계획 

 본 논문은 추후 음식 또는 레시피 추천을 위하여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성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연어 정보를 추가하여 현재의 

지식 그래프를 확장(scale out)하여 자연어 정보를 

추가하고자 한다. 또한, 확장된 그래프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알맞게 필요 또는 선호에 따라 음식 

또는 레시피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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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용자가 데이터분석 결과를 얼마나 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지는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 로 사용자가 시각화 결과가 

하여 데이터분석 결과를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데이터 시각화의 의미가 색된다. 데이터 

시각화 방식 중 하나인 지식그래프는 용량 데이터 

사용시 시각화 결과가 하여 이해하기 어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식 그래프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용량 데이터에 해서도 분석하기 운 새로운 

형태의 지식 그래프인 계층적 지식 그래프를 

제안한다.  

주제어 

지식 그래프, 데이터 시각화 

1. 서 론

지식 그래프는 데이터의 요소들과 요소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1]. 그림 1은 지식 그래프를 

보여준다. 지식 그래프는 노드와 지로 구성된 여러 

트리플 이 결합된 그래프이다. 트리플 은 

“Subject”- “Relation” – “Object” 구조로 이루어  

있는 데이터다. Subject와 object는 데이터의 요소를 

나타내며 relation은 subject와 object의 관계를 

나타 다. 트리플 의 subject와 object는 노드가 

되고 relation은 지가 된다.  

지식 그래프는 트리플 으로 이루어  있어 요소간 

의 관계를 relation을 통해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알  

그림 1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용량이 증가하면 지식 

그래프의 한계가 나온다[2].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에서는 데이터의 용량이 증가하면 관계를 

나타내는 relation들이 서로  데이터 간의 

관계를 알기 들다. 또한 노드들이 일정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어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한 그래프를 생성하고, 해석의 

어려움을 야기한다[3].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데이터의 

구조와 스트를 식별하기 운 계층적 지식 

그래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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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층적 지식 그래프 

2. 관련연구

Sun et al. [3]은 교육관련 데이터를 지식그래프로 

표현하는 플 인  EduVis 를  만들었다. EduVis 는 

사용자의 교육 지식 그래프 구조파악을 위하여 word 

cloud 와 knowledge tree 를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지식 그래프 노드들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노드 위에 hovering 하였다.  

Sheng et al. [4]은 용량 스트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에 저장하기 위한 CEPV (Customized 

Information Extracting, Processing and 

Visualization Tool)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스트 

데이터 저장을 위하여 스트 데이터를 tree graph 

구조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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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et al. 은  지식 그래프 플 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이해도를 높였고 Sheng et al. 은 

데이터 구조를 변환하여 하여 사용자의 데이터 

이해도를 높였다. 우리는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 

구조를 변화시  사용자의 데이터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층적 지식 그래프를 제안한다.  

3. 계층 지식그래프 

계층적 지식그래프는 데이터를 함관계에 따라 

계층적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Tree graph 구조로 나타  그래프다. 그림 2 는 

우리가 제안하는 계층적 지식 그래프의 구조를 

나타 다. 그림 2 (a)를 보면  번  계층은 

SNS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고 2 번  층은 각 SNS 의 

Influencer 들로 이루어  있다. 마지막 층은 

Influencer 들의 정보에 관한 데이터로 이루어  있다. 

우리는 파이 의 pandas 키지를 사용해 

데이터셋을 전처리했다. 전처리된 데이터셋은 

의 부모 자식관계에 따라서 tree graph 형식과 

같이 계층적 지식 그래프 구조에 맞춰 json 으로 

변환한 후 계층적 지식 그래프는 그림 2의 (a)와 

같으며 자바스크립트 라이 러리의 한 종류인 D3를 

이용하여 페이지를 제공한다. 

 계층적 지식그래프가 일반적인 지식그래프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세 가지가 있다.  번 , 계층적 지식 

그래프는 데이터가 계층 구조로 분리되어 있어, 

일정한 구조를 가지지 않는 일반 지식 그래프에 비해 

직관적으로 데이터의 구조를 제공한다. 두번 , 

계층적 지식 그래프는 Tree graph 구조를 통해 

데이터들의 관계를 나타내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르게 을 수 있다. 세번 , 계층적 지식 

그래프는  전체적인 데이터의 관계와  원하는 노드를 

하여 그에 관한 내용만 볼 수 있다. 다음 사 를 

보면 이해하기 수 하다. 사용자가 시각화 결과 그림 

2 (a)를 확인하고 SNS Influencer 에 누가 있는 지만 

알고 어한다고 하자. 그래프의 초기형태인 그림 2 

(b)에서 Instagram 과 YouTube 노드를 하면 

그림 2 (c)와 같이 Instagram 과 YouTube 의 

influencer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다.  

4. 계층적 지식 그래프와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의 사용성 비교 실험 

이 장에서 우리는 계층적 지식 그래프와 기존 

연구의 지식 그래프의 비교를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에서는 두 지식 그래프를 사용하는 참가자들의 

문제 해결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한다. 

4.1 실험 구성 및 사용 데이터 

실험은 학에 다니는 학생 6 명과 연구원 1 명을 

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해 우리는 Kaggle  

 

 

 

 

 

 

 

 

 

그림 3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와 계층적 지식 그래프의 

문제 이 평균 소요시간 

 

 

 

 

 

 

 

 

그림 4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와 계층적 지식 그래프의 평균 

문제 이 점수와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점수 

에서 제공하는 SNS Influencer 데이터 중 2022 년 

10 의 순위를 반영한  Instagram 과 YouTube 의 

상위 10 명의 정보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데이터에서 

Influencer 들의 순위, 활동국가, SNS 이름, 

활동분야를 함하여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와 계층 

지식 그래프를 만들었다. 실험에 사용된 문제는 

다 개로 그래프에 사용된 데이터를 바 으로 

출제되었다. 지식 그래프에 한 설문은 Likert 

scale 을 활용한 두가지 질문으로 준비하였다. 

4.2 실험 방식  

참가자는 준비된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와 계층적 

지식 그래프에 해 다  문제를 해결한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계층 지식 그래프 

사용 경험을 바 으로 느낀 장단점을 작성했다 

4.3 실험 결과 

우리는 각 그래프에 한 문제 이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문제 이 시간을 구하였다. 그리고 문제 이와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을 구하였다. 그림 3 은 

문제 이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을 나타 다. 그림 3 을 

보면, 참가자들은 계층적 지식그래프를 사용하였을 

때 더 른 모습을 보였다. 그림 4 는 문제 이 

평균점수와 그래프에 한 설문조사의 평균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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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 다. 그림 4 를 보면, 참가자들은 계층적 지식 

그래프를 사용하였을 때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계층적 지식 그래프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계층적 지식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 이 시간과 점수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데이터 색과 데이터 구조 이해에 한 평가에서도 

일반적인 지식그래프보다 우수한 모습을 나타 다. 

참가자들은 계층적 지식그래프에 한 장점으로 

“보기 고 치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을 수 있다; 

계층적 지식 그래프에서는 관련된 노드들이 

계층적으로 보기 게 되어있어 색이 다; 

관계를 보기 편하다”의 의 이 있었고 단점으로는 

“너무 조 하게 모여 있어 자인식이 어려 다; 

색 이 없어서 집단의 분류가 비교적  보임” 이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계층적 지식 그래프는 

일반적인 지식그래프 보다 사용성이 더 어남을 

보인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우리가 제안한 계층적 지식 그래프는 데이터 색 

난이도를 낮추고 데이터 구조의 이해도를 높여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의 약점들을 개선하였다. 

하지만 함관계가 없는 데이터에서는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나누지 못하여 일반적인 지식 그래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level 데이터를 분리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 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는 실험 참가자들의 

피드백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색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속한 집단을 나타내 집단간의 분류를  보이게 하고  

자 간의 간격을 려 자인식이 지도록 하여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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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음식점 평가에 있어 기존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는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최근에는 음식점의 서비스에 대
한 평가 역시 리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음식점 사용자들의 평가 중 서비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리뷰들을 토픽 모델링[1] 방법 중 하나인
LDA[2]를 통해 분석한다. 그 결과를 통해 서비스 측면
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음식점들의 특징을 탐구하

고, 부정 서비스 평가 요소를 새로운 기준인 유형(장소, 
공간)과 무형(사람, 감정)으로 분류했다. 또한 본 논문을 
바탕으로 추후 리뷰 데이터 연구에서도 토픽 모델링을 

통해 더 자세한 분류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주제어 

토픽 모델링, LDA, 리뷰 분석, 온라인 리뷰, 온라인 평
점, 자연어 처리 

 

1. 서론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비하기 이전에, 소비로 인한 리

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음식점을 선택하고 소비하
는 일에 있어서는 이전 고객들의 리뷰를 참고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최근 다양한 지도 앱과 맛집 
소개 앱 등 음식점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플랫
폼이 성장하며 사람들은 보다 쉽게 음식점에 대한 자신

들만의 리뷰를 온라인에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남
겨진 리뷰는 주변인들의 평가나 입소문처럼 일회성으로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박동현 (Donghyeon Park), parkdh@sejong.ac.kr 

†한국리서치: https://hrcopinion.co.kr/archives/20210 

끝나지 않고, 온라인 상에 반영구적으로 남아 불특정 다
수에게 노출되며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에는 음식점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음식
의 맛이나 가격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분위기, 종업원들
의 태도, 소음 여부, 청결도, 심지어는 주차공간의 여부

까지 평가대상이 되어 리뷰에 남겨지고 있는 것이 그 특
징이다. 한국리서치†[3]의 조사결과 18-29 세의 70% 
이상이 ‘식당 평점, 음식 사진, 방문객 리뷰 수 등의 기존 

고객들이 남긴 정보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한
국리서치의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선택 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식당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영

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77%로, 74%의 응답자가 선택한 
‘음식에 대한 설명 및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항목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은 ‘음식에 대한 설명 및 

평가’ 보다 ‘식당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더 크
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서비스는 음식점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

나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맛집 정보 플랫
폼인 다이닝코드의 사용자 리뷰들을 크롤링하여 분석하

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서비스 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음식점들의 리뷰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다. 
평점이 높은 음식점들의 리뷰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평점이 낮은 
음식점들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
은 이유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여 서

비스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음식점들의 리뷰
를 토픽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음식
점들이 서비스 부분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어떤 요인이 리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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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토픽 모델링 결과를 통해 부정 서비스 평가 
요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 이론적 배경 

2.1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이란 기계 학습 및 자연
어 처리 분야에서 토픽이라는 문서 집합의 추상적인 주
제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 중 하나로, 텍스트 본문

의 숨겨진 의미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 중 하나인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는 주어진 문서에 대

하여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는지를 서술하는 
확률적 토픽 모델 기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LDA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리뷰를 분

석하고, 리뷰 속에 존재하는 숨겨진 토픽을 찾아내는 연
구를 진행한다. 

2.2 다이닝코드 식당 리뷰 

다이닝코드[4]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맛집 검색 및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40만개 이상의 식당
이 등록되어 있으며 월간 18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다

이닝코드의 특징으로는 사용자가 리뷰를 남길 때, 포인
트를 적립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후기를 
남기며, 그 효과로 크롤링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타 

사이트와 비교하여 훨씬 많다는 것이 있다. 비슷한 기능
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망고 플레이트, 식신, 구글 맵, 
네이버 맵 등 여러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이닝코드를 선택한 이유는 음식점을 평
가할 수 있는 기준이 각각 맛, 가격, 서비스 항목으로 세
분화되어 있어 음식점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관점에서 방문 목적, 분위기, 편
의 시설 등을 평가한 리뷰가 많아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잘 부합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

다. 

3. 연구 문제 

기존의 음식점 리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각각의 리
뷰들을 분석하여 그 리뷰가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
지만을 판단하거나 해당 음식점의 전체 리뷰를 분석하

여 평점을 예측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와 같은 연구들 에서는 음식점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를 분석하거나, 최근 중요하게 다뤄지는 서비스 측

면의 평가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계가 존
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항목에서의 평가를 중
점으로 두고 리뷰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실험 진

행 전 다이닝코드에서 크롤링한 리뷰 데이터를 탐색적
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리뷰에서
는 맛과 가격에 대한 평가가 주로 나타나며 서비스 측면

에서는 그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부
정적인 평가를 받은 리뷰에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부정
적으로 평가된 이유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리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서
비스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리뷰를 집중적으
로 분석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정의: 서비스 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
은 음식점들의 리뷰를 LDA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영
향을 끼친 토픽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 분류

할 수 있는가? 

4.  연구 방법 및 절차 

4.1 데이터 수집 

4.1.1 데이터 크롤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다이닝코드의 리뷰 데

이터들이며,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각 
지역 당 100개의 음식점들의 리뷰와 평점(맛, 가격, 서
비스)을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셀레니움을 통하여 크롤

링을 진행하였다. 

4.1.2 데이터 전처리 

분석에 사용한 리뷰들은 분석의 신뢰도를 위해 5개 

이상의 음절로 구성된 것들만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불
필요한 이모티콘과 특수문자 등은 제거하였다. 또한 보
다 높은 정확도를 위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한

글 맞춤법 검사 라이브러리인 hanspell[5]을 사용해 문
법에 맞는 형태로 변환해 주었다. hansepll을 통과한 리
뷰들은 Mecab을 통해 형태소 단위로 분리했으며, 그 중

에서도 일반명사, 고유명사, 형용사, 어근만 추출하여 형
태소의 길이가 두 글자 이상인 단어만 사용하였다. 또한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리뷰에

서 자주 등장하는 맛이나 가격과 관련된 단어들은 정성
평가를 거쳐 불용어 리스트에 추가하여 한국어 불용어 
리스트[6]와 더불어 불용어 제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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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뷰 데이터 전처리 과정 

 

 

 

4.2 LDA Modeling 

4.2.1 LDA Topic 개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gensim을 사용

하여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LDA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토픽의 개수를 지정해주어야 하는데, 최적화된 토
픽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 확률 모델이 토픽이 의미론적

으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는지 측정하는 coherence 
score[7][8]를 구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맛, 가격, 서비스로 분류된 각 항목의 평점에 따라 전

체 리뷰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
여 각 데이터셋에 최적화된 coherence score를 선정하

였다.  

 

 

그림 2: coherence score 시각화 예시 

그림 2 에서는 맛: 3 / 가격: 1 / 서비스: 1 또는 3로 

평가받은 리뷰 데이터셋의 coherence score 수치를 통
해 해당 데이터셋의 최적화된 토픽 개수가 8개임을 알 
수 있다.  

 

4.2.2 모델 훈련 및 실험 과정 

LDA 모델에 사용할 리뷰들은 맛, 가격, 서비스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1/3/5의 점수로 
평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의 평점에 따라 리
뷰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다. 이렇

게 완성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LDA 모델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chunk size: 한 번에 훈련에 처리될 문서의 
수, passes: 모델 훈련 횟수, iterations: 코퍼스의 토픽 

분포를 추론할 때 코퍼스를 통한 최대 반복 횟수)를 변
경해가며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모델을 훈련시켰
다. 

 

 

 

5. 분석 및 결과 

5.1.1 토픽 모델링 결과 시각화 

본 과정에서는 LDA 모델의 주제들을 서비스 측면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토픽으로 나눈 결과를 설명한다. 
LDA 모델의 학습결과를 시각화 해주는 파이썬 라이브

러리인 pyLDAvis[9]을 사용하여 나타낸 LDA 모델링 
결과는 다음 그림들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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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토픽 모델링 결과 시각화 예시 

그림 3 에서는 전체 리뷰 데이터가 토픽 모델링을 통
해 5개의 토픽으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다. 원의 크기
는 해당 토픽에 속해 있는 단어의 개수를, 원 사이의 거

리는 토픽 간의 유사성을 나타낸다. 

그림 4 에서는 각각의 항목이 맛: 1 또는 3 / 가격: 1/ 
서비스: 1 또는 3으로 평가받은 리뷰들을 하나의 데이

터셋으로 만들어 coherence score를 통해 토픽 개수를 
6개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공간이나 장소와 같
은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단어들로 토픽이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에서는 각각의 항목이 맛: 1 또는 3 / 
가격: 1/ 서비스: 1으로 평가받은 리뷰들을 하나의 데
이터셋으로 만들어 coherence score를 통해 토픽 개수

를 5개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사람이나 감정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단어들로 토픽이 구성된 것
을 볼 수 있다. 

 

그림 4: 토픽	모델링으로	분류한	유형적인	요소의	분류	

 

그림 5: 토픽	모델링으로	분류한	무형적인	요소의	분류	

 

5.1.2 새로운 분류 기준 제시 

여러가지의 데이터셋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며 나온 

결과를 종합한 결과,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유형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과 무형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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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장소, 공간) 

시설, 환경, 공간, 테이블, 화장실, 위
생, 좌석, 매장, 주차, 내부, 불편 

무형 

(사람, 감정) 

손님, 응대, 서비스, 불친절, 실망, 직

원, 종업원, 사장, 서빙, 말투, 태도, 
계산, 웨이팅, 대기, 예약, 전화 

표 1: 토픽 모델링 결과를	종합한 새로운 분류 기준 

 

5.2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한 리뷰 

5.2.1 유형(장소, 공간)의 서비스로 분류한 리뷰 

유저 A 
맛:3 
가격:3 
서비스:1 

“...주차가 진짜 별로다 주차요원이 
왜있는지 모르겠고 자리도 없어서 

주차하는데만 오래걸림…” 

유저 B 
맛:3 
가격:1 
서비스:1 

“...인테리어 깔끔하고 예쁘지만 테

이블 간격이 엄청 좁음 맛은 나쁘지 
않은데 가성비 떨어지는 느낌…” 

표 2: 유형의 서비스 부정 평가 리뷰 

유저 A는 주차하는 과정에서, 유저 B는 테이블 간격에

서 불편함을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5.2.2 무형(사람, 감정)의 서비스로 분류한 리뷰 

유저 C 
맛:3 
가격:1 
서비스:1 

“...서빙이나 주문 받을 때는 괜찮은
데 계산할때 총 얼마인지도 말을 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말도 안하고 

카드만 휙가져가고 정말 계산만 틱
틱합니다…’’ 

유저 D 
맛: 5 
가격: 1 
서비스: 1 

“...전화주거나 번호표 나눠주고 시
간되면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든 일 입

니까…’’ 

표 3: 무형의 서비스 부정 평가 리뷰 

유저 C는 손님 응대 과정에서, 유저 D는 웨이팅 과정
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5.3 분석 결과 

토픽 모델링을 통해 나온 토픽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5.1.1에서 제시한 것처럼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

을 유형(장소, 공간)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과 무형(사
람, 감정)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의 두 가지 분류로 나

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5.1.2의 결과처럼 새
로운 기준에 따라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두 분류로 
나누었다.  

각 분류의 단어들을 포함하는 리뷰들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5.2의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리뷰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시한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비스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리
뷰를 토픽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나온 
토픽들을 토대로, 리뷰를 구성하는 단어들을 유형의 서

비스와 무형의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위와 같은 분류 기준을 토대로 리뷰를 구성하는 단어들
을 나눌 수 있었고, 실제 리뷰 또한 위 기준에 맞춰 분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리뷰 
중 서비스 항목의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했으며, 본 논
문의 결과를 참고하여 실제 식당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식당들의 리뷰 데이터가 부족하여 각 
식당들의 리뷰마다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더 많은 플랫폼의 리뷰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더 자
세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식당마다 서비스 개선 솔루
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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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존 리뷰 시스템은 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보여주기 위해 평균 평점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평점이 실제 만족도보다 높게 평가되는 현상인 

‘평점 인플레’ 로 인해, 평점 시스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점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 

호텔 리뷰 데이터에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리뷰의 감성을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키워드 추출 

방법론을 사용하여 키워드 목록을 만들고, 리뷰와 키워드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로 

하여 시각화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평점 인플레로 인해 의미를 잃고 있는 리뷰 평점 

시스템이 본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감성분류, 키워드추출, 시각화, 리뷰데이터 

 

1. 서 론 

현재의 리뷰 시스템은 평균 평점을 가장 먼저 노출시켜, 

소비자들이 이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전체적인 

만족도를 어림짐작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리뷰 시스템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번째로, 평점 인플레 현상이다(ZDNET Korea, 

2021)[1]. 평점 인플레란 평점이 실제 만족도보다 높게 

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내 배달 앱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배달의 민족의 경우, 별 한 개의 리뷰 

하나만 받아도 평균 평점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평균 

 
* Corresponding author 

평점을 기반으로 평점 높은 순으로 정렬되는 리뷰 시스템 

특성상 평균 평점은 업주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부 점주의 평점 수정 요청과 평점을 일부러 높게 

주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심리가 겹치면서 평점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평점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 평균 평점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5 개의 치킨업체가 모두 매우 높은 

평점을 유지해, 어떤 음식점이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음식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즉, 현재 리뷰 

생태계에서의 평균 평점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1. 치킨 매장의 평균 평점> 

두번째로, 평균 평점은 무엇을 기반으로 점수를 

부여했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호텔 리뷰의 경우 해당 

호텔이 높은 평점을 받은 이유가 청결도 때문인지, 

서비스 때문인지 리뷰를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즉, 

평균 평점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며, 

리뷰를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한다. 

많은 플랫폼들이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여러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네이버에서는 평균 평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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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키워드 그래프를 보여준다[그림 2]. 하지만, 

네이버의 키워드 그래프는 리뷰를 기반으로 생성된 

그래프가 아니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키워드로, 

리뷰어가 리뷰를 남기기 전에 선택한 키워드이고, 이미 

지정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가 업체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네이버가 평균 평점 

대안으로 내세운 방법인 키워드 그래프는 평균 평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 

 

<그림 2. 네이버 키워드 그래프>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호텔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고 긍부정 분류 예측 모델을 만들어, 

리뷰의 긍부정을 예측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리뷰의 

긍부정 비율을 파이 차트로 보여주고,  리뷰를 기반으로 

한 핵심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주어 소비자가 

리뷰를 모두 읽어보지 않아도 해당 호텔의 만족도와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관련 연구 

2.1. 기계학습 기반 리뷰 감성 분석 연구 

전자 상거래에서 사용자 리뷰는 소비자 및 기업에게 

모두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 사용자 리뷰는 보통 

리뷰 텍스트와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여주는 평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같은 평점을 갖더라도 리뷰 텍스트에는 

긍정 및 부정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다. 

최자영 et al.(2020)[2]은 온라인 리뷰의 평점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감성분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호연 et.al(2019)[3]에서는 영화 리뷰 

감성분석을 딥러닝 기법 알고리즘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과 Long Short-Term 

Memory(LSTM)을 결합한 모델을 제안하여 딥러닝 단일 

분류 모형보다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2.2 키워드 추출 연구 

키워드 추출(Keyword Extraction)은 주어진 문서에 

포함된 핵심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키워드를 

추출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서들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고 문서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검색에 활용함으로써 키워드 추출은 

빠른 문서 탐색에도 기여한다. 김도경 et.al(2020)[4]은 

중국 언론 키워드 분석을 위해서 사용자 정의 사전을 

추가해 고유명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TF-IDF)와 

N-gram 사용해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때 N-

gram 은 Unigram 으로 진행하고, 각 문서의 TF-IDF 

값을 정렬하여 키워드 리스트를 생성했다. 강현석 

et.al(2021)[5]는 KeyBERT 로 추출된 키워드와 후보 

키워드 TF-IDF 방법에 의해 추출된 상위 10 개 키워드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박대서 et.al(2018)[6]는 

기존 TF-IDF 기반 키워드 추출에서의 의미적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결합벡터를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3. 데이터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호텔 리뷰를 사용하였다. 연구 목적에 

맞는 호텔 리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호텔 성급, 

평점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여행관련 온라인 

사이트인 아고다(https://www.agoda.com/)에서 

크롤링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서울, 강릉, 

제주, 여수, 인천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호텔의 성급 

비율을 고려하여 리뷰를 수집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파생변수를 만들어 데이터는 [표 1]와 같이 

총 11 개의 입력변수와 1 개의 출력 변수로 구성하였다. 

입력변수 출력변수 

star(성급), Hotel_name(호텔이름), reviewer_name 

(리뷰어이름), trip_type (여행 타입), room_type 

(방종류), trip_date_year (리뷰어가 호텔에 묵은 년도), 

trip_date_month (리뷰어가 호텔에 묵은 달), title 

(리뷰 제목), review(리뷰), trip_day (여행일수), 

review_date (리뷰 남긴 날짜) 

rate(평점) 

<표 1. 데이터 변수> 

또한 평점 비율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샘플링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표 2]과 같이 총 104 개의 호텔에 대한 

19,287 개의 리뷰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1 성급 2 성급 3 성급 4 성급 5 성급 합계 

호텔수 15 7 25 46 11 104 

리뷰수 950 967 3532 10659 3178 19,286 

<표 2. 호텔 데이터 수집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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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데이터 전처리 

기존 데이터의 평점은 1~10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과 부정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리뷰만 사용하기 위해 

5~7 점에 해당하는 리뷰를 제외하였다. 1~4 점대는 부정 

리뷰로, 8~10 점대는 긍정 리뷰로 라벨링 하였고 [표 

3]에 그 예시를 나타내었다.  

인덱스 리뷰 … 평점 

0 
교통이 편리하고 출장 때 이용하기 

좋은 가성비 좋은 도심 호텔입니다 
 1 

1 별로였습니다  0 

<표 3. 수집한 데이터 중 리뷰와 평점> 

리뷰의 한국어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조정하기 위해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기반의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py-

hanspell 와 한국어 자연어처리 라이브러리 soynlp 를 

사용하였다. 맞춤법 검사기가 ‘가성비’를 ‘가성’+’비’로 

수정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단어들은 직접 

수정하였다. 문장부호는 2 개 이상 등장 시 1 개로 바꾸어 

주었고, 한글, 공백, 문장부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하였다. 전처리 후에 review 에 NULL 값이 발생하여 

NULL 값이 존재하는 행은 제거하였고, 같은 리뷰어가 

반복 문장을 작성한 경우 한 문장만 사용하였다. 전처리 

후에 리뷰의 총 개수는 12,942 개로 해당 데이터로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4. 방법론 

4.1. Korean BERT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BERT)[7]는 사전 학습된 대용량의 

unlabeled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 질의응답, 번역과 같은 특정 task 를 

위한 신경망을 추가하는 양방향 학습 모델이다. BERT 는 

기본적으로 대량의 단어 임베딩에 대해 사전 학습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며, 자연어 처리의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기존의 사전 학습 

모델과는 다르게 사전학습을 위한 Masked Language 

Model(MLM), Next Sentence Prediction(NSP)을 

사용하여 양방향으로 문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MLM 은 모델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입력 텍스트의 

일부를 랜덤으로 가리고 이렇게 가려진 단어를 예측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텍스트를 랜덤으로 가리는 작업을 

masking 이라고 한다. 기존 사전학습 모델에서는 

단방향으로 문장을 확인하며 문장 전체를 예측했다면 

BERT 는 masking 된 텍스트를 예측하며 사전학습을 

진행한다. BERT 는 MLM 을 통해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NSP 는 두 문장을 준 후, 이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인지 

아닌지 맞추는 방식으로 훈련시킨다. 이를 위해서 

50:50 의 비율로 실제로 이어지는 두 개의 문장과 

랜덤으로 이어 붙인 두 개의 문장을 주고 훈련시킨다. 두 

문장은 [SEP]라는 스페셜 토큰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Korean BERT(KoBERT)[8]는 한국어 기반의 

BERT 이다. KoBERT 는 위키피디아나 뉴스 등에서 

수집한 수백만 개의 한국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코퍼스를 학습한 사전학습 모델으로, 한국어의 불규칙한 

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토큰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KoBERT 에 Classifier 를 

붙여 모델을 구성하였고 [그림 3]와 같다.  

 

<그림 3. KoBERT> 

4.2. TF-IDF 

TF-IDF[9]는 단어의 빈도와 역문서 빈도를 사용하여, 

문서에서 단어들의 빈도를 행렬로 표현한 Document-

Term matrix(DTM)내에 있는 각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다. 문서의 유사도를 구하거나,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구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특히 TF-

IDF 는 모든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며, 특정 문서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리뷰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데 적합하다. TF-IDF 는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d: 문서,  t: 단어 

𝑇𝐹 − 𝐼𝐷𝐹(𝑡, 𝑑) = 𝑡𝑓(𝑡, 𝑑) × 𝑖𝑑𝑓(𝑡) 

<식 1. TF-I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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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d 는 문서, t 는 단어, 𝑡𝑓(𝑑, 𝑡) 는 특정 문서 

d 에서의 특정 단어 t 의 등장 횟수, 𝑖𝑑𝑓(𝑑, 𝑡) 는 

log ( 𝑛
1+𝑑𝑓(𝑡)

)로, 𝑑𝑓(𝑡)는 특정 단어 t 가 등장한 문서의 

수를 의미한다.  

5. 실험 결과 

5.1. 실험 셋팅 

본 연구에서 사용한 KoBERT 의 파라미터는 [표 4]와 

같다.  

파라미터  값 파라미터 값 

Batch size 32 Max length 64 

Dropout 0.5 Learning rate 5e-5 

Layer Activation 

Function 
Sigmoid Loss Function 

Binary Cross 

Entropy 

Optimizer 
Rectified 

Adam 
  

<표 4. KoBERT Parameter> 

또한 전체 데이터 중 90%(11,647)는 훈련데이터로 

10%(1,295)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random_state 를 2022, epoch 은 4 로 설정하였다.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각 클래스 비율은 

긍정리뷰(1) 약 64%, 부정리뷰(0) 약 36%이다. 

5.2. 감성 분류 결과   

리뷰 데이터에 대해 분류 모델 결과가 [표 5]와 같다.   

Model Precision Recall F1-score Accuracy 

KoBERT 0.91 0.91 0.91 0.92 

<표 5. KoBERT 를 이용한 분류 결과> 

테스트 데이터 셋의 예측 정확도는 92%로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추가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표 6]과 같이 각 리뷰 데이터 마다 

예측한 값과 긍부정 확률을 추가하였다. 

Review … 실제값 예측값 예측확률 

가성비 좋고 교통이 좋아요. 주변에 

맛집도 많고 
… 1 1 0.98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가성비가 좋은 

호텔입니다. 
… 1 1 0.97 

가격 대비 위생상태나 직원들 친절도가 

불만스럽네요. 
… 0 0 0.96 

<표 6. 실제값과 예측값, 예측확률> 

 

5.3. 리뷰 핵심 키워드 추출 

그림 4 와 같이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지 않고 빈도수 

기반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면, 대부분의 호텔 

리뷰에서 많이 언급되는 ' 좋다', '위치', '너무', '가격' 과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호텔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리뷰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림 4. 빈도수 기반으로 만든 리뷰 워드 클라우드> 

리뷰에서 키워드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TF-IDF 와 

Sentence Transformer 를 활용하였다. Sentence 

Transformer 를 사용하여 임베딩 하기 위해 N-gram 을 

(1,1)로 설정하여 키워드를 분리하였고, 키워드 목록을 

데이터에 추가하여 임베딩을 수행하였다. 임베딩 키워드 

중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였다. 리뷰와 키워드 간의 유사도가 가장 큰 

키워드를 리뷰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라고 

가정하였다. 핵심 키워드 목록에는 조사가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거나 ‘갔다’, ’갔습니다’, ‘갔는데’ 와 같이 

형태소 원형이 아닌 키워드들이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만든 오픈소스 한국어 처리기인 Open 

Korean Text(Okt)를 사용하여 형태소 원형으로 

바꿔주었다. 그리고 불용어 사전을 만들어 호텔 리뷰 

데이터에 자주 등장하는 특정 불용어들을 제거해주었다. 

코사인 유사도 계산 결과에서 가장 유사한 단어 상위 

5 개만 추출하였다. TF-IDF 와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추출한 핵심 키워드는 [표 7]과 같다. 

Review TF-IDF 핵심 키워드 

가성비 좋고 교통이 

좋아요. 주변에 맛 집도 

많고 

['가성비', '교통이', 

'많고', '좋고', '좋아요', 

'주변에', '집도'] 

['교통이', '많고', 

'집도', '좋아요', 

'좋고'] 

깨끗하고 도심과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 '도심과',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접근성이', '도심과', 

'깨끗하고'] 

거리가 있지만 

숙소에서 바다도, 

일몰도 볼 수 있어요 

단출하지만 조식도 

무료제공되고 위치도 

좋아요 중문에 계시면 

추천해요! 

['거리가', '계시면', 

'단출하지만', 

'무료제공되고', '바다도', 

'숙소에서', '위치도', 

'일몰도', '있어요', 

'있지만', '조식도', 

'좋아요', '중문에', 

'추천해요'] 

['무료제공되고', 

'위치도', '추천해요', 

'일몰도', '바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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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TF-IDF 및 코사인 유사도로 추출한 핵심 키워드> 

5.4. 시각화 

5.4.1. 긍부정 리뷰 비율 시각화 

호텔 이름 입력 시 전체 리뷰 개수, 긍정으로 예측한 

리뷰의 개수, 부정으로 예측한 리뷰의 개수를 측정하여 

긍부정 리뷰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긍부정 리뷰의 비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파이차트를 사용하였고,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긍정, 부정 리뷰 비율 파이 차트> 

 

5.4.2. 핵심 키워드 추출 시각화 

호텔의 핵심 키워드를 이용하여 리뷰를 한 눈에 

보여주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였다. 형태소 

원형으로 바꿔 준 핵심 키워드들의 빈도수를 측정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5.4.3. 긍정 및 부정 리뷰 비율이 높은 호텔 

호텔별로 긍정 리뷰 비율과 부정 리뷰 비율을 계산하여 

긍정 리뷰 비율이 높은 호텔 순, 부정 리뷰 비율이 높은 

호텔을 데이터프레임으로 정리하였고, [그림 7]과 같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고객 만족도 높은 호텔과 고객 

만족도가 낮은 호텔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긍정 및 부정 리뷰 비율이 높은 호텔 목록> 

5.5. 최종 리뷰 프레임워크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종 프레임워크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시스템 프레임 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기존 데이터에 모델 예측 값, 리뷰 TF-

IDF 키워드 목록, 핵심 키워드 목록, 감성 확률을 새로운 

특성으로 사용하여 호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을 

보여주는 시각화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1) 

모델이 예측 분류한 긍정, 부정 리뷰를 바탕으로 특정 

호텔 이름에 대해 리뷰 기반 예측 분류한 긍정 및 부정 

리뷰의 비율을 보여주고, (2) 각 리뷰를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고, (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수 

기반 워드 클라우드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림 9]과 

같은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호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이사항을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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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시보드> 

6. 결론 및 논의 

모델이 리뷰의 긍정, 부정을 분류하여 긍정, 부정 

리뷰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 평균 평점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보여줄 수 있으며, 기존 

리뷰 시스템의 ‘평점 인플레’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리뷰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시각화를 통해 

소비자들은 업체의 분위기와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 리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후 추후에 발전시킬 점과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가 추출한 키워드 상위 5 개는 

감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성이 반영된 키워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키워드도 포함되어 있다. 추후에는 

감성이 반영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논문에서는 모델이 리뷰의 긍정, 

부정을 직접 분류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비율로 

보여주어 '평점 인플레'를 해결하려고 하고자, 

5~7 점대의 리뷰를 삭제하고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은 1~4 점대를 부정으로 하고,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8~10 점대를 긍정으로 하였다. 하지만, 1~4 점, 

8~10 점대 중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함께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했다. 이 경우에 리뷰와 평점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이즈 

데이터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호텔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하는 사항들(청결도, 서비스, 

위치, 가성비 등)에 따른 점수를 리뷰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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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⓿㭫✯ⵏ 㾷≖㺧㈃ 䄇⯜䃿⌇  㾷≖㺧ほ⯇ ⭗ㅔểᴿ 
㰇 ㋇㈼䀃ᴿ 㬗ほ㯛㈃ ⳃᚫ ᵃたᭃឋ 
㈳┛, 㰇 ㋇㈼ ឧ㋀ ⭗ㅔ ⶇ 㑈ᚫ䀃ឋ ㈳ᶏ. 
⊲ ⭗ㅔ ᵃたᭃឋ ㈳ᴿ ⯇⣯ⵏ ᶫ⭬⌇ 
⭗ㅔ⯜ 㹴ᚫ 㑯䀴䀓⌇⸓ ◣㋇㊻ 㶷⿰䀃ᴿ ᜮ 
⭗ㅔ㈻ ᝨ䂃 䁐⭬ ㆯ䀟 ㎼ㄿ䀃ᶏ. Ί∧⯇ ➣ 
゛᠗ほ⯇ᴿ 䂯 ⯇⣯ⵏ㈃ 䄇⯜䃿ル ⭗ㅔ㈻ ᝨ䂃㈃ 
ᛇ⯋ ㆯ䀃 ᶏ〼䀇 ⭗ㅔ⯜ 㹴ᚫ ⛔❀⌋ 䄇ㅔ䀃, 
◣㋇㊻ ⛇䀃ឋ ᢣ ⛇㊯ ⛔䁐 ⿷➟ឋ㈻ 䀃カᶏ. 

㎧㋇た 

⓿㭫✯ⵏ, 㾷≖㺧, 㰇 ㋇㈼, ⭗ㅔ⯜ 㹴ᚫ 

1. ⯇ ⌋ 

1.1 ゛᠗㈃ ⛛ᝨ ⚺ ╔㊬ 

㧿⌇ᭃ 19 ほ ㈃䀇 ⣯ᶫ┟ ⭬䄔⌇ ㈣䀟 ⓿㭫✯ⵏ 
㾷≖㺧㈃ ⭗ㅔ ᢴ㑈䀃ឋ ㈳┛[1][2] ⊗䀇 
⓿㭫✯ⵏ 㾷≖㺧㈃ ⭗ㅔ㈻ᾏ ⰷ⣯㈻㈣ Ẅⶇほ 
㰇 ᾜ 㑬㊼ ⮈⭛䀃ឋ ⳃ㈠ て ⳃ ㈳ᴿ 
㬗ほ㯛 䀋 䀃ᴿ 㵤㒀 ᚫ㑫ឋ ㈳ᶏ.[3] ほ 
Ί∧ 㨃㯻㣋㈃ ⮈⭛ ⎓た㑫ᴿ ⓿㭫✯ⵏ 㰇 
㋇㈼ ឧ㋀㈃ ㎼ㄿ⯜ 䄀ᶫểឋ ㈳ᭃ,[4] ル 
ឫ⋓ệ ⭗ㅔ⯜ ゛᠗ᴿ ⠫㌜䀇 ⶏ㋀ᶏ. Ί∧⯇ ➣ 
゛᠗ほ⯇ᴿ 䂯 ⯇⣯ⵏ㈃ 䄇⯜䃿ル ⭗ㅔ㈻ ᝨ䂃㈃ ᛇ⯋ 
ᣛ䄷 ⛇䀋 ⳃ ㈳ᴿ ᶏ〼䀇 ⭗ㅔ⯜ 㹴ᚫ ⛔❀⌋ 
䄇ㅔ䀃,[8][11] ◣㋇㊻ ⛇䀃ឋ ᢣ ⛇㊯ ⛔䁐 
⿷➟ឋ㈻ 䀃カᶏ. 

1.2 ゛᠗ ⛔❀ 

➣ ゛᠗ほ⯇ᴿ ⓿㭫✯ⵏ 㾷≖㺧㈃ ᛇ ⚺ ᚫ㤃ル 
⓿㭫✯ⵏ 㰇 ㋇㈼ほ ᶫ䀃 ◣䁷 㱠䀟 

䀟䀃カᶏ. ᢣឋ ⓿㭫✯ⵏ 㰇 ㋇㈼ ឧ㋀ほ⯇㈃ 
◣㋇㊻ ṯ㡇䀃ឋ㈻ ⭗ㅔ㈻ル ㊯◣ᚫ ᶫ⭬⌇ ⯣ 
✳ほ ᜣ㤇 ⭗ㅔ⯜ 㹴ᚫ 㑯䀴䀃カ┛, 㹴ᚫ ឧ 
㋀䀃ឋ  ⚿㮀⌇ ⓿㭫✯ⵏ 㰇 ㋇㈼ ឧ㋀㈃ 
⛇㊯ ⛔䁐 ╓䀃カᶏ. 

2. ⓿㭫✯ⵏ 㾷≖㺧ឧ ⓿㭫✯ⵏ 㰇 ㋇㈼ 

⓿㭫✯ⵏ 㾷≖㺧 ⚿㭫 㱠䀟 3㛓ㅻ ᚫ⭬⯣ᝯほ⯇ 
䄇Ẅ䀋 ⳃ ㈳ᴿ ហᚯ⌇ 3D ᢣ≃㿨 ᣛⳋឧ ㈣㯛ᯢ 
⛇㊯ 㱠䀃 ㋇㹃㱋, ⌇⢿⌈ⵏ ᾜ㈃ ᶏ〼䀇 ⯇⣯ⵏ⌇ 
⛇㊯䀃ឋ ㈳┛ ほ ᶫ䀇 ⭗ㅔ ㊻㛓 㑈ᚫ䀃ឋ 
㈳ᶏ.[1] ⊗䀇 ⓿㭫✯ⵏ 㾷≖㺧 ㋇ហ䀟〧 䀃ᴿ 
᾿㈻㈣㊬ ᚫ㤃 ⭟㹟➟┟ 㼇 1 ឧ ᛄ '㹣⯜', 
'䅓㇓⯜', '⚣⯜' ㈳ᶏ.[5-9] 

㼇 1. ⓿㭫✯ⵏ 㾷≖㺧㈃ ᾿㈻㈣㊬ ᚫ㤃 

ᚫ㤃 ⯏┰ 

㹣⯜ で⑳ᭃ  䀄ⵠ䀃ឋ ⭗ㅔ䀋 ⳃ ㈳ᴿ㑫 

䅓㇓⯜ で⑳ᭃ ⤋␟ឋ ᚯᶓ䀃 ⳃ䀴䀋 ⳃ ㈳ᴿ㑫 

⚣⯜ で⑳ᭃ ᶠឋ ㌛䃿⌘ᶏឋ ᴻᬧᴿ㑫 

₻䀇 ⓿㭫✯ⵏ 㾷≖㺧ほ⯇ ⭗ㅔ䀋 ⳃ ㈳ᴿ 㰇 
㑬㊼ ㋇㈼ ⚺ 㶻⒏䀃ᴿ 10~20 ᶫ㈣ MZ ⯣ᶫ㈃ 
㬗ほ㯛 ⳃᚫ 㑈ᚫ䀃ឋ ㈳┛, ⊗䀇 㰇 
㋇㈼䀋 ⳃ ㈳ᴿ ⓿㭫✯ⵏ 㰇 ㋇㈼ ⯇⣯ⵏᚫ 
ᶏ〼䀃 ᾜ㉐䀃ឋ ㈳ᶏ.[4] ⓿㭫✯ⵏ 㰇 ㋇㈼ 
ㆯ䀟⯇ ⓿㭫✯ⵏ 㾷≖㺧ほ⯇ ㋇ហ䀃ᴿ ⵏ㵇᾿ハ 
⯇⣯ⵏ ㅔ䀃┟ ⚿㭫ᚫ 㛔ㅔ䀃ᴿ ㈃␃, ㉐ⶋ᠗ 
ᾜ ᚯᶓ䀃ឋ ワ⯜ṯ ᰽ ㋇㈼䀋 ⳃ ㈳ᶏ.  
㱠䀃 ㋇ហểᴿ ᣛ➣ 㰇 㵫ほ ㅻ䀃ᴿ ᾿㈻㈣ 
⚣㑫 ㈰䈳┟ ⭗ㅔ㈻⑷㈃ 㰇 ㋇㈼  
ᚫᵐ䀃ᶏ. ᶫ㼇㊬㈣ ⭗⋫⌇ᴿ ㋇㹃㱋 ⵏ㵇᾿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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ě㰇㾷⑪ ほ᾿㯛Ĝᚫ ㈳┛[4][6][10]  㱠䀟 
⭗ㅔ㈻ᚫ ㋇㈼䀇 㰇 ㋇㹃㱋 ㊯㝟 㰇㈃ 
ᶫᶏⳃ 㛓㑫䀃ឋ ㈳ᶏ.[1] 

 

ᢣ⑧ 1. ㋇㹃㱋 ⵏ㵇᾿ハ ě㰇㾷⑪ ほ᾿㯛Ĝ㈃ ᶫ㼇 ㈣㯛㹃ⵏ 

3. ⓿㭫✯ⵏ 㰇 ㋇㈼ ឧ㋀ほ ᶫ䀇 ⭗ㅔ⯜ 㹴ᚫ 

3.1 ⭗ㅔ⯜ 㹴ᚫ ᛇㄿ 

⭗ㅔ㈻ᚫ ⓿㭫✯ⵏ 㰇 ㋇㈼䀃ឋ ᾜ⌈䀃ᴿ 
ឧ㋀ほ⯇㈃ 䀴㮇ル ㈃ ⳃ㑼䀃ឋ ㊯◣ᚫ㈃ 
ឫ㊻ほ⯇ コ⭬ểᴿ ◣㋇㊻ឧ ほ ᶫ䀇 ᛇ⯋ ⛔䁐 
ⳃ㑼䀃ឋ㈻ ⭗ㅔ㈻, ㊯◣ᚫ ᚬᚬឧ 䀓ᦃ ᢣ⑧ 2ル ᛄ 
⯣ ✳㈃ ⭗ㅔ⯜ 㹴ᚫ 㑯䀴䀃カᶏ.[8][11] ⓧ㊫ 
᾿㈻㈣㊬ ᚫ㤃 㡔㌜䀃ᴿ㑫 ⿷➟ឋ㈻ 㝖 ✳㒣 
㹴ᚫほ⯇ᴿ ⭗ㅔ㈻ほ 㮇ⵏ㬗[㼇 2] ⳃ䀴䀟 ➟ṯ⌈ 
䀇 䅯, ᾿㈻㈣㊬ ᚫ㤃[㼇 1]ル ឫ⋓ệ ⯣⠫ 㑳◣ 
⚿㮀⌇[13-15] ⯇┟ ㈣㯛⢛ 㑯䀴䀃カᶏ. ᢣឋ 
ỻ ✳㒣 㹴ᚫほ⯇ᴿ ឫ㛛 㑯䀴䀃 㮇ⵏ㬗[㼇 2] 
㑯䀴 ឧ㋀ほ⯇ ⶏ㋇ ⭗ㅔ 䀴㮇 㶷⿰䀃ឋ ◣㋇ᚫ 
⛇⮈䀃ᴿ ㇋ ⿷➟ឋ㈻ 䀃カ┛,  ឧ㋀ほ⯇ 
ハ␃ᚫ ⛇⮈䀇 ⠫⠯㈃ ㇋ ◧た➟ឋ 〉⯇ 㑯䀴䀇 
⯇┟ ㈣㯛⢛ほ⯇ ⭗ㅔệ ⯣⠫ 㑳◣⌇ 㠿ᚫ ㈣㯛⢛ 
䀃カᶏ. ⑳㑫⑴⌇ ⯣ ✳㒣 㹴ᚫほ⯇ᴿ ⭗ㅔ ឧ㋀ほ⯇ 
コ⭬ểᴿ 㠿ᚫ ◣㋇㊻ 㶷⿰䀃ឋ 䀟 ⛔⿳ 
⛇䀃ឋ㈻ ㊯◣ᚫ ᶫ⭬⌇ ⭗ㅔ⯜ 㹴ᚫ䀃ᴿ 
Cognitive Walkthrough 㑯䀴䀃カᶏ.[12] 

 

ᢣ⑧ 2. ⭗ㅔ⯜ 㹴ᚫ 㑯䀴 ⛔❀ 

㹴ᚫ ᶫ⭬ ᶫ㼇㊬⌇ ╓⚿㈧ほ⯇ ⭗ㅔểᴿ ㋇㹃㱋 
ⵏ㵇᾿ハ㈃ ě㰇㾷⑪ ほ᾿㯛Ĝ⌇ ⯋㋀䀃カ┛, ⭗ㅔệ 

㮇ⵏ㬗ᴿ 㰇 ㋇㈼ ⚺ ᾜ⌈ ឧ㋀ ⚿㮀⌇ 
ᛇ⛇ểびᶏ.[㼇 2] 

㼇 2. ⭗ㅔ⯜ 㹴ᚫほ⯇ 䄇ㅔệ 㮇ⵏ㬗 

㮇ⵏ㬗 
㋇㹃㱋 ╓⚿㈧ 〜⌇ ě㰇㾷⑪ ほ᾿㯛Ĝ 
䄇ㅔ䀃 ㈻ⶋ㈃ 㰇 ᾿㈻㈣ 
ᾜ⌈䀃ᣛ 

ឧ㋀ ⯣⠫ 㮇ⵏ㬗  

1. ṯ⿳ 
⚣㑫 
㊫㉐ 

㮇ⵏ㬗 1.   
㰇 㰇㾷⑪ ἃ⊗➟ឋ ㅻ䀃ᴿ 
㰇㈃ ᾿㈻㈣ ṯ⿳ ⚣㑫 ㊫㉐䀃ᣛ 

2. ṯ⿳ 
ᾜ⌈ 

㮇ⵏ㬗 2.  
᾿㈻㈣䀇 ᭃ⑷㈃ 㰇 㶻⒏䀃ᣛ ㆯ䀟 
ᾜ⌈䀃ᣛ 

㮇ⵏ㬗 2-1.  
᭟ᚫ ᾿㈻㈣䀇 ṯ⿳ ⚿㭫ほ ㈰䂫➟ឋ 
㛔ㅔ ╓ⵠ 䄀㈣䀃ᣛ 

㮇ⵏ㬗 2-2.  
㰇 ㋀➟ ㈰⋐ 䅯 ⭗ ㆯ䀟 
ᾜ⌈䀃ᣛ 

3. ᾜ⌈ 
⭬㮇 
䄀㈣ 

㮇ⵏ㬗 3.  
᭟ 㰇 ᾜ⌈ ㉃ ểびᴿ㑫 ⭬㮇 
䄀㈣䀃ᣛ 

3.2 ⭗ㅔ⯜ 㹴ᚫ ឧ  

⭗ㅔ⯜ 㹴ᚫ㈃ ឧ 㱠䀃 ᾿㈻㈣㊬ ᚫ㤃[㼇 1] 
㣌┟ほ⯇ ◣㋇㊻ 㼇 4ル ᛄ ㋀䀃カᶏ.  

㼇 4. ⓿㭫✯ⵏ 㰇 ㋇㈼ ឧ㋀ ⭗ㅔ⯜ 㹴ᚫ ឧ 

ᚫ㤃 no ⭗ㅔ⯜ 㹴ᚫ ឧ 

㹣⯜ 

1 
㈻ル 㨃 ᚯ㈃ ᚯ ᮾた ✯㵧 
ガ ㈣㑫䀃ᣛ た⋏ㅫ 

2 
ᶏ␣ 〜ほ⯇ ⭗ㅔ䀃㑫 ⿵ᴿ ⓿㭫㺗㈃ 
㨃 ㈃⚣ᚫ ╓䃣䀃 䀟䀃ᣛ 
た⋏ㅫ 

3 
✯㵧 Ჳほ ⇯㑫 ⿵ ✯㵧 ㈳ᴿ㑫 
㈣㑫䀃ᣛ た⋏ㅫ 

4 
✯㵧㈃ ᯏ⚸ ╓䃣䀃 ㈃⚣ 
䀟䀃ᣛ た⋏ㅫ 

5 
✯㵧㈃ ᯏ⚸ ╓䃣䀃 ㌛㈼ ⳇ⯇ 
䀟䀃ᣛ た⋏ㅫ 

6 㰇 ㋇㈼ ឧ㋀ほ ᶫ䀇 ⯏┰ 

서면 인터뷰 

(MZ세대 사용자 8명) 

 
관찰 및 사후 인터뷰 

(MZ세대 사용자 8명) 

 
Cognitive Walkthrough 

(UX 디자인을 전공한 석사과정 및 UX 디자이너)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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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䀃 ឧ㋀ 䀟䀃ᣛ た⋏ㅫ 

7 

⚿㭫ᚫ 㰇 㛔ㅔ䀃ឋ ㈳ᴿ 
╓ⵠ ㈻⯣䈳 䄀㈣䀃ᣛ 䉃ᾏた, 
㰇㈃ 3D ╓ⵠ ワ❨䀃 䀟䀃ᣛ 
た⋏ㅫ 

8 
㰇ほ ᶫ䀇 ⯏┰ ⠫㌜䀃 た⁏ 
㰇㈣㑫 ㈻⯣䈳 䄀㈣䀃㑫 ╦䀇 㛯 
㰇 ⯋㮈䀓 

9 
⣯䄇⯜䃿ệ ガ ᶏ␣ ㈰⋐㛨ឧ 䀓ᦃ 
㈳た ㈰⋐ ㆯ䀟 ⯋㮈䀓 

10 
ᣛ㌟ ⭗ㅔ ㈠Ⳅ䀇 〜ឧ ᶏ␣ ⭗ㅔ 
⛔ⶈ ῷ◣ほ ㋀➟ ㈰⋐ ể㑫 ⿵ㇷ 

11 
⭗ㅔ㈻㈃ ㌛㈼ ⚺ ⭬䄔ほ ᶫ䀇 㿧ᾇ⛜ 
ぱた ᶤ䄔ⵏ⊗ㅫ 

12 
㋀➟㈃ ⠫㉗⌇ ㅻ䀃ᴿ ㋀➟ ⿷ ⳃ 
ぱㇷ 

䅓㇓⯜ 

13 
⯇⣯ⵏ 㑯䀴 ⭬䄔ほ ᶫ䀇 㿧ᾇ⛜ 
⠫㌜䀃 ⌇ ⶇᚯ ᣛᶏ ồ 

14 
㰇 㤟㯷ឋ⌇⑷ ᠗⠯ểた ㈳た, 
ㅻ䀃ᴿ 㰇 㭻䀃ᴿḛ ハ≇ 
ⶇᚯ ⰷㄿồ 

15 
᾿㈻㈣䀇 㰇㾷⑪ ば⌇ᾇ䀃ᣛ ㆯ䀃 
㰇 㭻䀃ᴿ Ẅ㈧䀇 䀴ㆯ 
⛃➠䀟〧 䀓 

16 
╓ᾋ ✯㵧 Ჷ⊗➟┛ ᣛᵐ 㛩〧 
䀃ᣛ ῷ◣ほ ⶇᚯ ハ≃ ᜣ⑧ 

⚣⯜ 

17 
㈣㯛㹃ⵏ ❯⌇ 㷈ば㛨㈃ 䃀㮇ᚫ 
ᶏ␟ ᴻᦟ㑻 

18 
㊯⛃㊬⌇ 㰇 ⭬㈃ 㱠㈧⯜ 
ぱた ㌛䃿⌘㑫 ╦䀃ᶏឋ ᴻᦟ㑻 

19 
⓿㭫✯ⵏ 㾷≖㺧ឧ ᶏ␣ ⠯ㆯᣛ㈃ 
㈣㯛㹃ⵏᚫ ⶇᚬ㊬⌇ ᶠ㑫 
⿵ ᴻᦟ㑻 

20 
ⶇᚬ㊬㈣ ⚣㑫ル ㈣㺗ᢣ≃㿨⌇ 
㋀➟ ㋇ហ ể┟ ㌶ᝋㇷ 

21 
㿯ㄿ⯜ ㊬ ✯㵧 㬛 ガ 
㛓㑫䀃ឋ ㈳ㇷ 

4. ⛇㊯ ⛔䁐  

⭗ㅔ㈻㈃ ⭗ㅔ ᝨ䂃 ᛇ⯋䀃ᣛ ㆯ䀃 ᢣ⑧ 3ឧ ᛄ 
㇋⭗䀇 ⛇㊯ ⛔䁐 ᚫ㑫ᴿ 㹴ᚫ ឧᬧ 
ᢣ⎤㿼䀃カ┛ 㠇㌰㊬⌇ 㼇 5ル ᛄ 9ᛇ㈃ ⛇㊯ 
⛔䁐 ╓䀃カᶏ.  

 

ᢣ⑧ 3. ⛇㊯ ⛔䁐 ṯ㡇ឧ㋀ コⶇ 

㼇 5. ⓿㭫✯ⵏ 㰇 ㋇㈼ ឧ㋀ ⛇㊯ ⛔䁐 

ᚫ㤃 ⛇㊯ ⛔䁐 
ឫ⋓ 㹴ᚫ 
ឧ 

㹣⯜ 

1. ㈣㑫䀋 ⳃ ㈳ᴿ ✯㵧ឧ 
㈰⋐ ガ㈃ 䄇⯜䃿 ⚺ 
⣯䄇⯜䃿 䄀ⶏ䀃 
㋇ហ䀟〧 䀇ᶏ. 

1/3/9 

2. ⓿㭫㺗 䄇ㅔ䀇 ✯㵧ឧ 
㨃 ┰䄀䀃 㼇䂯䀟〧 
䀇ᶏ. 

2/4/5/10 

3. 㰇 ㋇㈼ ឧ㋀ほ ᶫ䀟 
᠗㝟㊬⌇ ⯏┰䀟〧 䀇ᶏ. 

6/8/11/12 

4. 㰇 ㊬ㅔ 䄀㈣䀋 ⳃ 
㈳ᴿ ㈻㇋⌇ㅟ ㈣㯛≄Ⰳ 
㋇ហ䀟〧 䀇ᶏ. 

7 

䅓㇓⯜ 

5. ⤋␟ 㭻䀋 ⳃ ㈳ṯ⌈ 
⯏┰  ᚯ䀃 㼇䂯䀟〧 
䀇ᶏ. 

13/14/16 

6. ⠳㿯ㄿ䀃 ể㼫䀃ᴿ 
ឧ㋀ ᶓ㡀䀟〧 䀇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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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Dental CT 영상은 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 할 때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많이 활용 될 뿐만 아니라 

미용 목적 시술 등을 받는데 활용 된다. 이 때 CT 

영상을 기반으로 환자의 보형물, 치아, 피부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진단한다. 본 연구는 치과 의사들의 

효율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의미론적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Dental CT 영상은 

환자 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자 별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는 등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dice coefficient, tversky index, focal 

tversky index 등을 탐색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한  

positive tversky index를 제안하고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 분석한다. 제안된 방법은 치과 CT 영상을 이용한 

진료 등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주제어 

Deep learning, Semantic segmentation, Dental, 2D 

image, CT 

 

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CT(computed tomography)는 컴퓨터 단층 촬영의 

약자로 x-선을 투과 시켜서 인체의 영상을 얻는 영상 

진단법이다.[1] 치과에서 CT 를 이용하여 치아, 

보형물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양한 병들의 조기 진단 

및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얼굴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치료 경험이 다름으로 

인해 치아의 위치 및 보형물의 유무, 크기 들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기존의 치과 CT 영상은 의사가 눈으로 

직접 치아와 보형물의 위치를 찾아 진단한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CT 영상에서의 

의미론적 분할(semantic segmentation) 방법을 

제안한다. 의미론적 분할을 통해 CT 영상으로부터 

상악, 하악 등 뼈의 영역과 치아, 보형물의 위치  및 

크기를 찾아 치과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진단 

시간의 감소와  정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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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컴퓨터 비전의 대표적 분야 중 하나인 의미론적 분할 

방법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딥러닝 기반의 

의미론적 분할 기법에 대한 내용이고 특히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에 제안된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Long, Jonathan, Evan Shelhamer, and 

Trevor Darrell[2]은 딥러닝 기반의 의미론적 분할을 

성공적으로 제안한 논문이다. 그들은 fully 

convolutional network(이하 FCN)를 제안하며 

convolution network 기반의 의미론적 분할이 

성공적으로 가능함을 보였다.  Ronneberger, Olaf, 

Philipp Fischer, and Thomas Brox[3]가 제안한  U-

Net은 딥러닝 기반의 의미론적 분할 기법 중 가장 

유명한 기법이다. 그들은 기존의 FCN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영어 u 의 형태로 구성하여 

세포 이미지에서 의미론적 분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Milletari, Fausto, Nassir Navab, and Seyed-

Ahmad Ahmadi[4]는 V-Net을 제안하여 세포에서의 

의미론적 분할 기법의 성능을 높였으며 또한 기존의 

FCN의 화소 단위의 범주 분류 및 정확도 측정 기법의 

단점을 지적하며 dice coefficien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Yuan et al.[5]은 dice coefficient와 

보다 intersection over union를 표현하는데 가까운  

jaccard index 를 제안하며 의미론적 분할 성능을 

높였다. Salehi et al.[6]은 dice coefficient에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versky index 를 

제안했다. Abraham et al.[7]은 tversky index 에서 

감마 수정자를 활용하여 좀 더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 

초점을 맞춘 focal tversky index를 제안했다. 

 

2. 연구 방법 

 

그림 1. 치과  CT 영상 예시, 위 CT 영상, 아래 식별화 영상. 

 

그림 2. 학습 파이프라인 

 

2.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CT영상은 497명의 환자영상으로 

연골, 피부, 상악, 하악, 코 보형물, 치아 보철물 총 

6개의 범주로 화소 단위로 식별화 되어 있다. 이 중 

치아 보철물, 코 보형물이 있는 환자 수는 각각 15명 

176명이고 각 환자별로 320장의 슬라이스 영상으로 

영상의 가로, 세로는 480 화소이다.(그림 1. 참고). 총 

159,040 장의 영상이 있고, 학습과 평가를 위해 

127,232장과 318,008장으로 분리 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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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환경 

 학습은 AMD Ryzen 7 3700X 8-Core Processor와 

NVIDIA GeForce RTX 2080 super 가 2 대 

장착되어있고 operating system 은 ubuntu 18.04 

LST 환경의 desktop PC 에서 수행되었다. python 

3.7.10 과 PyTorch 1.10, Numpy 1.19.2,  CUDA 

11.0에서 학습했다. 

 

2.3 모델 구성 

 실험에 사용된 모델은 U-Net[3]을 데이터에 맞게 

변경한다. convolutional layer(이하 conv layer)의 

레이어마다 batch normalization 을 사용하였으며, 

conv layer, batch normalization, ReLU 를 하나의 

블록 구조로 사용한다. conv layer의 bias는 삭제한다. 

mirror padding 대신 zero padding을 사용한다.(그림 

2. 참고) 변경된 모델을 기존의 손실 함수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학습 후 

비교 분석 한다.(표 1, 2 참고) 사용한 손실 함수는 

dice loss, focal tversky loss, focal positive tversky 

loss(ours)이다. 

 

2.4  focal positive tversky loss 

 기존의 dice loss 는 의미론적 분할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작동하는 손실함수지만,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 tversky loss[6]는 

dice loss 의 일반형으로 false negative 와 false 

positive에 임의의 가중치를 주어 학습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 

한다(식(1)). focal tversky loss[7]는 tversky loss 를 

기반으로한 일반화된 식으로 범주별 감마 수정자를 

통해  범주별 균형을 맞추어 불균형 문제를 해결 

한다(식(2)). 

 1 − 𝑇𝑃
𝑇𝑃 + 𝛼𝐹𝑁 + 𝛽𝐹𝑃

            (1) 

식 1 tversky loss : 0 < 𝛼 < 1, 𝛽는 1 - 𝛼, 만약 𝛼 = 0.5라면, 

dice loss와 동일. 

 

 ∑ (𝑇𝐿𝑐)1/𝛾
𝑐                (2) 

식 2 focal tversky loss : TL는 tversky loss,  1 <= 𝛾 <=  3, 

c는 범주 

 

  사용된 데이터는 범주별 영상수의 차이가 크고 영상 

내 작은 객체를 효과적으로 찾아야 한다. 하지만 focal 

tversky loss는 희소한 범주는 잘 찾지만, 그렇지 않은 

범주에 대해 성능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tversky loss 의 변형인 positive tversky loss 를 

제안한다. positive tversky loss 는 기존의 tversky 

loss의 가중치의 값을 0.5로 고정하여 dice loss의 

형태로 변형한 뒤, true positive 에 가중치를 주어 

패널티를 준다(식(3)).  가중치는 매 미니 배치 마다 

달라지며 각 범주마다 다른 값을 갖는다. 가중치는 

미니 배치의 영상 내 각 범주의 총 화소수를 영상의 

전체 화소수로 나눈 값을 1에서 빼서 구한다(식(4)). 

positive tversky loss는 학습 단계마다 구한 가중치를 

true positive에 곱하여 배치 내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범주를 잘 맞추더라도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화소수가 많아 학습이 잘 

되는 범주는 잘 찾으면서, 희소한  화소의 범주도 잘 

찾게 된다.   

    

 1 − 𝜎𝑐𝑇𝑃
𝑇𝑃 + 0.5×𝐹𝑁 + 0.5×𝐹𝑃

         (3) 

식 3 positive tversky loss : 𝜎𝑐는 범주별 가중치 

 𝜎𝑐  = 1 −    ∑ 𝑖𝑐𝑏  𝑏∈𝐵
𝐵×𝐻×𝑊

            (4) 

식 4 가중치 공식 : B는 배치, H는 이미지 세로 화소 크기, 

W 는 이미지 가로 화소 크기, c 는 범주 𝑖𝑐는 범주에 

해당하는 화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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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𝑃𝑇𝐿𝑐)1/𝛾
𝑐              (5) 

식 5 focal positive tversky loss : PTL는 positive tversky 

loss,  1 <= 𝛾 <=  3, c는 범주 

   

  마지막으로 focal tversky loss를 응용한다. positive 

tversky loss 에 감마 수정자를 적용하여 범주별 

균형을 최종적으로 조정해준다. 이렇게 제안된 focal 

positive tversky loss를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한다. 

 

3. 연구 결과 

표 1. dice metric 결과 

Index 
Dice 

Loss[4]. 

Focal 

Tversky 

Loss[7]. 

Ours. 

Dice Score 50.813 45.294 58.467 

 

표 2. 범주별 dice metric 결과 

Index 
Dice 

Loss[4]. 

Focal 

Tversky 

Loss[7]. 

Ours. 

피부 95.07 93.86 95.21 

연골 2.15 3.65 2.63 

치아 

보철물 

76.67 77.42 78.14 

코 보형물 9.95 13.40 12.53 

하악 2.23 1.77 52.19 

상악 72.04 29.47 70.94 

  

 

그림 3. (a) 치과 영상 (b) 식별화 영상 (c) 결과영상 

 

  연구 결과는 평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평가 기준은 dice coefficient로, 전통적이고 세 손실 

함수의 공통의 기준으로 적합하다. dice coefficient는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숫자가 높을 

수록 좋은 수치다. 본 연구는 이를 백분율로 살펴본다. 

표 1.은 평가 데이터 전체에 대한 dice score 이다. 

연구에서 제안한 focal positive tversky loss가 dice 

loss와 focal tversky loss에 비해 성능이 개선 되었다. 

표 2.는 평가 데이터의 각 범주별 dice score 이다. 

대부분의 경우 focal positive tversky loss가 성능이 

더 좋다. 특히 하악의 점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 보형물과 연골 등 희소한 두개의 

범주에 대해 focal tversky loss 가 더 좋다. 하지만 

우리의 손실 함수와 차이가 크지 않으며, 상악의 

성능을 크게 떨어트려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다른 두 방식에 비해 더 성능이 우수하다. 

 

4. 결 론 

 본 연구는 치과 CT 영상을 이용한 의미론적 분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U-Net 구조를 

변형하여 학습 했다. 그리고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에 손실 함수, dice loss와 focal 

tversky loss를 적용했다. 하지만 두 방법들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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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식들을 조금 변형한 positive tversky 

loss를 제안했다. 이를 활용하여 다른 두 손실 함수에 

비해 성능을 개선했다. 또한 희소한 범주의 dice 

score 도 개선했고, 특히 하악의 dice score 가 

큰폭으로 향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낮은 성능의 

범주에 대해선 유의미한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미래에 학습 모델의 

변경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통찰을 바탕으로 CT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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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파킨 은 도파  신경의 손실로 인한 신경 행성 

환이다. 파킨 으로 인하여  경직, 림, 구어 장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기에 발 하여 치 를 시

작한다면 진행 속도를 출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

킨 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음성의 특징 및 음성에 대

한 spectrogram 이미지를 추출하고 여러 머신러닝 기

법을 활용하여 분류 모델을 설계하였다. 그 결과 Extra 

Trees Classifier 가 F1-score 81.82%로 가장 높은 성능

을 보였다. 음성데이터의 구간을 나 는 방식으로 증

한 경우에는 같은 사람의 데이터를 여러 번 활용하게 

되어 과적합 될 위 이 존재했다. 연구의 결과는 파킨

 환자들의 발성 훈련 및 발성의 상태를 모니터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주제어 

파킨 , 음성 분석, 머신러닝, 러닝  

1. 서론 

1.1  

파킨 은 도파  작용 경로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점진적인 신경 행성 환으로 일반 인구

에서 유 은 0.1 - 0.3%이며, 65 세 이상의 사람들에

게서 많이 발 한다[1]. 파킨 의 특징적인 증상은 

자발적인 운동의 시작이 느 ,  경직, 식 중 

림, 자세 및 보행 장 를 들 수 있으며, 파킨 의 비운

동적 특징으로는 후각 장 , 눈을 부 는 외모, 평면

적인 영향, 인지 장 , 정신  증상, 수면 장 , 자율 기

능 장 , 설명할 수 없는 통증, 우 증, 무관심, 피로 등

이 있다[2]. 또한, 파킨  환자는 입 과  위치가 

직되면서 조음 범위가 축소되어 의 명 성이 어지

는 조음 장 를 보이며, 흡 문제로 인하여 리고 거

 음성이 관 된다[3]. 이러한 장 들은 의 명 성, 

언어적, 감정적 의사소통, 심리적 안  등 전반적인 

의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4]. 조기에 치

를 시작한다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진행 속

도도 출 수 있다. 하지만, 운동 장  증상이 나타  후

에는 이미 상당 수준의 도파  신경 손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치 할 수 있는 기회를 치게 된다[5]. 

따라서 파킨 은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의  분  

파킨  환자의 조기 진단을 위해 음성 특징을 분석하

는 다양한 접 법이 시도되었다. 음성학적 특징을 기반

으로 정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머신러닝, 러닝 알고리

을 통한 분류를 진행하였다[6-25]. 음성 신 를 비정

형 데이터인 spectrogram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하여 

러닝 모델을 통한 분류 또한 진행된 바 있다[26-27]. 

본 연구에서는 파킨  환자들의 음성 특징들을 종합

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파킨  환자와 비환자

의 발성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2. 연구  

2.1 데이터  

Hlavnička 외 [28]의 연구에서 수집된 파킨  환자

의 음성과 비환자 의 음성을 활용하였다. 해당 음성은

88 명(파킨  환자 44 명, 비환자 44 명)에 대한 /a/

발음(지속발성, sustained phonation)이 음되어 있다. 

음은 16 비트의 해상도와 48kHz 플  주파수로 디

지 화되었다. 

2.2 Feature 정 및 추  

[6-25]에 해당하는 총 20 개의 문  리 를 통해 해당 

문 에서 사용한 feature 를 살 보았고, 주로 활용된 

feature 는 Jitter, Shimmer, HNR(Harmonics to Noise 

Ratio), DFA(Detrended Fluctuation Analysis),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F0(Fundamental Frequency), PPE(Pitch Period 

Entropy)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Intensity, 

RMS(Root Mean Square), Loudness, Zero Cro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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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non Entropy, Log Entropy 를 활용하고자 하는 

feature 로 았다 (표 1). 선정한 feature 의 추출은 

“surfboard”[29]라는 python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표 1. 사용 feature 

Feature Set 
# of 

features 

Jitter 5 

Shimmer 5 

Harmonics to Noise Ratio (HNR) 1 

Detrended Fluctuation Analysis (DFA) 1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MFCC) 26 

Fundamental Frequency (F0) 2 

Pitch Period Entropy (PPE) 1 

Intensity 2 

Root Mean Square (RMS) 2 

Loudness 1 

Zero Crossing 2 

Shannon Entropy 1 

Log Entropy 1 

 

2.3 이미지 데이터 추  

 python 라이브러리 “librosa”[30]를 이용하여 음성데

이터의 spectrogram 을 추출하였고, 상세한 들림을 

알아보고자 최고 주파수를 설정하는 파라미터인 fmax

를 1000 으로 설정하였다. 추출한 이미지의 예시는 그

림 1 과 같다. 파킨  환자의 림이 더 심한 것을 

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건 한 사람( 쪽)과 파킨  환자(오른쪽)의 음성을 

변환한 spectrogram 

2.4 데이터  

데이터 상 파킨  환자의 특징은 음성의 마지막 부분

에 두드러진다. 파킨  환자와 건 한 사람의 차이를 

더  두드러지게 보기 위하여 88 개의 데이터 중 건

한 사람의 데이터는 앞의 4 를 1  자르고 파킨

 환자의 데이터는 의 4 를 1  잘라 총 352 개

의 데이터를 새로 생성했다. 이때 1  길이는 데이터의 

feature 와 이미지를 추출하기 분하므로 생성 데이터

의 단위로 활용하였다.  

2.5 분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표 2 와 같이 88 개의 데이터와 

증 한 352 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를 나 고, 

feature 기반 분류 알고리 을 활용한 방법과 이미지

(spectrogram) 기반 분류를 활용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

도하였다. 

 

표 2.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N=88) 데이터 (N=352) 

Feature  이미지  Feature  이미지  

Random 

Forest 
CNN 

Random 

Forest 
CNN 

Extra Trees 

Attention-

based 

CNN-

LSTM 

Extra Trees 

Attention 

based 

CNN-

LSTM 

XGBoost  XGBoost  

 

음성의 특징을 이용하는 feature 기반의 분류기인 

Random Forests, Extra Trees, XGBoost 를 활용하였

다.  

Random Forests Classifier 는 Tree Classifier 의 조합

으로 구성되며, 각 분류기는 입력 터와 립적으로 

플  된  터를 사용하여 생성된다. 각 트리의 예

측을 합하여 분류한다[31]. Polat [32]의 연구에서는 

음성 신 를 이용한 파킨  분류를 위해 Random 

Forests 만을 활용하여 약 87%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Extra Trees Classifier 는 무작위화 된 의사 결정 트리

의 상 이며, 전체 훈련 플이 트리 상 의 각 트

리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화의 효과를 조화시

기 위해 M 개의 트리의 포 스트를 구축하고, 각 트리

의 예측집계를 통해 상 의 최종 예측 결과를 산출한

다[33]. Thanoun 외 [34]의 연구에서는 음성 신 를 이

용한 파킨  분류를 위해 SMOTE 와 Extra Trees 

Classifier 를 활용하여 96.52%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XGBoost Classifier 는 의사 결정 트리를 기반으로 하

는 Gradient Boosting 알고리 을 적용한 분류기 중 하

나이다[35]. 해당 연구에서는 음성 신 를 이용한 파킨

 분류를 위해 XGBoost Classifier 를 활용하여 

84.8%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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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을 이미지로 변환하여, 음성의 림을 주로 볼 수 

있는 이미지 기반의 분류기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Attention-based CNN-LSTM

을 활용하였다.  

CNN 은 입력 이미지를 가져와서 필터 또는 커널과 결

합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러닝 알고리 으로[36], 일

반 ANN 과 달리 이미지의 공간적/지역적 정보를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영상 분야에서 은 성능을 

보인다. Vaiciukynas 외 [37]의 연구에서는 CNN 을 이

용하여 파킨 을 감지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EER(Equal Error Rate) 14.1%를 달성하였다.  

Attention based CNN-LSTM 은 세 록으로 구성되

어 있다. 번  록은 CNN 구조를 사용하며, 입력 

값으로 Mel-spectrogram 이미지를 받는다. 그리고 

Convolution layer 에 의해 관련성이 높고 유용한 

feature 가 추출된다. 두 번  록은 추출된 feature 

map 이 LSTM 록으로 전달되며, 시간적 상관 관계가 

높은 feature 가 선 되어 유용한 패 을 포 하는 

Attention 록으로 전달된다. 마지막 록은 Fully 

Connected Layer 를 통해서 학습 및 분류한다[38]. 해

당 연구에서는 기 소리의 Mel-spectrogram 을 이용

하여 로나 확진 여부를 분류하였고, 그 결과 91.13%

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총 다 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다. 

3. 결과 

3.1  데이터 (N= 88) 분류 결과 

88 개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 결과는 다음 표 3 과 같

다. 정확도는 33~78% 수준으로 기존 연구 대비 높지 

않게 나 으며, CNN 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건 한 사

람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가장 낮은 결과를 보

였다. F1-measure 와 정확도를 고 할 때, 가장 우수한 

분류 성능은 Extra Trees 로 나타 다. 

3.2  데이터 (N=352) 분류 결과  

352 개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 결과는 다음 표 4 와 같

다. Attention based CNN-LSTM 을 제외한 나머지 

알고리  모두에서 정확도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데이

터를 증 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학습과정에서 같은 

사람의 데이터를 여러 번 학습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과적합의 위 이 존

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원 데이터에 대한 결과 

 Precision Recall 
F1-

measure 
Accuracy 

Random 
Forest 

0.73 0.89 0.80 0.78 

Extra Trees 0.69 1.00 0.82 0.78 

XGBoost 0.64 1.00 0.78 0.72 

CNN 0.00 0.00 0.00 0.33 

Attention- 
based 

CNN-
LSTM 

0.64 1.00 0.78 0.64 

 

표 4. 증  데이터에 대한 결과 

 Precision Recall 
F1-

measure 
Accuracy 

Random 
Forest 

0.83 0.89 0.85 0.84 

Extra Trees 0.80 1.00 0.92 0.91 

XGBoost 0.80 1.00 0.89 0.87 

CNN 0.00 0.00 0.00 0.44 

Attention- 
based 

CNN-
LSTM 

0.63 1.00 0.77 0.63 

 

4. 결론 

음성을 활용한 파킨 의 진단을 위하여 음성의 특징 

및 음성의 spectrogram 이미지를 추출하고 여러 머신

러닝 알고리 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Extra Trees 

Classifier 를 통한 분류가 가장 성능이 은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한 데이터를 여러 개로 나 어 증 시

는 것은 과적합의 위 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단

순히 구간을 나 는 대신, SMOTE 방식, 오토인 더 

방식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증 시켜볼 수 있다. 또한, 

파킨  환자의 음성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여 추후 연

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파킨  환자의 발성 

운동을 돕고 발성의 상태를 모니터 하는 어플리 이

을 만드는 사전 연구로서, 이번 연구에서 도출 및 정

리되었던 feature 들을 통해서 발성에 대한 지표화 점수

를 새롭게 제안할 예정이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5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5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사사의 글 

이 문은 2022 도 정부(과학기 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정보통신기 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  (No. 2022-0-00687, 인공지능 기반 파킨  환

자의 자가 훈련과 모니터  루  개발 및 사업화). 

  

참고 문헌 

1. Fil, A., Cano-de-la-Cuerda, R., Muñoz-Hellín, 

E., Vela, L., Ramiro-González, M., & 

Fernández-de-Las-Peñas, C. Pain in Parkinson 

disease: a review of the literature. Parkinsonism 

& related disorders, 19(3), 285-294. 2013. 

2. Capriotti, T., & Terzakis, K. Parkinson 

disease. Home healthcare now, 34(6), 300-307. 

2016. 

3. 영 , 용 , 반재 , 성 재. 파킨  환자와 

정상 노인의 음성비교. 소리와 음성과학, 1(1), 

99-107. 2009. 

4. Sapir, S., Ramig, L., & Fox, C. Speech and 

swallowing disorders in Parkinson 

disease. Current opinion in otolaryngology & 

head and neck surgery, 16(3), 205-210. 2008. 

5. 진. Wav2vec 을 이용한 오디오 음성 기반의 파

킨  진단. 디지 융복합연구, 19 (12), 353-358. 

2021. 

6. Omberg, L., Chaibub Neto, E., Perumal, T. M., 

Pratap, A., Tediarjo, A., Adams, J., ... & 

Mangravite, L. M. Remote smartphone 

monitoring of Parkinson’s disease and individual 

response to therapy. Nature Biotechnology, 40(4), 

480-487. 2022. 

7. Sakar, B. E., Isenkul, M. E., Sakar, C. O., Sertbas, 

A., Gurgen, F., Delil, S., ... & Kursun, O. 

Collection and analysis of a Parkinson speech 

dataset with multiple types of sound 

recordings.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 17(4), 828-834. 2013. 

8. Khemphila, A., & Boonjing, V. Parkinsons disease 

classification using neural network and feature 

sel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thematical 

and Computational Sciences, 6(4), 377-380. 

2012. 

9. Vadovský, M., & Paralič, J. Parkinson's disease 

patients classification based on the speech signals. 

In 2017 IEEE 1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ed Machine Intelligence and Informatics 

(SAMI) (pp. 000321-000326). IEEE. 2017. 

10. Gunduz, H. Deep learning-based Parkinson’s 

disease classification using vocal feature 

sets. IEEE Access, 7, 115540-115551. 2019.  

11. Tunc, H. C., Sakar, C. O., Apaydin, H., Serbes, 

G., Gunduz, A., Tutuncu, M., & Gurgen, F. 

Estimation of Parkinson’s disease severity using 

speech features and extreme gradient 

boosting. Medical & Biological Engineering & 

Computing, 58(11), 2757-2773. 2020. 

12. Shahbakhti, M., Taherifar, D., & Sorouri, A. 

Linear and non-linear speech features for 

detection of Parkinson's disease. In The 6th 2013 

Biomedical Engineering International 

Conference (pp. 1-3). IEEE. 2013. 

13. Zhang, Y. N. Can a smartphone diagnose 

parkinson disease? a deep neural network method 

and telediagnosis system implementation. 

Parkinson’s disease, 2017. 2017. 

14. Tsanas, A., Little, M. A., McSharry, P. E., 

Spielman, J., & Ramig, L. O. Novel speech signal 

processing algorithms for high-accuracy 

classification of Parkinson's disease.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 59(5), 

1264-1271. 2012. 

15. Sakar, C. O., Serbes, G., Gunduz, A., Tunc, H. 

C., Nizam, H., Sakar, B. E., ... & Apaydin, H. A 

comparative analysis of speech signal processing 

algorithms for Parkinson’s disease classification 

and the use of the tunable Q-factor wavelet 

transform. Applied Soft Computing, 74, 255-263. 

2019. 

16. Abdurrahman, G., & Sintawati, M. 

Implementation of xgboost for classification of 

parkinson’s disease. In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Vol. 1538, No. 1, p. 012024). 

IOP Publishing. 2020. 

17. Shirvan, R. A., & Tahami, E. Voice analysis for 

detecting Parkinson's disease using genetic 

algorithm and KNN classification method.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5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5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In 2011 18th Iranian conference of biomedical 

engineering (ICBME) (pp. 278-283). IEEE. 2011. 

18. Shahbakhi, M., Far, D. T., & Tahami, E. Speech 

analysis for diagnosis of Parkinson’s disease using 

genetic algorithm and support vector 

machine. Journal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2014. 2014. 

19. Suganya, P., & Sumathi, C. P. A novel 

metaheuristic data mining algorithm for th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parkinson disease. 

2015. 

20. Erdogdu Sakar, B., Serbes, G., & Sakar, C. O.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vocal features in 

early telediagnosis of Parkinson's disease. PloS 

one, 12(8), e0182428. 2017. 

21. Agarwal, A., Chandrayan, S., & Sahu, S. S. 

Prediction of Parkinson's disease using speech 

signal with Extreme Learning Machine. In 2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lectronics, and Optimization Techniques 

(ICEEOT) (pp. 3776-3779). IEEE. 2016. 

22. Viswanathan, R., Khojasteh, P., Aliahmad, B., 

Arjunan, S. P., Ragnav, S., Kempster, P., ... & 

Kumar, D. K. Efficiency of voice features based 

on consonant for detection of Parkinson's disease. 

In 2018 IEEE Life Sciences Conference (LSC) (pp. 

49-52). IEEE. 2018. 

23. Caesarendra, W., Putri, F. T., Ariyanto, M., & 

Setiawan, J. D. Pattern recognition methods for 

multi stage classification of Parkinson's disease 

utilizing voice features. In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AIM) (pp. 802-807). IEEE. 2015. 

24. Senturk, Z. K. Early diagnosis of Parkinson’s 

disease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Medical hypotheses, 138, 109603. 

2020. 

25. Chandrayan, S., Agarwal, A., Arif, M., & Sahu, 

S. S.  Selection of dominant voice features for 

accurate detection of Parkinson's disease. In 2017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osignals, 

Images and Instrumentation (ICBSII) (pp. 1-4). 

IEEE. 2017. 

26. Wodzinski, M., Skalski, A., Hemmerling, D., 

Orozco-Arroyave, J. R., & Nöth, E. Deep 

learning approach to Parkinson’s disease 

detection using voice recordings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edicated to image 

classification. In 2019 41st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EMBC) (pp. 717-720). 

IEEE. 2019. 

27. Hireš, M., Gazda, M., Drotár, P., Pah, N. D., 

Motin, M. A., & Kumar, D. K.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nsemble for Parkinson's disease 

detection from voice recordings.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 141, 105021. 2022. 

28. Hlavnička, J., mejla, R., Klempí , J., R ička, 

E., & Rusz, J. Acoustic tracking of pitch, modal, 

and subharmonic vibrations of vocal folds in 

parkinson’s disease and parkinsonism. IEEE 

Access, 7, 150339-150354. 2019. 

29. Lenain, R. https://github.com/novoic/ urfboard. 

November 23, 2022. 

30. McFee, B. https://github.com/librosa/librosa. 

November 23, 2022. 

31. Pal, M. Random forest classifier for remote 

sensing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26(1), 217-222. 2005. 

32. Polat, K. A hybrid approach to Parkinson disease 

classification using speech signal: the 

combination of smote and random forests. 

In 2019 Scientific Meeting on Electrical-

Electronics & Biomed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EBBT) (pp. 1-3). Ieee. 2019. 

33. Uddin, M. T., & Uddiny, M. A. Human activity 

recognition from wearable sensors using 

extremely randomized trees. In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EEICT) (pp. 1-6). IEEE. 2015. 

34. Thanoun, M. Y., Yaseen, M. T., & Aleesa, A. M. 

Development of Intelligent Parkinson Disease 

Detection System Based on Machine Learning 

Techniques Using Speech Signal. International 

Journal on Advanced Science, Engineering and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5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5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https://github.com/librosa/librosa


Information Technologythis link is 

disabled, 11(1), 388-392. 2021. 

35. Abdurrahman, G., & Sintawati, M. 

Implementation of xgboost for classification of 

parkinson’s disease. In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Vol. 1538, No. 1, p. 012024). 

IOP Publishing. 2020. 

36. Chauhan, R., Ghanshala, K. K., & Joshi, R. C.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for image 

detection and recognition. In 2018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cure Cyber 

Computing and Communication (ICSCCC) (pp. 

278-282). IEEE. 2018. 

37. Vaiciukynas, E., Gelzinis, A., Verikas, A., & 

Bacauskiene, M. Parkinson’s disease detection 

from speech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mart Objects and 

Technologies for Social Good (pp. 206-215). 

Springer, Cham. 2017. 

38. Hamdi, S., Oussalah, M., Moussaoui, A. et 

al. Attention-based hybrid CNN-LSTM and 

spectral data augmentation for COVID-19 

diagnosis from cough sound. J Intell Inf Syst 59, 

367–389. 2022.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6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6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스 터 O2O  대한 사   연구 
A Study on the Usability Evaluation of O2O Platforms for Fitness Center 

 이 현 
Yeonghyeon Lee 

광운대학교 

미디어커 니 이 학부 

Kwangwoon University 

lyhun0429@gmail.com  

박규동* 
Kyudong Park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인공지능응용학과 

Kwangwoon University 

kdpark@kw.ac.kr 

 

 

요약문 

로나 19 의 발  및 확산으로 피트니스 산업은 라

인 지 르게 확장되었고, 다시 데 으로 가는 과

정에서 오프라인 터와의 연결성이 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 에서 그 역할을 해내고자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이 등장하였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

한 사용성 및 사용자 경 을 다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 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대

표적인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 3 가지(‘다 ’, ‘니

내 ’, ‘국 피 ’)를 선정하여 리스  평가 기반

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공통적으로 

이해성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였고, ‘다 ’과 ‘니

내 ’은 신속성, ‘국 피 ’는 실수 방지 항목에서 낮

은 평균값을 나타 다. 추가 인터 에서 도출된 결과

와 함  서비스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방향

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가 미비했던 피

트니스 터 O2O 플랫폼 사용성 평가의 토대 자 로

써 기능할 수 있으며, 실제 플랫폼 세 가지를 비교 분

석하여 문제를 발 하고 개선 방향 지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피트니스 터, 사용자 경 , O2O(Online to 

Offline), 모바일, 사용성 평가 

1. 서 론 

최  라이프 스타일과 건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피트니스 시장의 모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  이 노미’(Dumbbell 

econom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2]에 따르면, 로나 19 발  및 확산으로 인

해 트 이닝(Home training, 이하 트) 형태로 피

트니스 시장이 라인 지 확대되었으나 오프라인의 

피트니스 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분석하였다. 

트는 효율 측면에서 운동의 한계가 하기 때문에 

대체하기보단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피트

니스 터의 존재는 판데 의 시대에서도 유의미하지

만, 오프라인에서 가격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매 전에 서비스의 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 불만이 매우 높다[3]. 이에 합리적으로 

터를 탐색하고 이용하길 원하는 사용자들의 니 를 

위해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

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비스를 다  사용자 경  

연구 사례들이 부하지 않다는 점에 안하여 사용

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사용자의 주요 이용 과정 내 문

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2.1 O2O(Online to Offline) 서 스 

2011 , TrialPay 의 CEO 인 Alex Rampell 에 의해 

제안된 개 인 O2O(Online to Offline)는 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 는 비 니스 모두를 의미하며 수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4][5]. 단순히 오프라인 

매장과 소비자를 연결한다는 개 에서 시작하여 현재

는 오프라인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데 지 진화하였

는데[6], 배달(식 ), 운송, 패  등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O2O 서비스 유형은 오프라인 비 니

스 널 확대, 기존 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O2O 서비

스 제공, 플랫폼 기반 그리게이터(Aggregator)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7]. 앞선 두 유형의 경우 대기업

이 점유율이 높은 기존 서비스를 바탕으로 확대하는 

형태다. 하지만 그리게이터 유형은 오프라인 과정 

내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용자와 오프라인 업

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형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이 이 유형에 속한다. ‘에

어비 비’, ‘배달의 ’이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

인 예시다. 이들은 오프라인 재화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기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  지점을 

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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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  현  

 '피트니스'는 건 한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단어

로 보디 을 포함한 운동용 , 패 , 식  등을 통

칭하는 하나의 산업을 의미한다. 과거와 다르게 의 

양식이 변화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남에 따라 

스포 용  및 스 플리 이  시장 또한 큰 성장

을 나타내고 있다[8]. 로나 19 로 인해 오프라인 시

장이 주 하기도 했지만, 오히  건 의 필요성이 제

고되며 오프라인을 어 라인 지 전체적인 피트니

스 산업이 확장되었다. 특히 MZ 세대 고유의 특성이 

피트니스 시장에 어나며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프, 보디 , 트 등

을 하는 것으로 나타 다[9]. 최  들어서는 운동으로 

가 진 본인의 신체를 사진으로 남기는 바디프로필

(BodyProfile)이 인기를 고 있다[10]. MZ 세대는 

단순 운동 행위를 어 높은 모바일 사용 에 기반한 

SNS 운동 계정 운영 및 모바일 피트니스 서비스 사용

지 구석구석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라인 피트니스 시장의 발달로 인해 사용자

들은 쉽게 운동을 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문제로 인해 스장, 필라테스 터 등을 포함

한 오프라인 피트니스 터는 여전히 존재 가치가 높

다. 이때 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연결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피트니스 O2O 다. 라인에서는 운

동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피트니스 터

의 탐색부터 구매, 관리 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가장 먼저 신경을 써

야 하는 부분은 라인 환경에서 피트니스 터를 용

이하게 탐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20  문

화체 관광부가 발표한 ‘전국 체 시설업 현 ’[11]

에 따르면, 2019  기준 9,469 개의 체 시설이 등록

되어 있으며, 매  증가하는 추세지만 사용자의 선

이 어지자 자연스  경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 

피트니스 터는 장기적, 주기적으로 찾기 때문에 접

성과 위치가 중요하다. 이에 정해진 상  내 과도한 

경 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경 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가격이다. 상  내 과열된 가격 경 은 극적으

로 서비스 적 하 으로 직결되어 사용자 불만 주

로 지 이어진다. 2019 부터 2021 지 최  3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트니스 터 관련 소비

자 피해구제 신 은 8,218 건으로 매  증가하고 있으

며, 전체 피해구제 신  목 중 피해 다발 목 1

를 차지하고 있다[12]. 이러한 상 인 만  오프라인 

피트니스 시장의 신 도는 낮은 상 이다. 명확한 정

가의 부재, 경 재의 한계를 라인 서비스에서 보

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서 스 분  

본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피트니스 터 탐색이 주 기

능으로 포함된 O2O 플랫폼으로 ‘다 ’, ‘니 내 ’, 

‘국 피 ’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피트

니스 터 탐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 ’과 ‘국

피 ’의 경우, 웹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분석 범위를 모바일 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3.1  

‘다 ’은 오프라인 피트니스 터 소유주 및 트 이

(판매자)와 운동시설 회원 구매 회원(소비자)로 구

성된 양방향 피트니스 O2O 플랫폼이다. 2022  11

 기준 구글 플 이에서 10 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리 는 약 1  개가 등록된 상

태로 평점 4.6 점을 기록하고 있다. ‘다 ’ 진입 시 위

치 수집을 용한 경우, 위치 기반으로 운동 터를 추

하여 노출해준다. ‘다 ’은 통합회원 을 제공하여 

2 개 이상의 피트니스 터를 저 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2  

‘니 내 ’은 주변 운동 시설을 탐색할 수 있으며 할

인된 가격으로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O2O 플랫폼

이다. 2022  11  기준 구글 플 이에서 5 만 건 이

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리 는 252 개가 

등록되었고, 평점은 4.2 점이다. ‘니 내 ’만의 특징

으로는 1 일 회원  구매 및 개인 간 회원  대여 서비

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다. 

3.3 민  

‘국 피 ’는 사 및 터를 찾아보고 시설 정보와 

소속 사를 확인해볼 수 있는 O2O 플랫폼 서비스로, 

오  타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2022  11  기준 

구글 플 이에서 다운로드 수는 1  건 이상이며, 리

 33 개에 평점은 4.5 점을 기록하고 있다. 터의 탐

색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변 사 중개 및 추 에 점

을 맞추고 있다. 

4. 스   

사용성 평가는 사용자가 경 한 바를 측정하여 사용

성 문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

게 편하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본 연구에서는 사용성 평가 방법론 중 리스  

평가를 사용한다. 리스  평가는 3~5 명 내외의 소

수 전문가들이 사전에 구축된 경  기반의 원 에 따

라 재적인 사용성 이 를 발 하고 평가하는 방법

으로, 제이  (Jacob Nielson)의 10 가지 리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6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6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평가 원 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14][15]. 이 원

을 바탕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이 졌으며 적용하

고자 하는 영역(도 인)에 맞추어 원 들이 변형되고 

발전하였다.  

4.1  대  및 계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 3 가지의 ‘다 ’ 2.11.0, 

‘니 내 ’ 2.3.32, ‘국 피 ’ 1.0.13 버전을 대상으

로 진행하였다. HCI 전문가 3 명이 평가에 여하였

으며, 의 10 가지 평가 원 을 바탕으로 평가하였

다. 항목 기준은 5 점 리커트 도(Likert-scale)를 사

용하였으며, 추가로 인터 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문

제 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과정 

우선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실제 피트니스 

터 탐색 상 을 제시하였다 (표 1). 평가자는 정해

진 탐색 과정에 맞게 을 사용한 후 리스  평가 

체크리스트에 응하였으며, 추가로 인터 를 진행하였

다.  

4.3  결과 및 분  

리스  평가에 여한 평가자는 공통적으로 사전에 

대상  3 가지를 포함한 모든 피트니스 터 O2O 플

랫폼을 사용한 경 이 없었다. 평가된 값은 체크리스

트 도 점수의 평균을 내어 소수점  자리 지 반

올림하여 산출하였다. 

평가 대상 세 가지 모두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 이상

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해성 부분에서는 평균 이

하 수치를 보였다 (그림 1). 특히, ‘니 내 ’은 평균 1

점대로 가장 낮게 나타 다. ‘다 ’은 나머지 대상(‘니

내 ’, ‘국 피 ’)에 비해 가시성 4.23 점, 정확성 

4.07 점, 심미성 4.22 점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1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 탐색 태스크 플로우 

구분  

Task 1 해당  설치  

Task 2 회원가입( 대  본인 인증)  

Task 3 내 위치 지정 및 내 주변 피트니스 터 

검색 및 인 화면 탐색 

Task 4  구체적인 터 정보(가격, 서비스 등) 탐

색 

 

 

그림 1 리스  평가 결과 그래프 

 

 

그림 2 리스  평가 종합 결과 그래프 

그림 2 에 따르면 ‘니 내 ’, ‘국 피 ’는 만 성 부

분에서 평균값이 4.33 점, 4.17 점으로 다 의 평균값 

4.36 점과 유사한 정도의 점수대를 기록했으나 결과

적으로 ‘다 ’보다 사용성 평가 요소 중 하나도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미성과 신

속성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전체적으

로 사용성이 낮게 나타  서비스는 특정 요소가 아무

리 높게 나타 다고 해도 전체 사용성이 은 서비스

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로 진행한 인터 에서 리스  항목과 연

결 지어 적인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4.3.1 다  

‘다 ’은 전반적인 UI 가 하고 더더기 없었다는 

평을 받았으며, 탐색 목적과 걸맞게 탐색에 도움이 되

는 정보가 인 페이지에 위치한다는 점도 긍정적으

로 평가되어,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

(전체 항목 평균 3.98 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피트

니스 터 탐색 중 회원가입을 요구하며 중간에 회원

가입을 진행할 경우 처음으로 아간다는 기화 문

제가 나타나 신속성 부분에서 평균 3.71 점에 그 다. 

또한 대부분의 화면에서 도움창에 접 이 용이하지 

않으며, 인 화면에서도 배  형태로 나타나 사용자

가 도움창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 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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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작업 완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를 제공하는지 판단하는 이해성 항목에서 가장 

낮은 2.75 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다. GUI 에서는 위치 

텍스트, 상  아이  등 일부 요소의 시각적 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인 화면에 표시된 터 추  거

에 대한 설명이 부 하다는 점에서 사용성 개선이 필

요하다.  

4.3.2 니 내  

‘니 내 ’은 평가 항목의 평균값이 도 평균 이상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성 측면에서 1 점대를 기록했

다. 이는 서비스 지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

능하다고 고지하기보단 다른 대처 방안을 고 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 그

리고 사용자 검색 시, 최  검색 기록이 노출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신속성 면에서 아쉽다는 의 과 함  

3 점을 받는 것에 그 다. 더하여, 터 리스트에 표기

된 정보와  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

되어 일관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4.3.3 국 피  

‘국 피 ’는 ‘니 내 ’과 평균값 분포에서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 다. 사용자의 접속 위치와 상관없이 서비스에

서 추 하는 터가 인 페이지에 노출되는데, 위치

가 중요한 피트니스 터 특성상 인 화면에 접속 위

치와 가 운 터를 노출하는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앞선 두 과 달리 ‘국

피 ’는 상 을 통한 세부적인 탐색 기능이 제공되

지 않으며, 중요한 탐색 목적으로 여 지는 가격 정보

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평가되었다. 

5. 결론 및 제  

본 연구에서는 의 10 가지 리스  평가 원 을 

바탕으로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인 ‘다 ’, ‘니

내 ’, ‘국 피 ’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에서 ‘다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다. 

평가 이후 적 인터 를 통해 도출된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의 전반적인 개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

다. 

,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은 사용자 과정 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회원가입 등의 필수 사항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 사용자 탐색 과정에서 

거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도록 추  거 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위치 기반 정보 제공이 

어 운 경우 지역 범위를 확장하여 제공하거나 제  

지점이 아니더라도 타 API 를 활용하여 탐색할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위치가 중시되는 피트니스 터 특성

에 맞게 무 광범위한 위치에 있는 터 추 은 지양

해야 한다. 넷 , 검색 과정에서 검색 버튼 터치 동작

을 2 회 이상 하지 않도록 아이 을 노출하고, 검색기

록은 필수적으로 저장 및 노출해야 한다. 다 , 피

트니스 터 가격은 포함해 노출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용자 플로우가  내에서 모두 해결되도록 

플랫폼 내에서 상  및 구매 지 가능한 향상된 서비

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게이터 플랫폼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

은 라인 구조 및 GUI 개선에 앞서 제 처 즉, 피트

니스 터 확보를 위해 써야 한다. 

본 연구는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의 10 가지 

리스  평가 원 을 바탕으로 리스  평가를 진

행하였다. 그러나, 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 설계 및 수정, 보완 단계 지 도달하

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의 10

가지 원  그대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발

된 사용성 문제가 피트니스 O2O 플랫폼 고유 특성에 

따라 나타 는지, 특정 평가 대상의 문제인지 판단하

는데 어 움이 있었다. 이에 O2O, 피트니스 선행연

구를 고하여 이에 맞는 기준을 선별한 후, 최적화된 

형태로 리스 을 재설계할 필요성을 발 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가 미비했

던 국내 피트니스 터 O2O 플랫폼 사용성 평가 연

구의 고 자 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사용성 측

면에서 상용화된 플랫폼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문

제를 발 하고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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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ed to previous concepts of virtual 

space, metaverse includes social and 

economic systems connected to real-world 

systems thus providing solutions for the 

problems in physical realities. Digital natives 

in the metaverse not only dwell on the 

provided virtual environments but also create 

novel places through available interactions. 

For physical places, place attachment was 

considered an important concept describing 

emotional bonds between places and people, 

thus studies have been expanded to virtual 

reality. Our work experiments with a method 

for forming place attachments in the 

metaverse defined as extended virtual reality. 

Based on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place 

attachment, a metaverse prototype is 

implemented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anti-war issues. In addition, using the place 

attachment questionnaire, we measure 

whether users' place attachment is effectively 

formed in the metaverse prototype. 

Keyword 

Metaverse, Virtual Reality, Place attachment, 

3D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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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space where individuals live and 

individuals are tied with emotions. 

Psychologists describe the emotional bond 

between people and places as a place 

attachment [11]. Place attachment was found 

to play an important function in determining 

the image of the place and subsequent 

behavior even in a virtual reality space [33]. 

Our study focused on place attachment in a 

metaverse space called extended virtual 

reality. 

1.1 Components of place attachment 

According to a study that theoretically defines 

place attachment, three elements are needed 

to form place attachment [27]. Place 

attachment consists of a person, place, and 

psychological processes. Therefore, in order 

to form a place attachment within the 

metaverse, it is necessary to satisfy the above 

three components. We need people who share 

the same beliefs or history, so people should 

be able to gather to form a culture or 

organization. Also, the place should have 

social symbolism and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discuss it socially. In 

addition, it should be a space that satisfies the 

psychological process conditions as a space 

where emotion and cognition about the place 

can exist.  

 

 

 Figure 1. Snapshot after painting the building 

 

In our study, a metaverse prototype reflecting 

three components: person, place, and 

psychological process was implemented. First, 

a space for multi-player access is. 

implemented. In order to provide a space for 

people to gather through a single issue, the 

space serves as a window for discussing anti-

war topics. The hotel in Ukraine, destroyed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was restored 

to play a role as the symbolic building of the 

topic. In addition, we implemented a three-

dimensional interaction that allowed users to 

paint murals on broken buildings because 

aesthetic activities can reflect emo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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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factors, and it may achieve a 

psychological process for the place [17]. In 

addition to that, the context of the place was 

reflected in the art activity to make the user 

have emotions and cognition toward the place. 

Colors from the palette used by users was 

extracted from photos taken from various 

angles and times of the hotel before the 

building was destroyed. In addition, when 

using the palette for the first time, the user 

was guided through text so that users can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war topic 

included in the palette. 

1.2 Role of place attachment in metaverse 

Place attachment may be also an important 

factor in metaverse space. Because place 

attachment creates a connection between 

place and person, which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ing revisit intention [15]. 

Metaverse can be defined as an 

interconnected web of social, networked 

immersive environments in multiuser 

platforms that are persistent [23]. Even if an 

immersive environment is established, the 

definition of the metaverse is not satisfied 

unless there are people who will continue to 

use it. Therefore, in order for the metaverse 

definition to be met, it must be a platform 

where various people can continue to visit 

with attachment to places. Conceptually, not 

only is it necessary to have people revisit, but 

it is also a very important strategic factor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revisit by making 

users have place attachment to the metaverse 

space. 

 

Place attachment can also make the metaverse 

space sustainable. Individuals and groups have 

more responsibility for places where they 

have a place attachment [32]. The metaverse 

is a space where people can participate in 

real-time and work more freely. Promoting 

users’ responsibility and ethical awareness of 

the metaverse is effective in creating 

awareness as a public space that respects 

other users’ freedom and does not harm them. 

Place attachment can increase people’s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thereby 

contributing to making the space sustainable. 

 

2. Related works 

2.1 Place attachment 

Place attachment refers to engaging emotional 

experiences and developing stories from a 

place. Place, as a unique entity, can provide 

more context than just a space in a certain 

location. With related history and meaning, the 

place exists as a ‘special ensemble’ [21], 

forming a certain perspective on human 

experience that could be built from that 

place [31]. Such impressions from a place can 

be led to an emotional bond between 

individuals and environments [6], which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ndividual 

experiences [19]. For place attachment to 

occur at both individual and group levels, the 

place should be meaningful enough to create 

associated thoughts, feelings, and memories 

[28]. To decompose its multi-dimensional 

concept,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27] 

describes this person-place bond through the 

relationship of the person, process, and place. 

 

The person dimension of place attachment 

refers to its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determined meanings. The individual level 

includes personal connec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a place, which can be 

reinforced when the experience in the place 

evokes personal memories. Communities 

formed by different cultures become attached 

to places as a group level. Both individual and 

cultural levels of place attachment can 

influence each other.  

 

The process dimension includes the 

psychological part, the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achment. 

Place attachment as affect considers the 

emotional connection to the place [4], and the 

cognitive elements include the components 

that facilitate closeness to a place which 

makes people create meaning and connect it 

to the self. Behavior level includes how people 

maintain closeness to a such place. Behavioral 

expressions can be observed in the 

reconstruction of places such as post-disaster 

cities [8, 9] or relocation [12, 22] to a new 

place, etc. However, place attachment 

behaviors are not necessarily territorial, as 

such affective bonds can be expressed without 

such ownership [1], e.g., for public spaces 

such as parks, cafes, or sacred spaces.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6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6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The place dimension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dimension of place attachment. This 

emphasizes the place characteristics of 

attachment, including spatial level, specificity, 

and the prominence of social or physical 

elements. It has been examined at various 

geographic scales such as a room in a house, 

a city, or the world [4, 20], and has typically 

been divided into two levels of social and 

physical place attachment [26]. The strength 

of the attachment can differ by the level of 

analysis [13], and previous researchers have 

been actively studying the social aspects 

through the communities of interest [14, 16, 

35]. 

2.2 Place attachment in metaverse 

Metaverse is a combination of the prefix 

"meta" meaning transcendence, and the suffix 

"verse" from the universe, is a computer-

generated world that includes the value 

systems of current society with an 

independent economic system connected to 

our physical world. Metaverse is recognized 

as a paradigm of the Internet after web and 

mobile revolutions [10], where users live as 

digital natives experiencing alternative lives 

[34]. Similar to human behaviors in physical 

reality, users can experience the designed 

virtual spaces through virtual interac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concept of virtual 

spaces, the metaverse allows a larger number 

of participants with significant similarities to 

the real world. Virtual environments can 

simply be designed as a replication of physical 

reality [5], but its potential comes from such 

mechanisms in part through a concept of 

emergent design, which allows end users to 

become developers of the system itself [3]. 

Therefore, the users can have similar 

experiences to the real world, and also the 

unique ones. 

 

Compared to previous digital medium users, 

virtual world users have a stronger sense of 

ownership toward virtual worlds and show a 

greater tendency to control the space and 

objects within it, called “psychological 

ownership” [25]. Psychological ownership 

represents the state in which individuals feel 

as though the target or piece of ownership is 

theirs. Individual needs for possession and 

control become more salient in virtual worlds 

which provides more realistic experience, 

resulting in creating or purchasing virtual 

objects, customizing avatars and participate in 

group activities [18]. As an extended context 

of place attachment in the physical world, such 

reinforced user behaviors can be linked to 

creating meanings from virtual spaces. 

 

Previous research [7] has created an 

environment that will facilitate the 

interpretation, reconstruction, and 

communication of archaeological data sets 

through remote virtual participation. Using a 

spatial database with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archaeological models, the proposed 

learning platform prospects the virtual 

community to recontextualize and reassemble 

spatial data for discussion. They presented the 

metaverse as a social space where a sense of 

embodiment is developed by a community of 

active users able to share cyberspace for 

mutual 3D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As 

the current landscape of collaboration in both 

academia and industry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allowing collaborations beyond 

the physical limits [24], the involvement of 

metaverses in observing the social aspects of 

place attachment has notable potential. 

 

3. Implementation detail  

To raise the user’s place attachment in the 

metaverse, we implemented a real-time 3D 

painting VR application. The application was 

built with the Unity game engine and used 

open sources like Open Brush and Sketchfab 

building assets. Our application runs with Meta 

Quest Pro HMD at 60fps. Place attachment is 

formed with Person, Place, and Process as 

stated. We implemented Co-op VR Coloring 

for Creating Place Attachment on Urban 

Heritage in form of a VR application to 

enhance users’ place attachment. By doing so, 

users can create an emotional bond with 

destructed places in Ukraine by war crimes 

[11]. These the 3 categories w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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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 overview of the whole user study 

 

Person – We used Photon server for the 

multi-player function. Photon is a multi-player 

engine that allows users to simultaneously 

interact with other users in real time. With this 

feature, users can paint in 3D space together 

and cooperate to draw in a larger scene. Also, 

by uploading the result on the Photon server, 

users can save their work and easily re-visit 

their previous workplace.  

 

Place - We’ve tried to bring people together 

by allowing users to interact with the war 

disaster in a form of destructed hotel building 

in Ukraine. The building asset is an actual 

hotel named “Ukraine” which exists in 

Chernihiv city. As we use the Photon engine, 

users can directly paint on the assets 

simultaneously in an application.  

 

Process – We implemented 3D interaction to 

our application by adding a palette function. 

Which allows users to paint murals or graffiti 

in broken spaces. Because the artistic activity 

can influence them to activate emotions and 

cognition [29, 30]. Users can freely draw out 

their art pieces in our metaverse and achieve 

a psychological process. In addition to the 

emotions and cognition created by art itself, 

place-originated emotions and cognition 

features were also reflected. The palette 

function extract colors from the photo of the 

actual building taken from various angles and 

at different times. Each photo will have 

different stories and delivering them to users 

will amplify their place attachment. 

 

To enhance place attachment, we implemented 

interactable flower asset that can be placed 

anywhere in the 3d space. This flower asset 

has multiple features such as text writing, 

reading that written text with eye gazing, and 

also being moveable to any place as described 

above.  After finishing all interactions within 

the metaverse, users can take snapshots as 

described in Figure 1. These features will 

allow users to communicate and share 

sympathies to the war disaster, eventually 

psychological process taking place. 

 

4. User study 

To confirm whether the place attachment 

definition can be applied to the metaverse, we 

designed an experiment according to each 

definition element. Firstly, Person indicates a 

multi-player accessible environment. Secondly, 

destroyed physical place is restored and 

placed symbolic buildings to the metaverse. 

Lastly, overall process is expected to provide 

a context for each action and emotions caused 

by the place. 

4.1 Procedure 

We will conduct the experiment with 20 

participants. The experiment will be 

proceeded as an ablation study, starting with 

all 3 elements included, and excluding one by 

one progressively from the application. First, 

we will provide a multi-play environment 

through the Photon server, destructed Ukraine 

hotel asset, and a color palette based on a 

photo of the hotel. Next, we will take out 

these elements from the application and let 

users interact in the metaverse. Ablation study 

will be proceeded from person to place to 

process in order. Lastly, we will conduct a 

user experience survey to gathe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feedback on whether users felt 

a place attachment in the metaverse through 

our application. Figure 2 describes overview 

of the whole user stud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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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easurement 

Measuring place attachments from users will 

be conducted with a questionnaire form. B. 

Bynum Boley et al. present the Abbreviated 

Place Attachment Scale (APAS) [2], which 

tests to cross-cultura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place attachment measurement. This will 

especially be meaningful for our application 

due to its accessibility to a world-wide user 

who thinks seriously about the Ukraine war. 

There will be total of 6 questions, mainly 

asking about place identity and place referring 

to APAS. Example questionnaires will be 

following a Likert scale of 5 asking "I am very 

attached to this metaverse", "No other place 

can compare" and such. 

5. Conclusion 

To raise the user’s place attachment in the 

metaverse, we propose a metaverse platform 

with cooperative interaction. We have 

implemented the key components from 

tripartite model of place attachment to our VR 

application. Through the 3D model of 

destroyed building in recent war, we aim to 

observe how users can form an emotional 

bond with virtual spaces, and propose a design 

mechanism for sustainable virtual 

environments which can be continuously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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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 사용자가 생산적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의 작업 맥락을 추적하고 

작업에 집중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작업 맥락으로부터 생산성을 

자동으로 추정하기 위해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 탐구한다. 성공적인 작업 맥락 및 생산성 

추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를 정의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활동 추적기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시각화 도구를 각각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같은 작업 맥락에서도 개인마다 

느끼는 생산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작업 

맥락이 본인에게 생산적이었는지 기록하는 기능을 

시각화 도구에 추가하여 지능형 시스템 학습 시 

필요한 생산성 응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에 사용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지능적인 시간 

관리 도구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작업 맥락, 생산성, 데이터 수집, 시각화, 지능형 

시스템 

1. 서 론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집중이 되지 

않는 시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인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작업 외의 활동으로 

허비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 이러한 시간을 

스스로 인지하고 줄일 수 있다면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자신의 작업 생산성을 돌아보고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기를 작성하듯이 사후에 자신의 

행동과 경험을 떠올리며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면서 기록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기억의 왜곡과 편향에 의한 현상적 

변형(phenomen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게 

된다[1]. 따라서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작업 시간을 측정하도록 돕는 

도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사용자가 시간 측정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과 사용자의 상호작용 

없이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2]. 타이머 애플리케이션 

[3-5]은 대표적인 수동 활동 추적기의 예이다. 

이들은 작업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타이머를 

직접 작동시켜야 하므로 시간 측정에 대한 

사용자의 자기 인지(self-awareness)를 필요로 

하며[2], 사용성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존재한다. 

한편 자동 활동 추적기는 사용자가 작업에 

집중하는 동안 의식하지 않아도 사변적 

(speculative)으로 행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다만 

이것이 사용자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행동유도성 

(affordance)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적절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상용 자동 

활동 추적기[6-8]는 데이터 수집 기능과 함께 

데이터를 시각화한 대시보드(dashboard)를 

제공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후에 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본인이 당시에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활동은 인지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시스템의 접근 부담으로 작용한다[2]. 

따라서 자동으로 작업 맥락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작업 집중 여부를 

추정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는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학습 기반(learning-based)으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를 정의하고 실제로 이를 

수집할 수 있는 활동 추적기를 개발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사람이 보고도 사용자의 당시 

작업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면 지능형 시스템 

역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 맥락 시각화 

도구 Working Context Visualization 을 개발하여 

데이터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사용자의 

작업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맥락이 생산적인 시간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Working Context 
Visualization 에서는 각 시간대에서의 집중 

여부를 사용자 본인이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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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이는 지능형 시스템이 작업 

맥락으로부터 사용자의 작업 성향(propensity)에 

맞게 개인화된(personalized) 생산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작업 맥락을 추정하기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이를 수집할 수 있는 

자동 활동 추적기에 대하여 다룬다. 3 장에서는 

2 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에 대하여 다룬다. 4 장에서는 저자의 작업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며 데이터의 

적합성 및 시각화 도구의 사용성을 검증한다. 

5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컴퓨터 작업 맥락 추적기 

2.1 절에서는 사용자의 컴퓨터 작업 맥락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를 정의한다. 

그리고 2.2 절에서는 이를 수집할 수 있는 자동 

활동 추적기를 소개한다. 

2.1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 

사용자가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생산적인 활동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2.2 절에서 제안하는 자동 활동 추적기에서는 

실시간으로 다음의 세 가지 데이터를 수집한다. 

첫째, 운영체제의 포그라운드(foreground) 

프로그램 전환 이벤트를 포착한다.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이란 동시에 켜져 있는 여러 프로그램 중 

전면에 놓여 사용자가 현재 상호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이 바뀌는 맥락 전환(context 

switching)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전면에 놓였는지 기록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특정 시간대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이 무엇인지,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정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파악할 때 결정적인 정보로 

활용된다. 또한 맥락 전환이 일어나는 빈도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작업 집중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수집하는 정보에는 맥락 전환 시각, 

프로세스(process) 이름, 그리고 창(window) 

이름이 포함된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프로세스 이름은 변하지 않지만 창 이름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작업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프로세스 이름은 일반적인 생산성 

추정에 쓰이고, 창 이름은 개인화된 생산성 

추정에 쓰인다. 한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에는 도메인 이름을 함께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2]. 

둘째, 키보드의 키 스트로크 이벤트를 포착한다. 

이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타자를 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수집하는 

정보에는 입력 발생 시각과 키 종류가 포함된다. 

키 종류의 경우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문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알파벳”, “숫자”, 

“특수기호” 등으로 비식별화하여 기록한다. 

셋째, 마우스의 클릭 및 휠 스크롤 이벤트를 

포착하여 상호작용이 발생한 시각과 클릭한 

버튼의 종류를 수집한다. 글을 읽는 경우와 같이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마우스 

상호작용 발생 빈도를 알면 사용자가 작업에 

집중하는 상황과 자리를 비운 상황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마우스 이동 이벤트는 수집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를 수집하게 되면 쌓이는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실시간 화면 캡처 정보 없이 단일 정보로는 작업 

맥락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면 캡처 정보도 수집하지 않기로 하였다. 

데이터 용량이 크고 다른 데이터에 비해 

기술적으로 학습과 분석이 어려우며 보안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자동 활동 추적기 

우리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작업 맥락 추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동 

활동 추적기 1를 구현하였다. 본 추적기는 실행 시 

작업 표시줄에 표시되지 않고 시스템 

트레이(tray)에 아이콘의 형태로 표시된다. 이는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사용자가 추적기를 

의식하여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추적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날짜 별로 정리하여 

쉼표로 구분된 값(CSV) 파일로 저장한다. 

3. 작업 맥락 시각화 도구 

자동 활동 추적기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사용자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분석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림 1 과 

같이 작업 맥락 시각화 도구 Working Context 
Visualization2을 개발하였다. 

 
1 

https://github.com/salt26/chordingcoding/tree/v.

1.8.3 

2 https://github.com/salt26/working-context-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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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왼쪽 상단에는 시각화할 데이터의 날짜를 

변경하는 필터, 특정 프로세스만 보이도록 하는 

필터, 그리고 첫 번째 차트에 표시할 프로세스의 

개수를 설정하는 필터가 있다. 필터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를 숨기고 원하는 정보에 집중하여 

살펴볼 수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하루 동안 

집중하여 일한 시간, 휴식한 시간 각각의 총합과 

이들의 전체 시간 대비 비율을 보여준다. 작업에 

집중한 시간보다 작업에 방해되는 활동을 한 

시간을 조명하여 보여주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 연구[2]의 통찰을 반영하여 

휴식한 시간을 함께 표시하였다. 이를 보고 

사용자는 휴식 시간을 줄이고 작업 집중 시간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아래에는 세 개의 차트를 세로로 

병치(juxtapose)하였다. 모든 차트는 시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가로 축을 공유하고, 한 차트를 

확대하는 경우 모든 차트의 시간대(가로 축)가 

같은 비율로 함께 확대된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의 작업 맥락 정보를 여러 차트 사이에서 

비교하며 보기에 용이하다. 

위에서부터 첫 번째에 위치한 차트는 각 시간대에 

포그라운드에 놓였던 프로그램을 

열지도(heatmap)로 시각화하며, 세로 축 값이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이름이다. 이 

시각화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당시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 사용 시간이 긴 

프로세스일수록 상단에 위치하도록 정렬하여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오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시간의 순위가 표시할 

프로세스의 개수 이하인 프로그램들은 모두 

마지막 행에 시각화된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색상을 시각화에 반영하여 범례와 축을 

매번 참조하지 않아도 특정 행이 어떤 프로그램을 

나타내는지 쉽게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각화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있으면 

창 이름 등의 자세한 정보를 툴팁(tooltip)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차트는 각 시간대에 일어난 키 스트로크 

및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보여주는 열지도이다. 

이 차트로부터 하나의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이 

장시간 유지된 시간대가 작업에 집중한 

시간대인지 자리를 비운 시간대인지 구분할 수 

있다. 단일 이벤트를 하나의 사각형에 대응시켜 

시각화하면 그 수가 매우 많아 시각화 성능이 

떨어지고 각각의 너비가 매우 좁아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이벤트가 

10 초보다 짧은 간격을 두고 연속으로 발생한 

경우 이들을 묶어 하나의 사각형으로 시각화한다. 

그리고 단위 시간 당 이벤트 발생 횟수가 많은 

묶음일수록 불투명도(opacity)를 높게 설정하여 

이벤트 발생 밀도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차트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그림 1 하단의 검은색 사각형처럼 해당 

시간대에 집중(work)하고 있었는지 

휴식(rest)하고 있었는지 표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난다. 집중 시간으로 표기한 

시간대는 모든 차트에서 연두색으로 보이고, 휴식 

시간으로 표기한 시간대는 빨간색으로 보이며, 

그림 1   Working Context Visualization 의 화면. 어느 하루 동안의 전체 시간대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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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택한 영역의 시간대는 시스템의 대표색인 

연보라색으로 보인다. 집중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모든 시간대는 휴식 시간에 

합산된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생산성 

응답을 수집할 수 있고, 나중에 데이터를 열람할 

때 집중한 시간대와 휴식한 시간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4. 평가 

여기서는 세 가지 실제 시나리오를 잡고 각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만으로 사용자의 생산성을 

판단해보는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을 

진행한다. 사용자가 특정 시간대에 

생산적이었는지 아닌지 추정하는 지능형 시스템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를 사변적으로 따라가면서 

앞서 수집한 데이터가 생산성 추정에 적합한지 

검증한다. 우리는 7 일 간 실제 작업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Working Context 
Visualization 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적합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하였다. 

그림 1 의 시나리오는 하루 동안의 전체 시간대를 

보면서 사용자가 작업에 집중하지 않았던 

시간대를 추정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 차트의 첫 

번째 행에 어두운 회색으로 표시된 LockApp 이 

포그라운드에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키보드 및 

마우스 입력도 없었음을 두 번째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의 전환이 

장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시간대에는 사용자가 자리를 비웠음을 알 수 있다. 

생산성 추정 알고리즘이 이렇게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의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여 이 시간대가 

비생산적인 시간대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 코드 편집기(파란색)와 웹 브라우저(청록색)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상황. 

그림 2 의 시나리오는 특정 시간대에 파란색의 

코드 편집기와 청록색의 웹 브라우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왼쪽의 보라색 

점선 사각형으로 표시한 시간대에는 코드 

편집기에서 키보드 및 마우스 입력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의 빨간색 실선 

사각형으로 표시한 시간대에는 똑같이 코드 

편집기가 포그라운드에 놓여 있지만 아무런 

입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시간대가 자리를 

비운 상황인지, 코드 또는 글을 읽고 있어서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없었던 상황인지 주어진 

데이터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이때 마우스 휠 

스크롤 정보가 추가되면 이를 구분할 수 있다. 즉, 

활동 추적기가 마우스 휠 스크롤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사고실험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3 웹 브라우저(청록색)와 메신저(노란색)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그림 3 의 시나리오는 자정 직전의 

1 시간 동안 청록색의 웹 브라우저와 노란색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상황이 생산적이었는지 판단하는 시나리오이다. 

프로세스 이름만 주어진다면 이 시간대가 

비생산적인 시간대라고 추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생산적으로 느낀 시간대였다. 

마감 시간을 앞두고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웹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메신저로 팀원과 소통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각 프로그램의 창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활동 추적기는 

포그라운드 프로그램의 창 이름을 함께 수집해야 

한다. 

한편 같은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생산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특정 작업 맥락이 생산적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본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본인이 생산적이라고 느꼈던 

시간대를 표기할 수 있으므로 자동 활동 

추적기만으로는 수집할 수 없었던 생산성 응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5. 결론 

우리는 사용자의 컴퓨터 작업 맥락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시스템과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분석해 

봄으로써 수집한 데이터의 종류가 적합한지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는 포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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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이름과 키 스트로크 및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글을 

읽는 상황과 자리를 비운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 

마우스 휠 스크롤 정보가 필요하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처럼 용도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지는 

경우 프로그램의 창 이름과 함께 개인이 당시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응답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자동 활동 추적기로 

수집한 작업 맥락 및 생산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생산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경우 사용자에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지능형 시간 관리 도구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Working Context 
Visualization 을 비롯한 대시보드 형태의 시각화 

도구가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지능형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생산성 응답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단순히 응답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preemptive)으로 사용자에게 현재 

생산적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묻는 것처럼 

행동유도성이 강한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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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중인 상황에서 아이의 

위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내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탐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차량내 아이의 위험 행동 탐지라는 복잡하고 

특수한 도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특수한 도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성된 데이터셋을 활용해 학습시킨 차량내 

아이의 위험 행동 탐지 딥러닝 모델을 제시한다. 

나아가 높은 성능의 모델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해 학습시킨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본 논문은 차량내 

아이의 위험 행동을 탐지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차량 내 위험 감지, 딥러닝, 객체 탐지, 자세 추정  

1.서 론 

차량이 운행 중인 상황에서 차량 내의 아이는 

운전자의 시야 밖에서 부주의 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을 제외한 다른 

상황에 주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위험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운행중인 

상황에서 아이의 위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전자에게 아이의 위험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 딥러닝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는 차량내 아이의 

위험한 행동 존재여부, 아이의 구체적인 위치 

그리고 아이의 자세와 같은 데이터와 차량내 상황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셋 중에서는 

차량내 아이의 행동 정보와 차량내의 상황 정보 

같은 특수한 도메인의 데이터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객체의 위치, 객체의 관절 위치와 같은 

데이터셋들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2]. 그러므로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차량내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내 아이의 위험 행동 존재 여부는 아이의 

위치나 자세 정보와 차량내 상황 정보들 간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존적이므로 단순히 독립적인 

아이의 정보와 차량내의 정보가 아닌, 아이의 위치 

정보와 차량내 상황의 상대적인 관계가 반영되어 

구성된 데이터셋을 활용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모델의 높은 예측 성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1]에서는 아이의 비정상적 행동을 

탐지하는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객체 

탐지와 자세 추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해 학습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활용해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킨 후, 학습 데이터셋에 따른 딥러닝 모델의 

분류 성능을 비교하여, 어떤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것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1 은 [1]의 연구에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기위해 사용한 자세 추정 

알고리즘의 출력 결과인 관절 좌표를 시각화한 

사진이다. 

 

그림 1. 자세추정 알고리즘 결과의 시각화 

본 논문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공개 데이터셋에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 내 아동의 위험 상항에 대한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하기 위해, 그림 2 와 그림 

3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창문 탐지를 위해 재 

학습된 객체 탐지 기술 YOLOv3 [3]와 자세추정 

기술인 Alpha Pose [4]를 활용해 차량내의 아이의 

위치정보와 관절 위치 정보(key point vector), 

창문의 위치정보(bounding box)를 추출한다. 이후, 

예측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와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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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대적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특징들을 

도출하여 활용한다. 즉, 그림 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ounding box 의 좌표 또는 key point 의 

좌표들로 구성된 벡터들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해 

학습시킨 차량내 아이의 위험 행동 탐지 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활용해 학습시킨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그림 2. 이미지 특징의 예: (좌) YOLOv3를 통해 

추출한 좌표 및 좌표간 연결을 통해 구성한 벡터, 

(우) Alpha Pose를 통해 추출된 관절 좌표들 간의 

벡터 

 

그림 3. 실험 설계 방법 및 순서 

2.실험 방법 

2.1데이터셋과 전 처리 

차량내 위험 행동 존재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존재하지 않아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제환경을 고려하여 

햇빛이 강한 날 오후 1 시와 3 시 사이에 2 개의 

서로 다른 정지된 세단내에서 5~7 세의 아이 총 

3 명을 총 30 분 동안 촬영하였고, 카메라의 

위치는 앞의 좌석들 사이에 위치시키고, 높이는 

앞좌석의 머리받침 높이로 고정하며 뒤의 좌석의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두 창문이 모두 카메라에 

나오도록 카메라를 설정하였다. 또한 위험한 

상황의 연출을 위해 아이들이 창문을 너머로 

차량내에서 나오려는 상황을 유도하였다. 이때 

빛에 의해서 신체의 일부가 가려지거나 아이가 

창문을 가리는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 또한 

데이터셋에 포함시켰다. 

촬영된 비디오를 사진으로 변환하면 사진의 총 

개수는 20,506 개이다. 각 사진들은 YOLOv3 와 

Alpha Pose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되며 

창문과 아이들의 Bounding box 그리고 아이들의 

key points 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출력 

결과에서 일반적으로는 창문이 2개가 탐지되지만, 

창문 감지가 되지 않은 사진의 경우 다른 사진들의 

창문 Bounding box 값들의 평균 값으로 대체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내 아이의 행동 분류를 위하여 

위험과 안전이라는 두가지 레이블로 타겟 

클래스를 설정한다. 위험의 기준은 아이가 뒤의 

좌석에서 일어나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민 자세로 

정의한다. 또한, 효율적인 라벨링 작업을 위해, 

그림 4 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전체 영상을 

여러 개의 위험, 안전 상황 영상으로 분할한다. 

이후 각각 위험, 안전 영상으로 분할된 영상들끼리 

통합하여 총 2종류의 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각 영상에서 추출된 이미지에 대응하는 정답 값은 

위험 영상의 경우 1, 안전 영상의 경우 0 으로 

설정한다. 전체 데이터에서 위험 상황 클래스는 약 

2,500개이고, 나머지는 안전 상황의 클래스이다. 

 

 

그림 4. 데이터 라벨링 과정 

2.2 위험 상황 탐지를 위한 특징 벡터 도출 

그림 5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창문과 아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을 도출한다.  

Key points 중의 한 점을 K라고 정의하고, 창문의 

Bounding box 중의 한 점을 W 라고할 때 앞서 

수집된 좌표들(그림 5.1)로 수식 (1), (2)로 정의된 

벡터들(그림 5.2)을 만든다. 이후 이 벡터들을 

concatenate 한 하나의 행렬을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한다(그림 5.3). 이 데이터를 모델의 입력 

값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렬을 flatten 해서 

하나의 벡터로 변환한다(그림 5.4). 이때, 

flatten 된 각각의 벡터는 탐지된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에 대응되는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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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아이와 창문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벡터의 생성 과정 

2.3 학습 모델의 네트워크  

모델은 일반적인 구조의 DNN 을 적용한다[1]. 

그림 6 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은닉층의 linear 

layer 는 총 16 개이고, 초기 가중치는 Xavier 

Initialization을 적용하며, 활성화함수는 ReLU를 

사용한다. 또한 Linear layer 이후에 Batch 

Normalization과 Dropout을 활용해 오버 피팅을 

방지한다. 또한 출력층에서 나온 예측 값에 대한 

손실함수로는 focal loss함수를 사용하고 weight 

parameter는 (0.84: 0.16) 로 설정한다. 

 

그림 6. 실험에서 사용된 모델의 DNN 네트워크  

3.결과 

 3.1 실험 환경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셋은 전체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각각 14,000개, 

6,506 개로 설정한다. Learning Rate 는 0.0005, 

Batch Size는 256, Dropout 비율은 0.4, 에폭은 

300 으로 설정하고 모델의 학습을 진행한다. 

Metric 으로 Accuracy, Recall, Precision, F1-

Score 을 사용한다. 소프트웨어는 Pytorch 

framework 를 사용하였고 하드웨어는 NVIDIA 

Titan RTX, 8개의 32GB RAM, Intel i9-10900X 

CPU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데이터셋에 따른 모델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총 3 가지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훈련을 진행한다. 첫번째 데이터 셋은 

원시데이터로만 구성한 Original 데이터셋이다. 표 

1에 기술된 바와 같이, 나머지 두개의 데이터 셋은 

모두 창문과 사람의 관절 좌표들로 구성된 

벡터(1)를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둘 

중 하나의 데이터셋은 사람의 key points 

좌표들로 구성된 벡터(2)를 데이터셋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데이터셋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벡터(1)만 포함한 데이터셋은 KW 

데이터셋이라고 정의하고, 벡터(1), (2)를 모두 

포함한 데이터셋을 KWKK 데이터셋이라고 

정의한다. 

표 1. 데이터셋에 포함된 벡터의 종류 

 

3.2 평가 

그림 7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델이 KK 

데이터셋, KWKK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경우 

validation 데이터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능을 

관찰할 수 있지만 그림 8 와 그림 9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Original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할 

경우, train loss 가 0 에 수렴한 상황에서도, 즉 

학습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validation loss가 크게 

관측된다. 그러나 차량내에서 아이의 순간적인 

위험한 행동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탐지해야 

하는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Original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보다 KW, KWKK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KW 데이터셋을 

사용해 모델을 학습할 때보다 KWKK 

데이터셋으로 학습할 경우 F1-Score 가 다른 

지표들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때, 두 학습 

데이터셋의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고려한다면, 

KWKK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이 KW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보다 예측 성능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0은 첫번째 조건으로 상반신이 창문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고, 두번째 조건으로 하반신이 

좌석에서 일어났을 때의 자세이므로 모델이 

위험클래스로 올바르게 분류한 사진이고, 그림 

11 은 앞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이 아니므로 안전 클래스로 올바르게 분류한 

사진이다. 

  

 Key To Window Key To Key 

KW O X 

KWKK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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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각각 KK, KWKK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의 train loss와 validation loss 그래프  

 

그림 8. Original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의 

train loss와 validation loss를 나타낸 그래프 

 

그림 9. Original, KW, KWKK 데이터셋의 

validation loss를 비교한 그래프 

표 2. 학습 데이터셋에 따른 모델의 성능 비교 

 

 

그림 10. KWKK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이 

위험으로 분류한 사진 

 

그림 11. KWKK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이 

안전으로 분류한 사진 

4.결론 

본 논문은 차량이 운행중인 상황에서 차량내 

아이의 위험 행동을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의 탐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창문과 아이의 행동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식 (1) 또는 (2)을 활용한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모델을 학습시켰고,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셋을 활용해 모델을 

학습시킨 후 모델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높은 성능의 탐지 모델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차량내 아이의 위험 행동을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적합한 

데이터셋이 없는 상황에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차량내 

아이의 위험 행동을 탐지 모델을 구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 

5.한계점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은 차량내에 성인 없다는 

전제하에 진행하였고, Alpha Pose 모델을 통해서 

나온 key points 의 confidence score 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아이의 위험행동을 

실시간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아니다. 게다가 위험 

상황으로 판별된 사진내에 여러 명의 아이가 

존재하는 경우 어떤 아이가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어른 탑승여부의 구분, 위험한 

상황속에서 어떤 아이가 위험한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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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전체 1 인 가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 대 1 인 

가구의 식습관 문제의 개선에 집중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1인 가구의 

식습관 문제 개선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인 

가구로 거주 중인 20대 12명을 모집하여 식습관 문제 

경험과 기존 솔루션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을 묻는 

반구조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활 

습관의 불규칙성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및 여건 부족으로 식습관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식습관에 맞춘 

개인화된 정보에 대한 니즈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 

㎧㋇た 

식습관, 식생활, 헬스케어, 1 인 가구, 20 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서비스 

1. ゛᠗◣㋇ ⚺ ⛛ᝨ 

1인 가구(One-person Household)는 1인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취침, 취사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된다. 연령별 1 인 가구 수를 비교해보면 20~30 

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1인 가구는 전 

세대에 걸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는 비율이 높다. 2018년 

식품소비형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외식 

빈도는 다인 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높으며 식사를 

거르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 또한 짜게 먹는 

식습관 또한 다인 가구에 비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 

 

* 공동 1저자: 박상원, 안혜인, 오세원 

[1,2] 이렇게 빈번한 외식, 배달, ‘혼밥’ 등으로 

대표되는 1인 가구의 식사 행태는 영양불균형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존의 식생활 관련한 서비스들은 1인 가구의 

식습관 개선보다는, 간편하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간편식 및 배달 기반 서비스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다. 

식습관 개선을 위한 기성의 모바일 앱들의 경우에도 

1인 가구가 지닌 특수한 생활, 주거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3]. 

1인 가구 내에서도 각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식생활 양식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1인 가구를 다인 가구의 

식습관과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4].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식습관 개선 솔루션에 대한 소수의 

연구는 주로 30~40대 직장인 1인 가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1,3].  

2021년 통계청 자료 [5]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에서 20대(19.1%)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0 대 1인 가구의 

경우 30-40대 직장인 1인 가구와 생활 양식, 소비 수준 

등이 달라 식습관 문제 유형 및 원인에 있어서도 

상이한 특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체 1인 

가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대의 식습관 문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위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20대 1인 가구가 

가진 식습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탐색한다. 특히 20대 1인 가구의 경우 ‘영양소 

불균형’과 ‘불규칙한 식사 시간’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6], 해당 문제의 개선 방안에 집중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및 사례 연구를 통해 기존의 건강 

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사용되었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의 주요 기능 (feature)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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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의 유형으로 정리 및 시각화 하였다. 다음으로 

12명의 20대 1인 가구를 모집하여, 각 주요 기능에 

대한 사용 경험 및 인식,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반구조적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생활의 불규칙성 

및 1인가구에 특화된 구체적인 정보의 부족으로 식습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 및 지속적인 

동기부여 제공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20대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ᛀ ⚺ ⶈⵠឫ ᛇ⯋ ㆯ䀇 ᣛ㌟ ╓⚿㈧ 
》㾷㦫Ⰳᾏ㈃ ㎧ㄿ ᣛᵐ  

20대 1인 가구의 식습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제언을 위해, 우리는 먼저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이전까지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Feature)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양한 기존 문헌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7가지 대표 유형들을 특정 지었다 (ᢣ⑧ 

1).  

이와 같이 유형화한 7가지의 주요 기능들은 한 

애플리케이션 안에 다른 양상으로 서로 결합하여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식습관 및 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20대 1인 가구들의 인식, 사용 경험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기록하여 

자신의 문제 상황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㾯 㵣⊳㭤 기능은 식습관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관련 

맥락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에 있어서 개인의 식사 일지를 기록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돼 왔다 [7]. 

두 번째로, 공통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둔 㛷㑫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서로 간의 독려와 

더불어 경쟁적 측면의 재미로부터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8]. 

세 번째로, 타인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식습관 및 건강 

행동들을 지속하는 데 ⰷⰇ 기능이 활발하게 사용돼 

왔다. 예시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호 간의 정서적 

교류에 힘입어 식습관을 개선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다 [9]. 

네 번째로, 영양 성분 및 레시피 등 식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ហ 기능은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10]. 

다섯 번째로, 전문가에게 식단을 공유하여 코칭을 받고 

상담할 수 있는 1:1 ⭬ᶟ 기능은 식단 데이터 수집을 

도울 뿐 아니라 개인화된 식단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1]. 

여섯 번째로, 최근 AI 㜂➲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신의 

식습관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식습관을 

개선한 사례가 연구되었다 [12]. 

일곱 번째로, 식습관 개선 목표를 설정한 후 해당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ន 㵣⊳㭤 기능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그림 1 식습관, 건강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7가지 유형의 기능에 대한 컨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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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᠗ ⛔❀ 

3.1 ゛᠗ 㛣 ᶫ⭬ 

연구 참여자는 영양 불균형 및 불규칙한 식사 시간 

관련 문제 경험이 있는 20대 1인 가구 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모집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20대 여성 6명과 남성 

6명으로 구성되었다. 

3.2 ゛᠗ ㊳㛓 

먼저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인원에 대해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3일간의 식단에 대해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요청하였다. 

인터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식단 사진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식습관 문제 경험과 인식 정도 및 개선 의지에 관해 

물었다. 다음으로, 사전에 제작된 7가지 유형의 기존 

기능들의 컨셉 이미지를 통해 (ᢣ⑧ 1)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사용 경험 및 선호도, 

사용 의지 및 개선방안에 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가진 식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가 

직접 솔루션을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인터뷰는 약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음되었으며, 이를 전사한 후 테마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전체 연구 절차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 (IRB)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되었다. 

4. ゛᠗ ឧ 

4.1 ⶈ⮈䄇 ◣㋇ ㈣ⶈ ⚺ ᛇ⯋ ᝨ䂃 

연구 참여자 중 절반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건강의 

이상을 최근 체감하게 되면서 식습관 개선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고혈당, 수면 질 하락, 저혈압, 

과체중 등 참여자의 생활 습관에 따라 상이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는 대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에서 기인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식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 답했다.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서 함께 밥을 먹거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규칙적인 시간에 영양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생 집단에 

속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수업, 과제 및 교내 외 행사 

때문에 발생하는 일정의 불규칙성이 식습관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4.2 ᛀ ឫ ⚺ ⶈ⮈䄇 ᛇ⯋ ㆯ䀇 ╓⚿㈧ 
》㾷㦫Ⰳᾏ㈃ ㎧ㄿ ᣛᵐほ ᶫ䀇 ㈣ⶈ 

건강 관리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해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에 존재해왔던 7가지의 기능 중 본인의 식습관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능으로 챌린지 (5명), 

셀프 트레킹 (4명), 1:1 상담 (3명) 등이 꼽혔고,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기능으로 소셜 (4명), 챗봇 

(3명) 등이 꼽혔다. 연구 참여자들이 각 기능에 대해 

밝힌 인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아래에서 차례로 

소개한다. 

4.2.1 셀프 트레킹 기능에 대한 인식 및 제언사항   

연구참여자 12명 중 절반 이상이 셀프 트레킹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이용 경험을 보였다. 다만 참여자가 

뚜렷한 이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예: 

다이어트)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듯, 셀프 트레킹을 시작하는 데 있어, 이미 뚜렷한 

문제의식이나 개선 목표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 보조 및 통계 제공의 기능에만 그친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응답했다: “[셀프트레킹] 다음의 
뭔가를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 (P5) 

또한 본인의 식습관의 패턴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만 내준다면 쓰지 않을 
것”(P7)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자신이 지닌 식습관 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려면 현재 상황 분석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정보나 

가이드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P7은 

“기록만 하는 창고 느낌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경고를 주는 등 
추가적인 피드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셀프 트레킹 방식에 있어 매일의 식단 및 

영양상태에 대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음식 사진을 찍으면 각 
세부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계산해주는” (P12) 

것과 같이 편한 트레킹 방식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4.2.2 챌린지 기능에 대한 인식 및 제언 사항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MZ세대의 문화에서 다양한 

챌린지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 또한 

챌린지 기능이 지속적인 동기부여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챌린지의 경쟁 

요소 및 보상/처벌 시스템은 동기부여로 작용하는 

한편,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절반 

정도의 참여자가 챌린지의 경쟁요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사용이 꺼려진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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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처벌이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많다” (P1), “보상/처벌 
시스템은 한 번 챌린지를 시작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P11). 

또한 개인 성향에 따라 함께 챌린지를 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참여자의 절반은 친한 

지인과 함께 챌린지를 진행함으로써 ‘지인과의 소통을 
통한 재미’ (P11)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4명의 참여자는 지인보다는 ‘유사한 
식습관 문제를 가진 사람과의 소통’ (P3)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이는 챌린지 진행 중 경쟁에 대한 압박 정도, 

보상/처벌, 소통 상대 등에 있어 사용자별 선호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사용자별 선호에 맞는 

챌린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4.2.3 소셜 기능에 대한 인식 및 제언사항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는 ‘좋아요’, ‘댓글’과 같이 소통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소셜 기능이 본인의 

식습관 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 이유로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식단 사진을 

올리는 데 있어 남에게 보기 좋은 식단만을 선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보이는 매체를 사용하면 사진에 공들이게 되고 오히려 
의식해서 왜곡된 정보를 올릴 것 같다” (P1). 또한, 

기존에 이용 중인 소셜 서비스에 더하여 식습관을 위한 

소셜 계정을 관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이렇듯 자신의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니즈는 약했지만, 소셜 미디어상 타인의 

식습관 기록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고 정보를 얻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똑같이 
자취하는데 저 사람은 되게 잘 챙겨 먹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극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P10). 

4.2.4 1:1 상담과 AI 챗봇 기능에 대한 인식 및 
제언사항   

1:1 상담과 AI 챗봇은 채팅을 통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대상에 있어 (인간 전문가 

vs. 인공지능) 큰 차이가 존재한다.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는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본인의 상태를 진단받고, 구체적인 식습관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높게 평가했다. 또한 다른 인간과의 사회적 소통 상황 

자체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강제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보았다: “전문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해서 강제성이 생길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생길 것 같다.” (P12). 이러한 강제성은 

식습관 개선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P12의 경우처럼 서비스 사용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AI 챗봇과의 소통에서는 사람과의 

소통에서 오는 압박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화되고 전문적인 제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어 P10은 

“인공지능이 똑똑해도 사용자마다 다른 부분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같아, 개인화를 생각했을 때 1:1 
상담이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와의 1:1 상담과 AI 챗봇 기능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사용자의 니즈는 전문적이고 개인화된 

피드백과 가이드를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될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강제성과 피드백의 전문성, 상대방과의 소통 등에 

있어 사용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1:1 

상담의 경우 관계적 압박감 요소에 대해 이가 

동기부여의 요소를 넘어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4.2.5 정보제공 기능에 대한 인식 및 제언사항   

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가 1인 

가구를 위한 레시피를 탐색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1인 가구는 식재료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조리설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레시피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요리가 어려운 이유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요리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가 있어도 요리를 
하는 것은 어렵다” (P6). 이는 미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단순히 1인 가구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4.2.6 골 트레킹 기능에 대한 인식 및 제언사항   

골 트레킹 서비스는 사용자가 식습관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 성취율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결심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의지가 꺾이기 마련인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려준다면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P10).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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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율이 시각화 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캘린더에 진척률이 표시되면 
동기 부여가 된다.” (P1), “목표를 수행한 기간이 눈에 
보이면 습관을 이어나갈 수 있다" (P10). 

하지만 목표 행동을 하기 위해 수반되는 알림 기능에 

대해 몇몇 참가자는 알림이 너무 잦으면 오히려 알림의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 답했다: “알림이 너무 잦으면 
그냥 넘겨버리게 된다” (P6). 따라서 설정한 식습관 

목표에 따라 알림 시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참가자에 따라 끼니 횟수와 식사 시간이 

상이하였고 각자의 끼니 시간에 맞추어 알림이 오기를 

희망했다: “사람마다 아침 챙겨 먹는 시간이 다를텐데 
이에 맞추어 알림 설정을 하고 싶다" (P12). 또한 

대학생 사용자의 경우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식사 시간이 날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알림 

시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4.3 20 ᶫ 1 ㈣ ᚫ᠗㈃ ⶈ⮈䄇 ᛇ⯋ ㆯ䀇 ⰿ⎓Ⰳ 
᾿た 

이전의 연구와 사례에서 사용된 7가지의 주요 기능 

이외에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먼저 많은 참여자들은 

사용자 개인의 식비 예산을 관리하고,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고 싶다고 답하였다. 이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30~40대 1인 가구만큼 많은 식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실제로 요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이지만 

건강한 식사가 가능한 식당이나 배달 옵션에 대한 

정보에 대한 니즈가 많았다.  

이와 더불어 앞에서 제시한 7가지의 기능들을 결합한 

형식의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형식은 셀프 트레킹과 다른 기능들이 결합된 

형태였다. 참여자들은 셀프 트레킹을 통해 자신의 

식습관 문제를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있어 다른 종류들의 기능들을 

결합시키길 원했다. 예를 들어 P4는 셀프 트레킹을 

정보 제공 서비스와 연결해 “내 영양 상태를 고려한 
레시피, 좋은 식재료, 근처 식당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P8은 “셀프 
트레킹을 기반으로 내가 못 하고 있는 부분을 토대로 
챌린지를 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흥미로웠던 지점은 소셜 기능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다른 기능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예시로, P10은 “다른 기능들이 소셜과 
결합되어 다양한 카테고리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P4는 챌린지 기능과 

소셜 기능의 결합에 대해 이처럼 제언하였다: “만약 
요리관련 챌린지를 하면 내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보여주고 싶다.”  

5.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20대 1인 가구라는 집단에 

초점을 두어, 해당 집단의 생활 양식의 특성에 따른 

식습관 문제 상황에 주목했다. 특히, 기존 건강 관리 및 

식행활 관련 서비스에 공통으로 사용된 7가지 기능에 

대한 유형화 및 분석을 통해, 이들의 식습관 문제 

개선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20대 1인 가구는 일정이 불규칙하고 

각자 생활 양식이 상이하여 개인화된 정보 및 피드백에 

대한 니즈가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혼자 

대부분의 식생활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셀프 트레킹을 

통하여 자신의 식습관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피드백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개인화 된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7가지의 주요 

기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기능 요소 이외에, 

제한된 식비 예산을 관리하려는 니즈가 존재하였으며, 

요리가 어려운 주거환경 및 생활 방식 때문에, 건강한 

음식 및 식품의 구매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20대 1인 가구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제공될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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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비선형성’과 ‘개인화’를 특징으로 하는 OTT (Over-

the-Top Media Service)는 시청자들에게 비동시적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기존의 TV 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 시청 방식과 비교했을 때 OTT 플랫폼은 

개인화되고 단절적인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TT 로 인해 변화된 드라마 

시청경험이 시청자들 간의 연결감과 소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청경험을 공유할 지인 찾기의 어려움’, 

‘동시적인 타인과의 교감 부재’ 그리고 ‘스포일러 

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소통의 단절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OTT 드라마 시청자 

사이의 연결감을 강화할 수 있는 3 가지의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들 아이디어들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OTT 를 통한 드라마 시청 

경험과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 

㎧㋇た 

OTT, 드라마, 드라마 시청경험, 시청자, 비동시적 

시청, 연결감 

1. ゛᠗ ◣㋇ ⚺ ⛛ᝨ 

드라마는 방송과 동시에 수많은 담론의 소재가 된다 

[1]. 드라마 시청자는 단순히 미디어 내용만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시청 경험들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연결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연결감은, 주로 ‘본방 사수’로 대표되는 

기존의 TV 드라마 시청 환경에서 이해되어 왔다. TV 

중심의 시청 환경에서 시청자 간 연결감은 대다수의 

 

* 공동 1 저자: 김기태, 박지원, 홍나영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드라마를 주로 가족 

구성원과 함께 시청하고, 시청 후에는 같은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들끼리 무리 지어 그 드라마를 대화의 

화제로 올리고 감상을 나누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2]. 

반면 비동시적이며 개인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OTT 플랫폼 (Over-the-Top Media 

Service)을 통한 드라마 시청이 최근 증가하게 되었다. 

기존의 TV 매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콘텐츠를 

일방향적으로 송출하는 ‘선형적’ 시청 경험을 

제공했던 데 반해, OTT 플랫폼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방식으로 드라마를 선택하고 시청할 수 있는 

‘비선형적’이며 ‘비실시간적’인 시청경험이 가능 

해졌다. 또한, 방송국에서 편성된 드라마만을 시청할 

수 있었던 기존의 TV 중심 시청 경험과 달리, OTT 

환경에서는 시청자가 편성 제약 없이 다양한 

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개인화’된 시청이 가능 

해졌다 [3].  

이렇듯 비선형적이며 개인화된 OTT 를 통한 드라마 

시청 경험은 기존의 TV 중심 드라마 시청 환경이 

제공하던 소통 및 연결감 형성 방식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쉽게 시청이 가능한 OTT 의 특성으로 인해 

홀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서로 다른 시기에 시청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OTT 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규제에 관련한 부분에는 관심을 

기울였으나 [3], 시청자들 간의 소통과 연결감에 대해 

다룬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OTT 를 통해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용자들이 다른 

시청자들 과의 소통방식에 변화를 느끼는지, 또한 

그의 결과로 연결감의 부재를 경험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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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᠗◣㋇ 1: OTT 플랫폼에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용자들은 TV 중심 드라마 시청 방식때와는 다른 

소통방식을 경험하는가? 또한 변화된 시청 및 소통 

방식에서 단절감을 느끼는가? 

또한 우리는 HCI 관점에서 OTT 드라마 시청자 간의 

연결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᠗◣㋇ 2: OTT 드라마 시청자간 연결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2. ゛᠗ ⛔❀ 

위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주로 OTT 를 

통해 드라마를 시청하는 10 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OTT 중심 드라마 시청 환경 속에서의 

‘소통 경험’의 변화 양상과 ‘단절감’ 발생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OTT 드라마 시청자들의 니즈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OTT 플랫폼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듈형식의 세가지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으며, 각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사후 인터뷰를 통해 수합 및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절차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 (IRB)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되었다.  

2.1 ゛᠗ ᶫ⭬㈻  

연구참여자는 3 개월 이내에 OTT 플랫폼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3 편 이상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과거에 

TV 를 통해 드라마 본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3 개월 이내에 

OTT 플랫폼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3 편 이상 시청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생생한 OTT 이용 경험을 

얻기 위 함이며, TV 를 통한 본방송 시청 경험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변화된 드라마 시청 환경으로 

인한 시청경험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알아보기 

위함이다. 위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OTT 사용자 

10 명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만 20~30 세의 여성 7 명, 남성 3 명으로 

구성되었다. 

2.2 㣠 ㈣㯛⢛ 㑯䀴 ⚺ ⠯⯈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는 크게 ‘TV 및 OTT 

환경에서의 드라마의 전반적인 시청 경험’, ‘드라마 

시청 관련 소통 양상’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Zoom 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0-40 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은 Open Coding [4]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담당자 4 명이 

인터뷰의 음성 파일을 각자 청음하고 전사기록지를 

만들었다. 이후 공통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시청 양상 및 소통 관련 사항을 Affinity Diagram 을 

(ᢣ⑧ 1) 통해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OTT 드라마 시청자가 느끼는 니즈 및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시청자간 연결감 회복을 위한 

디자인 개선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다.  

2.3 㾯⌇㱋㭫㈰ ㋇㈼ ⚺ 㿧ᾇ⛜   

위의 과정을 통해 파악한 사용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OTT 드라마 시청자 간 연결감 회복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을 고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 

OTT 플랫폼에 국한되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보다, 

여러 OTT 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듈형식의 

그림 1 심층 인터뷰의 분석을 통한 주요 Pain points와 솔루션 아이디어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8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08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3 가지 기능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Figma 를 

활용해 시각적인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였다.  

이후 심층 인터뷰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프로토타입들에 대한 피드백을 사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사후 인터뷰 질문은 크게 

각 서비스 컨셉의 장점, 한계점 및 개선 사항, 목표 

달성 확인(‘연결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사용 의지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등의 4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사후 인터뷰 역시 

Zoom 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0-20 분 정도 소요되었다 사후 인터뷰에서 수집된 

데이터도 위의 심층 인터뷰 분석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3. OTT 㱠䀇 ᾇ∧⑳ ⶇ㝘ᝨ䂃ឧ ⰷ㱠〼⭬㈃ 
❫䃿 ⚺ PAIN POINTS 

심층 인터뷰의 분석을 통해 OTT 드라마 시청자들의 

드라마 시청 시간이 개인화 되었고,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작품의 폭이 넓어졌으며, 누군가와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기보다는 홀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졌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OTT 의 특징으로 인해 드라마를 시청하는 

경험 그 자체에서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OTT 사용자들은 이 과정에서 사라진 TV 

중심 시청 경험에서의 연결감에 대한 그리움을 

보였다. 아래의 각 섹션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OTT 

드라마 시청 및 소통 경험에서 느낀 세가지의 Pain 

points 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사용자들의 니즈를 

제시한다.   

3.1 ⶇ㝘ᝨ䂃 ហ㇋䀋 㑫㈣ 㛩ᣛ㈃ た⋏ㅫ 

OTT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시기에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공존하며, 시청자들은 방영시기와 상관없이 

작품을 선택하고 시청할 수 있다. 이렇듯 드라마 

시청이 방영시기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주로 

OTT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를 시청하는 참가자들은 

시청경험을 오프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최근에 봤는데 그 
드라마가 2019 년에 나왔어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었는데 막상 이거를 친구한테 지금 
얘기하자니 너무 늦은 시기가 되어 애매했어요.” (P7) 

또한 OTT 플랫폼 내의 ‘큐레이션’ 서비스로 인해 

시청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드라마만을 선별적으로 

시청하게 되는 것도 시청경험을 나눌 지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소로 여겨졌다. 특히 특정 

장르나 국가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용자의 경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지인 찾기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통 일본 드라마 볼 때는 소통이 많이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지인이 없어요.” (P7) 

위와 같은 이유로, TV 중심으로 드라마를 시청할 

때에 비해, 특정 드라마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지인 찾기에 더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자들은 특정 드라마의 팬이나 시청자를 

발견하기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청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여전히 가까운 

지인과의 오프라인 소통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잘 

알지 못하는 익명의 온라인 상대와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익명성 뒤에 숨어 불쾌한 발언을 하는 이들의 존재는 

기존 지인과 소통하고 싶다는 니즈를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의 아쉬운 점이 정보의 공유, 얕은 
공감에 그친다는 거예요. 유대감이 쌓인다거나 더 
깊은 대화로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는 모르는 상태니까요.” (P10) 

“익명으로 소통을 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는 불쾌감을 느끼기 싫어서 지인들과 
대화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P6) 

3.2 Ẅⶇ㊬㈣ 㭫㈣ឧ㈃ ᚻ ⠫㉗ 

가족 단위로 거실에 둘러앉아 TV 앞에서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던 이전과 달리, 모바일 기기를 통해 

OTT 플랫폼에서 드라마를 홀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드라마 시청 경험은 오롯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개인화된 시청 경험은 대체적으로 드라마의 몰입갑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장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서로 장면에 대한 대화를 통한 

감정의 전염과 증폭을 느꼈던 예전의 방식을 

그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무래도 본방 사수를 하면서 그때그때 얘기를 
해야지 진짜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감정이나 
궁금해하는 감정 아니면 약간 흥분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긴 해요.”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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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ⵏ㺗㈧⊗ ᰣ㡇ほ ᶫ䀇 ỻ⋏ㅫ 

TV 를 통해 드라마를 시청할 때에는 대다수의 드라마 

시청자들이 같은 시청 진행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OTT 이용자들은 같은 드라마를 보는 

경우라도 제각기 다른 시청 진행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청 경험을 공유할 지인을 찾기 어려운 측면 

때문에, 현재 시청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니즈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으로 충족하려 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시청자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인 ‘스포일러’에 [5]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즉, 

소통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스포일러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가는 커뮤니티에서 좋아하는 회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뒷내용까지 다 스포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P9) 

3.4 ⭗ㅔ㈻ ᵳ㐳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OTT 드라마 시청 

및 소통 경험에서 느낀 세가지의 Pain points 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니즈를 도출하였다. 

◼ 드라마를 시청한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인’을 쉽게 찾고 싶다. 

◼ 편한 시간대에 편한 장소에서 혼자 드라마를 

시청하되, 타 시청자들과 동시적으로 

감정과 감성을 나누는 경험을 하고 싶다.   

◼ 현재 감상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원하지 

않는 스포일러를 당하는 경험은 피하고 

싶다.  

4. OTT ᾇ∧⑳ ⶇ㝘㈻ ᚯ ⰷ㱠 ⚺ ゛ᚻ 䁐⭬ 
ㆯ䀇 ᾿㈻㈣ ㋇っ ⚺ ⭗ㅔ㈻ 㿧ᾇ⛜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해낸 사용자 니즈를 토대로, 

기존 OTT 플랫폼 내에서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통과 연결감 향상을 위한 3 가지의 서비스를 (“지인 

추가 및 지인 간 시청 기록 공유 기능”, “타임 스탬프 

기반 시청자 반응 입력 및 표시”, “시청 진행률 필터링 

서비스 기반 커뮤니티”) 제안한다. 현재의 

프로토타입은 넷플릭스 모바일 UI 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OTT 유료이용자 가운데 60% 

이상이 넷플릭스를 시청한다는 조사결과와 

OTT 플랫폼 사용 기기 중 스마트폰 기기의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근거했다 [6, 

7]. 하지만 본 서비스의 컨셉은 넷플릭스 뿐만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많은 OTT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의 섹션에서는 각 서비스 아이디어에 대한 서술 

및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사후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4.1 㤇᠗ 㠿ᚫ ⚺ 㤇᠗ ᚯ㈃ ⶇ㝘 ᣛ⌈ ហ㇋ 

개인화된 드라마 시청 경험으로 인해 같은 드라마를 

시청하는 지인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의 

Pain points 를 해소하고자 계정 간 친구 추가와 시청 

데이터 팔로우 기능을 (ᢣ⑧ 2) 제안한다. 친구 관리 

페이지에서는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기반으로 친구 맺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친구가 

시청한 콘텐츠 정보(시즌, 에피소드, 시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드라마 메인 

페이지에서는 현재 해당 드라마를 시청 중인 친구와 

그들의 구체적 시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시청 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드라마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동일한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해당 드라마에 대한 본인의 시청기록공유 

기능을 끄고 킬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 친구 추가 및 시청 기록 공유 

사후 인터뷰에서 모든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해당 

기능이 지인간의 드라마에 대한 소통 및 연결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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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취향이지만, 비주류인 드라마를 어떤 친구가 
시청했는지 한 명 한 명 물어봐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것 같아요.” (P1) 

“지인이 언제 해당 드라마를 언제 봤는지 알 수 있게 
해줘서 이 드라마를 가장 최근에 본 친구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P2) 

이에 더해 “작품에 대한 친구의 평가도 공개되는” 
(P6) 기능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4.2 㭫㈯ ⵏ㮗㾯 ᣛ⛃ ⶇ㝘㈻ ⛃ㇼ ㈰⋐ ⚺ 㼇ⶇ  

드라마 시청 도중 타인과의 동시적 소통 및 교감 

부재에 대한 Pain points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임스탬프 기반 시청자 반응 입력 및 표시 기능을 

(ᢣ⑧ 3) 제언한다. 본 기능은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동시에 타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감정적 

교감을 원하는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먼저 입력 기능은 드라마 시청 도중, 특정 시점에 

대한 본인의 감상을 남길 수 있게 한다. 사용자는 

시청 화면 하단 바에서 타임스탬프 버튼을 클릭해서, 

이모티콘을 통해 간단한 감정 기록을 남기거나, 

댓글을 통해 본인의 감상을 서술할 수 있다. 반응 

표시 기능은 다수의 시청자가 비슷한 감정 반응을 

보인 장면에 대해, 해당 장면의 화면에 1-2 초 간 

해당 감정 이모티콘이 노출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림 3 타임스탬프 기반 시청자 반응 입력 및 표시 

사후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7/10) 

타인들의 감정적 반응을 드라마 시청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적인 타인과의 교감 

부재’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동시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P4) 

또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장면 별 기록을 

남기는 기능이 드라마 시청 중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스탬프 기능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좀 
쉽게 [해당 장면의]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5) 

위와 같이 타임스탬프 기능의 전반적인 컨셉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3 명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타임스탬프 기능이 시청 경험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제 사용 의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래도 몰입이 깨질 것 같아요” (P10) 

또한 실시간적인 감정 반응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집하는 과정에서 트롤링(trolling), 즉 관심을 끌기 

위해 맥락에 맞지 않는 반응들을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는 장면에서 하트를 누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P8) 

4.3 ⶇ㝘 㑯䀴␋ 㿯㯛⑬ ⯇⣯ⵏ ᣛ⛃ 㦏♏ᵳ㶛 

시청 진행률 기반 커뮤니티는 (ᢣ⑧ 4) 스포일러 노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온라인 소통을 원하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해결하고자 고안되었다.  

사용자들은 드라마 메인 페이지에서 해당 드라마에 

대해 사용자들이 자유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이동할 수 있다. 본 커뮤니티의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이 작성자가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 

그의 시청 진행률을 저장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용자의 시청 진행률을 바탕으로 사용자보다 더 

높은 시청 진행률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동 필터링한다. 즉, 스포일러를 

당할 위험이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본 기능은 스포일러 노출 위험으로 인해 

사용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현 드라마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시스템을 각 개인의 시청 진행률을 고려한 

OTT 플랫폼 내의 소통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커뮤니티 소통 부담을 해소하고 온라인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사후 인터뷰에서 모든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본 기능이 

온라인 소통과 드라마를 통한 연결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제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디자인에서 의도했던 

대로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용을 꺼려했던 사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제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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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청 데이터 필터링 서비스 기반 OTT 내 온라인 커뮤니티 

“오래 전 드라마에 관해 검색을 하면 스포일러를 
당해야 되고 안 당할 거면 아예 [온라인 커뮤니티를] 
안 봐야 되고, 모 아니면 도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P3) 

5. ᰧ㈃ ⚺ ⌋ 

본 연구는 미디어 흐름이 다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OTT 플랫폼에서 드라마 

시청자들 간 소통과 연결감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재발견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OTT 

사용자들의 니즈, ‘지인과의 오프라인 소통’, 

‘동시적인 시청경험에서의 감정적 소통’ 그리고 

‘스포일러로부터 자유로운 온라인 소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위의 아이디어에서 지인 추가 및 시청 기록 공유 

서비스와 시청 진행률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해당 기능을 

구현한 high-fidelity 프로토타입의 제작과 사용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타임 스탬프 기반 반응 입력 및 표시 서비스 역시 

전반적인 컨셉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시청 몰입감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사용의지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드라마 시청경험에서 소통과 연결감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요소는 아님을 암시한다. 따라서 

몰입감과 같은 다른 시청경험의 가치도 연결감과 

소통을 증진하는 디자인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결감 강화를 위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통해 OTT 를 통한 

드라마 시청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만족을 

넘어 소통과 연결감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길 바란다. 특히 콘텐츠를 둘러싼 담론의 

형성과 연결감이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지는 

문화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언들을 통해 드라마 콘텐츠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는 OTT 플랫폼 내의 드라마 시청 경험 

맥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추후 연구에서 다른 

장르나 플랫폼내의 영상 콘텐츠에도 해당 제언 내용 

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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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COVID-19 이후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이 대학 수업의 

주요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물리적 제약이 적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수업 방식이지만, 학습자의 사회적 존재감 및 관계의 

형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내에서 학습자 간 사회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Co-design 방법론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디자인 세션에서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스케치를 바탕으로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내에서 서로의 사회적 존재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1 

㎧㋇た 

COVID-19, 사회적 존재감, 대학,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 Co-design 

1.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많은 대학에서 기존의 대면 수업을 온라인 

형태의 수업으로 전면 전환하였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대학 수업의 온라인화로 인해 대학생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특히, 

비디오를 활용한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학습자는 다른 참여자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학습 참여 동기 및 성과 

하락으로 나타났다 [1]. 동시에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물리적 제약 없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공동 1저자: 이원진, 박가영, 유지영 

명확한 장점을 갖기에, 학습자 간 사회적 존재감 강화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방식은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대학 온라인 학습 

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하지만 COVID-19 이후 확대된 대학 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사회적 존재감 향상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의 

경우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고 있어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간 사회적 존재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사회적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상호작용 

디자인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12명의 

대학생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총 3회의 Co-design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 내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의 사회적 존재감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8가지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2. ⌋㊬ ⛛ᝨ 

2.1 ビ∧㈣ ⳃばឧ ⭗䄷㊬ ㌟㉗ᚻ 

온라인 수업에서의 이상적인 모습은 비동시적이면서도 

사회적 존재감(social presence)을 전달하는 학습 

환경이다 [2].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느낌” [3]인 

사회적 존재감은 기존의 대면 수업에서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쉽게 느낄 수 있는 반면, 타인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사회적 존재감은 수업 내 

학습자들의 결속력과 만족도,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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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사회적 존재감은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가 

수업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주요한 동기 부여 요소로 작용한다 [5]. 따라서,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업 

내에서 학습자가 충분한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2.2 ᶫ䀄 ᭟ ⣯ⶏⶇᚯ ビ∧㈣ ⳃ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많은 대학에서 기존의 대면 수업을 온라인 

형태의 수업으로 전면 전환하였다.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은 주로 녹화된 동영상 시청하는 방식의 비실시간 

수업과 Zoom 등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수업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적어 접근성이 높고, 학습자가 자신의 환경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어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6]. 하지만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습자의 수업 

참여 동기가 약해지고 수업 이탈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 이로 인해 학습자의 참여와 구성원 

간 사회적 관계 형성에 목적이 있는 대학 수업에서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 분야에 걸쳐 원격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학 

수업의 온라인화 또한 COVID-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대학 내에서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효과적인 수업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습자 간 사회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내에서 학습자가 

사회적 존재감을 충분히 느끼게 된다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수업 이탈을 막아 비실시간 수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3 ⣯ⶏⶇᚯ ビ∧㈣ ⳃば ឫ⋓ ゛᠗ほ⯇㈃ Co-
design 

 사용자의 맥락과 경험은 서비스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8].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디자인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Wang et 

al.의 연구는 설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MOOC 의 플랫폼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9]. 

또한 Joyner et al. 의 연구에서는 설문과 인터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를 탐색하여 몰입형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10].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 방식을 통해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서비스 디자인 전의 문제 

발견과 디자인 후의 사용성 테스트의 과정에서만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의 경험과 니즈가 디자인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Co-design 은 이해 당사자가 직접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Co-design을 통해 서비스를 디자인할 경우, 

참여자의 경험이 반영되어 진행 과정에서 서비스 

정의와 조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니즈를 디자인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11]. 하지만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co-design방식을 활용한 사례가 드물었다. 

3. ゛᠗⛔❀ 

3.1 ゛᠗ 㛣㈻ ╓㑼 

연구 문제의 이해 당사자로서 (1)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2)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 환경에서 사회적 존재감 결여를 경험한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모집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비대면 

대학 생활 경험 여부, 사회적 존재감 약화 경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존재감 

결여 경험의 경우, Kang과 Choi가 발전시킨 사회적 

존재감 측정 문항을 활용하여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2], 문항의 응답 평균이 3.45 이하인 

경우 사회적 존재감 결여를 경험한 것으로 사전 연구의 

결과를 [13]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대학생 이용이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총 12 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᠗ ⯏ᝯ 

Co-design 세션은 총 3 회 실시되었다. 각 세션은 

4명의 연구참여자를 그룹 지어 진행되었으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Warm up (10 ⠯).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연구자와 

참여자들이 자신을 소개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후 참여자에게 연구 주제와 세션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Focused Group Discussion (25 ⠯). FGD 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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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문제 상황을 직접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연구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형성하고, 이후 

스케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Crazy 6Ĝs (10⠯). Crazy 6’s 방법을 활용하여 서비스 

아이데이션 스케치를 진행하였다. Crazy 8’s는 8분에 

8 개의 스케치를 도출하는 Ideation 방법론으로, 제한 

시간을 짧게 두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포착하여 빠르게 여러 아이디어를 생산하도록 돕는다 

[14]. 본 연구에서는 Crazy 8’s을 10분에 6개 이상의 

스케치를 도출하는 Crazy 6’s로 수정하였다.  

Team sketch(20 ⠯). Team Sketch 는 연구 참여자를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각 팀에게 Crazy 

6’s 에서 도출된 개별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하나의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Presentation & Feedback (15 ⠯). Team sketch 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프로토타입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교환하였다. 피드백은 Stickies 방법을 

차용하여 [15] 접착 메모에 각 아이디어의 좋은 점 

(Likes), 별로인 점 (Dislikes), 수정할 점 (Design 

idea)을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다.  

Revision (10⠯). 팀별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수정하여 최종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Wrap up (20 ⠯).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공유하고, 세션 과정에서 느낀 점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공유하는 마무리 논의를 

진행하며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3.3 ḛ㯛 ⳃ㑼 ⚺ ⠯⯈ 

Co-design 세션의 전체 과정을 녹음한 음성 자료 

전사본과 세션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는 

테마 분석 (Thematic Analysis)을 통해, 데이터를 

정제하여 초기 코드를 도출한 뒤, 주요 테마를 을 

중심으로 공통 요소를 묶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의 사회적 존재감 

향상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4. ゛᠗ ឧ 

Co-design 세션을 통해 총 6 가지 디자인 방안이 

도출되었다 (그림 1).  

먼저 ěⵏ㯛᾿ ⊛'은 수업 영상의 타임라인 위에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학습자의 아바타가 표시되는 

디자인이다. 타임라인에는 학습자들의 시청 데이터가 

그래프로 나타나 많이 본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영상 수강률을 숫자가 아닌 영상을 수강한 

학습자 아바타의 모임으로 시각화한다.  

ěⳃ ぱᴿ ⳃ⛔'은 학습자들만의 그룹 채팅방으로 

교수 봇을 통해 학습 관련 공지를 자동으로 전달받고, 

이에 이모티콘으로 리액션 할 수 있다.  

ěⵏ㯛᾿ ᢣ⎤ ⶇ㶻Ĝ은 학습자들을 임의로 스터디 

그룹에 배정한 후, 수업 내용과 관련된 투표와 그 

결과를 매주 공유하는 디자인이다. 스터디 그룹 내에서 

투표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이를 

교수자가 수합하여 수업 영상에서 결과를 공유한다.  

ě㬟≃ⵏ 㸧㐻'은 학습자들이 수강 진도에 따라 퍼즐 

조각을 획득해 함께 수업 영상당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디자인이다. 학습자들은 소그룹으로 나뉘며, 완성된 

퍼즐에 가장 많은 조각을 기여한 그룹이 우승하게 된다.  

ě㨇⌇ឋ∧'는 학습자들이 수업 자료를 만들고 게시판에 

게시하면 댓글을 통해 학습자들끼리 수업 자료에 대해 

피드백하며 소통하는 디자인이다.  

마지막으로 ě⊴㝃㱌'은 교수자가 없는 학습자들만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학습자들 간의 교류가 가능한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디자인이다. 또한 학습자의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대면 스터디 개설을 촉진하는 등 

부가적인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1 Co-design 세션 결과 (1. 스터디 런, 2. 교수 없는 교수방, 
3. 스터디 그룹 게시판, 4. 클래스 퍼즐, 5. 콜로고라, 6. 렉처톡) 

Co-design 세션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제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8 개의 테마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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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간 사회적 존재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䃣㈼ㅔ ㎧㋇는 䀄ⵠ ㋀➟가 있었고, 

⭬䃣㈼ㅔ 䃀㮇는 ᢇ╓ 및 ⛔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䃣㈼ㅔ ⛔ⶈ으로 ㈠┰⯜, ⶏⶇᚯ⯜, 

ⳃ㈻ ⒏ᛇ⯜이 있었으며, 효과적인 ⭬䃣㈼ㅔ ㉐㤃로 

ᚫ❧ㅫ, み㯛㯷㈣ⓧ㵣 방식을 선호함을 

발견하였다(그림 2). 

 

그림 2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의 사회적 존재감 증진과 

관련한 테마 

4.1 ⭬䃣㈼ㅔ ㎧㋇ 

4.1.1 학습 정보 

참여자들은 사회적 존재감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학업에 대한 정보를 선호했다. ‘교수 없는 교수방', 

‘렉처톡'에서는 학업 관련 공지를 공유하고, 

‘콜로고라'에서는 학습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스터디 그룹 게시판'에서는 조별로 수업 내용에 대한 

토의를 한다. 또한, ‘스터디런'과 ‘클래스 퍼즐'은 강의 

수강률이라는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때 서로를 인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학업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면서도 성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䀄ⵠ ㎼㊬ ㋀➟. 참여자들은 학습 내용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물어보거나,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거나, 과제에 

피드백하는 등 서로의 학업 능력을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 

䀄ⵠ ㎧❫㊬ ㋀➟. 반면, 학습 내용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강의 진도율, 성적 분포도, 과제나 공지에 대한 감정, 

실시간 접속자 등 학습과는 관련되어 있지만 학습 내용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았다. P1은 “성적 분포가 나오면 
나 혼자 듣는 거 아니구나 하고”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4.2 ⭬䃣㈼ㅔ 䃀㮇 

4.2.1 규모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동료 

학습자의 규모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참여자들이 정보를 교류하기 원하는 동료 학습자 

집단의 규모는 개인, 소그룹, 전체로 분류할 수 있었다. 

ᛇ㈣. 자기소개 또는 수강 동기처럼 학습자 개인의 

정보를 수업 과정 초반에 공유하는 디자인이 

제안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습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독립적으로 소통하는 디자인을 제시했다. 

‘스터디 런'에서는 학습자들이 아바타를 설정하여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아바타를 통해 “서로 
존재한다는 걸" (P4)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고자 

하는 요구가 드러났다. 

ⰷᢣ⎤. 스터디 그룹과 같이 소규모 그룹을 형성하여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고자 하는 모습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소그룹의 경우 특정 

학습자들과 깊고 꾸준한 관계 유지가 사회적 존재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보다는 소규모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 내에 그룹을 교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다. ‘스터디 그룹 

게시판', ‘클래스 퍼즐', ‘렉처톡'에서 반복적으로 소규모 

그룹에 대한 디자인이 제안되었다.  

㊯㝟. 함께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어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요구도 있었다. 

강의 진도율, 성적 분포도처럼 주로 학습자의 정보를 

통계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P1 은 학습자 

전체에 대한 상태를 공유 받았을 때 함께 강의를 듣는 

느낌과 더불어 학습자들 사이에 자신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P2는 현재 녹화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의 수처럼 전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때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없어도 동질감이 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4.2.2 방향성 

참여자들은 상호작용의 방향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참여자는 단방향 혹은 양방향 상호작용을 

제시하였으며, 두 경우에서 모두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ᶓ⛔䁐. 강의 진도율과 같은 통계 자료 제시는 사회적 

존재감이 단방향으로 전달되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또한 교수자를 통해 동료 학습자의 사회적 존재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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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방식의 경우에도 단방향적 형태를 띄고 있다. 

‘스터디 그룹 게시판'에서 교수자가 소그룹들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강의에서 언급을 하여 사회적 

존재감을 전달한다. 그룹들 사이에서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그룹에 대한 정보를 

받아 전체 학습자의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〼⛔䁐. 양방향적 형태는 다른 학습자가 남긴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그룹 채팅방과 같이 학습자와 다른 

학습자가 모두 서로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P11 은 “일방향성이 아닌 그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의견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콜로고라'에서는 다른 학습자가 

작성한 댓글에 대댓글을 달게 하여 양방향적 소통을 

강화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4.3 ⭬䃣㈼ㅔ ⛔ⶈ 

4.3.1 익명성 

참여자들은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간의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공통적으로 익명성을 

중시했다. 주로 온라인 상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움을 느껴 익명성을 선호하였다. 실명일 

경우에는 부담으로 인해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것" 
(P8)이라고 생각하였다. 익명성은 개개인을 구별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과 개인 또는 팀을 구별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익명성의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ワ㊯ ㈠┰⯜. 완전 익명성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는 대상을 특정화할 수 없지만, 수업 수강 

인원 전체에 대해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졌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불특정한 

상대라도 소통을 통해 사회적 존재감을 공유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였다. 완전한 익명성을 통해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는 방법으로는 과제 제출률, 성적 분포 등 

전체 상태를 통계 수치로 표시하거나, 개별 코멘트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제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ワ㊯ ㈠┰⯜. 상대를 식별할 수 있는 불완전 

익명성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불완전 익명성의 

경우 상대방의 존재를 완전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그 

대상을 무수한 다수와는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스터디런'에서는 학습자들이 서로 다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아바타를 활용하였으며, ‘클래스 

퍼즐'에서는 퍼즐의 질감을 다르게 두어 수업 내 팀의 

정체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1은 개인이 

익명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갖는 것이 오히려 대학의 

대면 수업 상황에서 “마치 우리가 교실에 갔을 때 저 
사람의 모습은 기억을 하지만 저 사람이 사실 누군지는 
관심이 없는” 것과 유사한 사회적 존재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4.3.2 실시간성 

비실시간 수업에서 학습자 간의 존재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간성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강의 자체는 비실시간으로 진행되더라도 

학습자끼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제출률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걸 보거나 
동시 접속자 이런 게 뜨면 같이 듣는다는 느낌이 오긴 
할 것 같아요.” (P1) 

실시간성을 충족하는 방법 중, 실제 실시간이 아닌, 

실시간의 느낌을 주는 유사 실시간성 (pseudo-

synchronicity)을 활용한 디자인도 제언 되었다. 특히, 

녹화된 강의 영상에서 특정 시간대에 단 댓글을 동료 

학습자들이 해당 구간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여러 참여자들에게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마치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느낌을 받아 “확실히 서로의 
존재감을 느낄 수” (P3)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4.3.3 교수자 매개성 

학습자 간 사회적 존재감 전달에 있어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습자들이 서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매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교수자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공존했다. 

ⳃ㈻ ⒏ᛇ. 학습자 간의 자율적인 소통보다 중간에서 

교수자가 소통을 매개하였을 때, 사회적 존재감 전달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했다. 교수자가 학업 관련 

투표를 열거나, 학습자의 의견을 교수자가 수업에서 

전달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ⳃ㈻ ⣯⒏ᛇ. 동시에, 상호작용에서 교수자를 

배제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서로를 꾸준히 인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수 없는 

교수방'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권위적 존재인 

교수자를 배제하였다. P7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소통에 

개입할 경우 재미 요소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4.4 䅓ឧ㊬㈣ ⭬䃣㈼ㅔ ㉐㤃 

4.4.1 가벼움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는 방안에서 학습자들의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가벼움을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며, 

학업을 방해하지 않는 가벼운 방법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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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1) 기존 프로그램에 내장하는 방법과 (2) 

정보 관리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스터디 그룹 게시판'은 기존의 학습 관리 프로그램에 

새로운 기능을 내장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는 복잡한 과정을 

제거하였다. ‘클래스 퍼즐'은 수업 영상을 시청하면 

자동으로 퍼즐 조각을 생성하고, 학습 로그를 

자동적으로 통계화하여 정보의 입력이나 처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방식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자동화는 “민망함을 없애주는 명분” (P6) 이 되어 

자연스러운 사회적 존재감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4.4.2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는 보상, 경쟁, 게임 재미를 일으키는 

요소이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는 학습 주변적 

정보와 결합하여 학습자 간의 사회적 존재감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예시로, ‘클래스 퍼즐'에서는 학습 

주변적 정보인 강의 영상 수강 여부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인 퍼즐 조각을 더하여 “클릭해서 듣게 되는 
효과를 유도" (P7)하였다. ‘스터디 런'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설정하고 서로의 아바타를 확인함으로써 

서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P4 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수업 맥락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존재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각"(P4)이 있으며, 학습자 간에 이야깃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았다. 

5. ᰧ㈃ 

연구를 통해 ⭬䃣㈼ㅔ ㎧㋇, ⭬䃣㈼ㅔ 䃀㮇, ⭬䃣㈼ㅔ 
⛔ⶈ, 䅓ឧ㊬㈣ ⭬䃣㈼ㅔ ㉐㤃에 관한 8 가지 테마를 
도출할 수 있었다. 

5.1 ᶫ䀄 ⒐∨ほ⯇㈃ ⭗䄷㊬ ㌟㉗ᚻ 

‘대학'이라는 특징적인 상황에서 유효한 테마들이 

존재했다. 8 가지 테마 중, ‘학습 정보’와 ‘교수자 

매개성’은 ‘대학’ 내의 비실시간 수업 상황을 고려하여 

중요하게 논의된 테마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고등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습 정보를 

통해 사회적 존재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학습 중심적 

정보를 통한 상호작용은 대학 내 학습자로서 그들의 

공통된 목표 달성과 함께 사회적 존재감까지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학습 주변적 정보를 통한 

상호작용은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는 

않지만, 공통된 경험을 상기시키고 공감과 참여를 

유발하여 학습자들 사이의 사회적 존재감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했다.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수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참여자들의 매개 방향성은 

‘교수자 매개’와 ‘교수자 비매개’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교수자를 통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수자의 권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교수자의 존재를 꾸준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역할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교수자의 매개 여부와 

별개로 대학 내의 상호작용에서 교수자가 중요한 

위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대학 내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증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5.2 ⣯ⶏⶇᚯ ビ∧㈣ほ⯇㈃ ⭗䄷㊬ ㌟㉗ᚻ 

도출된 테마 중, 비실시간 온라인 상황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료 요구되는 

테마들이 존재했다. 

온라인 상에서 서로의 존재감을 인식하기 위해서 

상대의 개인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될 때, 참여자들은 

편안하게 사회적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익명성의 

정도에 따라서 상대를 얼마나 특정화하고 싶은지는 

참여자들 사이에 의견차가 존재했지만, 완전한 실명은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비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도 실시간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존재감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실제로 실시간으로 상대와 소통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실시간과 유사한 느낌을 통해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길 원했다. 온라인 속 상대와 

같은 시간 속에 있다는 느낌이 사회적 존재감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기 위한 대부분의 

디자인은 어느 정도의 인위성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상대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치나 행동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동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벼움'과 ‘엔터테인먼트'가 공통된 테마로 

도출되었다. 상호작용 행위가 높은 인지적 과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미 존재하는 툴을 사용하고,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동시에, 토픽과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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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거리감이 있어서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도 필요하다. 

5.3 ⰷⳃほ ᶫ䀇 ᛀ⋐䀇 ㌟㉗ᚻ: ⚣ⶇ㊬ ㌟㉗ᚻ 

상호작용 형태에 해당하는 규모와 방향성 테마와 

상호작용 방식 내 익명성 테마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 학습자가 느끼는 사회적 존재감을 

유형화할 수 있었다. 

소수의 사람들과 강력한 상호작용을 통해 ‘미시적 

존재감'에 해당하는 사회적 존재감을 충족할 수 있었다. 

개인 혹은 소그룹의 규모의 사람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그들 사이의 익명성이 불완전하게 보장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존재감은 개별 학습자의 존재감을 

더욱 강하게 담고 있었다. 학습자들이 개별적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완전 

익명성을 통해 감정이나 개성의 표현으로 식별 가능한 

상대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불완전 익명성을 통해 특정한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인식하고, 존재감을 담은 개별 정보를 

심도 있게 주고받는 것이다. 단, 이러한 ‘미시적 

존재감’은 소수의 규모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 존재감'은 소수의 학습자 간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요하는 소규모 그룹 활동 수업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증진하는 경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4 ᶏⳃほ ᶫ䀇 ㈿㈿䀇 ㌟㉗ᚻ: ⶇ㊬ ㌟㉗ᚻ  

반대로, ‘거시적 존재감'은 다수의 사람들과 잔잔한 

상호작용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존재감에 

해당한다. ‘거시적 존재감'은 수업을 듣는 전체 인원의 

사람들이 단방향으로 소통하며 완전 익명성이 보장될 

때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다. 개별 학습자가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하고 잔잔한 사회적 

존재감이 형성된다. 특히, 완전한 익명성으로 인해 

학습자는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는 대상을 구체화할 수 

없어지면서 수업 참여자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존재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는 상대가 많고 개별 학습자와 

직접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단방향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거시적 존재감' 

향상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학습자 간의 교류가 적은 

대형 이론 강의의 상황에서 수업 소속감과 학습 참여 

증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 ⌋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사회적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Co-design 방법론을 통해 탐색하였다. 그 결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내, 사회적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8가지의 디자인 제언 테마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표본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의 사회적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였으며, 

대학에서의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이상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적 제안점과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의 2022 년 2 학기 기초교육원 

학생 자율 연구 교과목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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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데이팅 앱은 연애 상대를 찾기 위한 목적에서 

나아가 다양한 관계의 만남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존 연구에서는 데이팅 

앱 사용의 다양한 동기 양상에 대해 다루기 보다는, 

성적이고 단기적인 관계를 찾는 앱으로서만 다뤄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Tinder(틴더)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다층적인 틴더 사용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행동 양상 및 전략의 변화를 

반구조적 인터뷰를 통해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틴더 사용 초기 특정한 관계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기 보다는, 오락과 같은 

비관계적 동기를 더 크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틴더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관계적 동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자신이 추구하는 관계의 유형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짓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데이팅 앱 디자인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 

주제어 

데이팅 앱, Tinder, 틴더, 사용 동기, 사용 전략 

1. 서 론 

Tinder(틴더), 아만다, 정오의 데이트, hinge 와 같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셜 데이팅 앱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소셜 데이팅 앱들은 로맨틱한 

관계의 상대를 찾는 주 목적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을 지원하는 거리 기반의 소셜 앱(PNA: 

 

* 공동 1 저자: 김효림, 오서림, 이가은, 정수민 

People Nearby Application)으로 데이팅 앱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팅 앱인 틴더 역시 최근 “소셜 디스커버리 

앱”이라는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으며, 틴더를 PNA 로 

정의하는 연구 동향이 발견되고 있다 [1].  

기존에 틴더를 비롯한 데이팅 앱은 캐주얼하고 

성적이며 단기적인 관계를 찾는 앱으로 기능한다고 

알려져 왔다 [2,3]. 하지만 사실 많은 사용자들이 

장기적인 연애 관계를 추구하며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4], 연애 목적 이외에도 이사와 같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 [5]이나 의사소통, 오락, 

스와이핑과 매칭을 통한 사회적 인정 [6] 등으로 

다양한 사용 동기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데이팅 앱의 사용자들이 가진 

다양한 사용 동기를 탐색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7]. 또한 데이팅 앱 사용자들이 지닌 동기들이 

변화하며, 다양한 동기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등장하였다 [8, 9].  

하지만 데이팅 앱에 대한 대다수의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데이팅 앱 사용 동기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주로 연애나 성적인 목적 등 데이팅 범주 

안에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10]. 또한 

여러 세부적인 사용 동기들이 공존하며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기 보다는, 개인의 데이팅 앱 사용 동기가 

불변하며 단일한 것으로 보고, 각 동기와 앱 사용 

전략을 일대일로 탐색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4]. 즉, 데이팅 앱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가진 

다층적인 동기 및 사용 양상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면적인 수준에서만 

조명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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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팅 앱 사용에 있어 다층위적으로 존재하는 사용 

동기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가변하며 중첩되는 사용 동기에 따라 데이팅 앱 

사용 행동 및 전략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데이팅 앱으로 꼽히는 

틴더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사용자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데이팅 

앱을 사용하게 되는가? 그들의 앱 사용 동기는 어떻게, 

왜 변화하며 중첩되는가? 

연구문제 2: 사용 동기가 달라지면서 데이팅 앱의 사용 

행동과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틴더 앱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10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반 구조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사용자들의 초기 사용 동기가 

크게 관계적 동기와 비관계적 동기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틴더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서로 다른 동기가 추가되거나 동기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변화하는 동기에 

따라 사용자들은 다양한 사용 전략을 가지고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팅 앱 사용자들이 평면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는 다층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데이팅 앱의 사용 

동기의 변화에 따라 함께 달라지는 자기표현, 상대 인상 

형성 전략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데이팅 

앱의 사용자경험 개선에 기여할 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틴더 사용자의 사용 동기와 전략, 관계 형성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반구조화 

인터뷰를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충분한 틴더 사용 경험이 있으며 (2 개월 이상), 성적 

자기 결정권에 문제가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 모집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블라인드 등)에 모집 문건을 게재하였다.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틴더 사용기간에 대한 

사전 설문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0 명(남성 5, 

여성 5, 평균 나이 만 24 세, 평균 사용 기간 12 개월)의 

인터뷰 참가자가 선정되었다 (표 1).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인터뷰는 Zoom 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명의 인터뷰 참가자에 대해 두 명의 연구자 (진행자 1, 

노트테이커 1)가 참여한 상황에서 약 1 시간 내외의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먼저 자신의 

틴더 사용 경험과 그동안의 기억을 상기할 수 있도록 

틴더 사용 중 만난 사람과 당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 그래프 그려보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이를 바탕으로, 틴더의 사용 양상이 크게 변화했던 

지점을 기준으로 각 시기를 분류하였으며, 시기별 사용 

동기와 관계 목적, 앱 사용 전략 및 관계 형성 경험에 

대한 질문에 답하였다.  

 

그림 1 P5 가 그린 틴더 사용 시기에 따른 경험과 감정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노트테이커로 참여한 연구자가 

전사를 진행하였고, 모든 연구자가 참여하여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11]을 진행함으로써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235 개의 초기 코드를 

2 번의 검토를 거쳐 6 개의 주제로 종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연구 절차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 (IRB)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진행되었다.  

3. 연구 결과 

3.1 초기 사용 동기: 비관계적 동기와 관계적 동기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틴더를 처음 사용하게 된 

동기에 있어, 비관계적 동기와 관계적 동기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관계적 동기란 연애, 친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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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ONS 2 , FWB 3 등)으로 분류되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비관계적 동기란 호기심, 

이별 극복과 같이 개인적 상황과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대부분 참가자들의 초기 사용 동기는 주로 비관계적 

동기로 이루어져 있는 양상을 보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하나 이상의 비관계적 동기를 갖고 데이팅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호기심(P1-P3, P5-

P8), 이별 극복(P1-P3, P6), 여행(P4, P9), 오락 (P3, P7, 

P10), 주변인의 추천 또는 유행(P5)등의 비관계적 

동기를 언급했다. 그 중 3 명의 참가자는 비관계적 

동기와 함께 연애 상대 또는 친구를 만들려는 관계적 

동기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7 명의 참가자는 

관계적 동기를 추구하기 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비관계적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팅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2,3,4,10] 

사용자들이 단·장기적 관계를 맺을 연애 상대를 찾는 

용도 중심으로 데이팅 앱을 사용하게 된다는 결과와 

배치된다.  

3.2 사용 과정에서 동기의 변화 

3.2.1 유지되거나 추가되는 관계적 동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자들의 사용 초기 동기는 

관계적 동기보다 비관계적 동기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렇듯 주로 비관계적 동기로 시작된 틴더 사용은 

관계적 동기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P3 는 이별 후 우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연애나 성적 경험 같은 관계를 기대하고 

추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였다. 따라서 관계적, 

비관계적 동기는 따로 존재하기 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관계적 동기로 틴더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참가자들 (n=7)은 사용 초기에 비해 다양한 관계로의 

발전 가능성을 넓히게 되었다. 이들은 사용 초기에 

명확한 관계적 동기가 없었지만 앱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계적 동기를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모든 참가자는 데이팅 앱을 

사용하면서 하나 이상의 관계적 동기를 포함하게 

되었다.  

 

2 ONS: 'One-Night Stand,'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 하룻밤 성관계를 

가지는 것 

3 FWB: 'Friends with Benefits,' 성관계까지 가능한 친구 관계 

하지만 관계적 동기를 가지게 된 참가자가 반드시 

구체적인 관계적 동기를 갖게 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데이팅 앱 사용 동기 연구에서는 [2,3,4,10] 사용자가 

특정한 관계적 동기를 (예: 장기적 vs. 단기적 관계) 

추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많은 

참가자들은 추구하는 관계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형태로 남겨두는 경향을 보였다. 예시로, P3 는 관계의 

결과는 만남 후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목적으로 만나야지 하게 된 게 아니고 만나서 괜찮다, 
근데 거기서 몇 번 더 지속적으로 만나면 연애가 되는 
거고, 한 번 술 마시고 자면은 원나잇이 되는 
거니까...”(P3) 

P1, P5, P6 역시 결과적으로 특정 관계 유형만을 찾기 

보다는, 모든 관계 유형을 배제하지 않고 여러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보였다. P1 은 사용 초기에 

장기적 연애 상대를 찾으려는 동기를 배제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특정 시점부터 장기적 관계 형성에 대해 더 

이상 배제하지 않게 된 경험을 설명했다: “제가 [연애 
상대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럴 여지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P1) 

3.2.2 관계적 동기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비관계적 동기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관계적 동기를 포함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총 

4 가지의 패턴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는 앱을 통해 다양한 대인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참가자들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 

오프라인으로 특정 관계의 경험을 맺게 된 이후 해당 

관계 유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로, P5 는 틴더에서 애인을 사귄 경험 

이후 장기적 연애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게 되었고, 

다음으로 만난 상대와 장기적인 연애 관계를 맺었다. 

두 번째는 친구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를 얻어 

데이팅 앱에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간접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P8 은 친구를 찾기 위해 

틴더 사용을 시작했지만 포털 블로그에서 틴더로 만나 

결혼한 경험담을 읽고 틴더에서 연애 상대를 찾기 

시작하였고, P4 는 틴더를 사용했던 친구들로부터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성적 경험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말을 들은 후 의도적으로 성적 경험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했다.  

세 번째 요인은 앱을 더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시간적 

제약이 생기거나 여행에서 돌아오는 것과 같이 사용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다. P9 은 처음 FWB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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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계기로 앱을 떠나기 전에 “강력한 경험을 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언급했다.  

네 번째는 개방적으로 변한 사회 분위기이다. P5 는 

사회 분위기를 따라 명확한 관계적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감소했다고 느꼈다. 여러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상대에게 맞춰 자신도 상대와의 관계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3 동기의 변화에 따른 전략 

3.3.1 동기를 공개하지 않는 자기 표현 전략 (프로필) 

이와 같이 참가자들의 틴더 사용 동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구성하는 사용자 

프로필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이 프로필을 바꾸는 경우는 마음에 드는 

새로운 사진을 추가 업로드하는 등의 변화로 

제한적이었으며, 사용 동기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관계 유형을 프로필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향과 연결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자신이 어떤 관계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프로필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특히 다수의 중첩된 관계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의 경우, 동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이유로 P6 는 

사람마다 관계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고 각기 

기대하는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원하는 관계 유형을 표현하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는 a, b 를 하고 
싶은 거고 누구는 a, b, c 를 하고 싶은 거고 …”(P6) 

일부 참가자들은 특히 성적 동기를 프로필에 직접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성적 동기를 프로필에 

드러내는 사람을 꺼리는 P1 은 이가 본인의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P1 과 P4 는 ‘동네친구 찾는다’는 표현을 

통해 성적 동기를 암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P4 는 성적 동기를 우선시하기 전에는 

‘친구’를 찾는다고만 명시했는데, 이후에는 

‘동네친구’가 지니는 성적 은유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관계 유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또는 

명확하게 동기를 드러내는 것이 자기 표현 전략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필에 자신의 사용 동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이 대부분의 참가자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프로필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동기를 추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3.3.2 동기에 따른 상대 프로필 평가 (스와이핑) 

사용 동기의 변화는 상대를 평가하는 스와이핑 4 

과정에서 특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냈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스와이핑을 하는데, 각 시기에 

우선시하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 스와이핑 기준에 

변화가 나타났다. 참가자들의 사용 동기가 추가되었을 

때, 스와이핑 기준이 더 추가되어 엄격해지는 방향뿐만 

아니라 기준을 넓히는 방향의 변화를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P6 는 사용 과정에서 관계적 동기가 

명확해지면서 상대의 프로필을 통해 ‘데이트하기 
적당한 사람’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타인의 프로필 평가 과정에서 소개글, 사진, 취미 

등의 세부 영역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한 변화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P4 는 성적 동기가 추가됨에 

따라 상대의 프로필에서 사진을 보는 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프로필 소개글은 거의 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적 동기가 추가되면서, 상대 프로필로 상대방의 

동기를 추측하고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P8 은 친구를 찾는 뚜렷한 동기가 있어 

연애나 다른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경우 

왼쪽(거절) 스와이핑을 했다. P4 는 연인을 찾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은 상대에 대해, 본인은 친구 같은 

관계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개 거절 스와이핑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의 프로필을 통해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P8 과 P9 은 

자신처럼 상대도 친구 관계를 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만났을 때 상대의 연애 (P8), 성적 경험 (P9) 

목적을 알게 된 경험을 언급했다. 이처럼 추측한 상대의 

동기와 실제 동기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P1 과 P6 의 경우는 프로필 소개글에 적힌 동기 

관련 문구를 믿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상대의 
동기를] 언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도 다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캐치를 잘 해야 해요.”(P6) 

 

 

 

4 틴더에서 상대방의 프로필 카드를 보고 마음에 든다면 오른쪽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쪽으로 카드를 넘기는 방식을 ‘스와이프’ 또는 

‘스와이핑’이라고 함. 본인과 상대방 모두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할 

시에만 매칭되어 채팅으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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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다양한 동기가 공존하는 만남의 장으로서 활용 

사용 동기와 무관하게 참가자들은 모두 ‘만남’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참가자들은 앱을 통해 

매칭된 상대와 2 주 이내에 대면으로 만난다고 

말했으며, 의도적으로 2-3 일 내에 빠르게 만나려고 

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처럼 만남을 우선시하는 경향은 많은 경우 만남 이후 

관계의 발전 방향성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본인의 관계 형성 동기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의 사용 동기 또한 입체적이고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P1 은 

“연애만 하고 싶어서 틴더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프로필에 동기를 명확하게 적어놓은 

상대라 하더라도 다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10 또한 사람들이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를 만나 보기 전에 관계의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그냥 친구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목적이 있어도 진짜 목적을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매하게 답을 하거나.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P10) 

또한, 만남 전까지 상대방의 관계적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참가자들이 만남을 중시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채팅에서도 상대의 동기를 

추측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앱 밖에서 면대면으로 만나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는 데 동의했다. 만남 이후 

서로의 관계적 목표에 대한 확인에 있어 P2 와 P5 는 

만남 후 목적을 직접 물어본다고 말했으며, P5 는 

상대의 대답 자체보다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참가자들은 데이팅 앱은 다양한 첫번째 만남을 

주선해준다는 점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틴더는 

무엇을 위해 설계된 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반수의 참가자(n=6)가 만남 혹은 

사람과의 교제라고 답했다. P2 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도 다양하지만, 다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기에 [각자] 찾는 게 있으면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용자들에게 틴더는 첫 만남 

까지를 매개해주는 역할로 받아들여졌으며, 직접 

만났을 때 비로소 다양한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틴더 사용자를 중심으로, 데이팅 앱 

사용자들의 다층적인 동기와 그에 따른 사용 행동과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했다. 인터뷰 

결과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연애, 친구, 성적 경험의 

관계적 동기 없이 호기심, 이별 극복과 같은 비관계적 

동기에 의해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직접 혹은 간접 

경험, 개인과 사회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관계적 

동기가 추가되는 경험을 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이 데이팅 앱을 단순한 데이팅이나 

캐주얼한 만남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 데이팅 앱 연구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은 데이팅 앱 내 입체적인 사용 

동기에 대한 양상에 대해 발견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특정 관계 유형을 추구하게 되기 보다는, 특정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기의 변화에 따라 틴더 사용 행동과 전략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을 확인하였다. 프로필은 사용자가 상대를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와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사용자들은 

본인의 프로필에 자신의 동기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나,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프로필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자신의 동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또한 상대방의 

프로필로부터 상대의 관계 목적이나 동기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는 전략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관계적 동기를 프로필로부터 추측해 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관계 동기와 향후의 관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며 탐색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데이팅 앱의 

문제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 번째, 관계적 동기는 단일하거나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데이팅 앱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연애, 

친구, 성적 경험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유도하는 

프로필 디자인은 부정적인 경험을 겪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팅 앱은 실제 사용자들이 목적과 무관하게 

다양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 즉 소셜 네트워크의 측면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두 번째, 데이팅 앱의 프로필은 사용자들이 서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지만 사용자들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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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변화를 프로필에 드러내는 것에는 주저함이 

있었다. 이렇듯 자신의 프로필에는 변화된 동기에 대해 

반영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상대의 프로필에 남긴 

정보를 실마리 삼아 상대방의 동기를 추측하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었다. 이는 사용자의 자기 표현과 

상대 프로필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현재 

데이팅 앱 내의 프로필의 구성에 있어 프로필 사진과 

자기소개 텍스트 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는 바를 시사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계에 대한 목적 혹은 개방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데이팅 앱 연구에서 깊게 다뤄지지 

않았던, 다층위적이며 가변적인 앱 사용동기 및 전략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자들이 더 나은 사용자 경험과 

만남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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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주행 상황 중 

객체 검출 정보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자율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상황을 인지하여 운전자에게 충돌 경고를 

하기 위하여, 카메라 센서 활용한 국내 도로 

주행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행상황에서 마주칠 수 있는 주요 동적/정적 

객체의 검출 방법 및 결과를 공유한다. 

주제어 

자율주행, 객체검출, 충돌경고 

1. 서 론 

1.1 배경 

가시광 카메라 영상 기반 객체검출기술[1,2,3]은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기본적이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Deep learning 기술이 발전하면서 객체검출율은 

이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4]는 객체검출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regression 과 end-to-

end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category 및 

위치정보를 예측하는 YOLO(You Only Look 

Once)[5] 역시 객체검출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스마트홈[6],  

의료/헬스케어[7,8] 및 자율주행모빌리티[9,10]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의 개발 가속화에 따라서 다양한 

자율주행모빌리티가 개발되어 나오고 있지만, 

2018 년 3 월 18 일(일) 밤 10 시 미국 Arizona 에서 

Uber 사의 자율주행차량이 횡단보도 54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풍선 등의 

대상으로 오인식함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센서 오인식 및 미인식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기술 개발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타겟별 차이가 나는 

주행환경이다. 국가별 도로주행환경, 날씨환경 및 

객체 유형별 패턴 등이 차이가 나므로, 모든 환경을 

포괄하는 이상적인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에 앞서, 

특정 타겟환경을 선정하고, 선정된 환경상황에서 

최적화 가능한 인식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체검출 기술개발의 타겟 

도로환경에 대한 분석 및 이에 적합한 학습데이터 

구축과 전처리, 네트워크 구성 및 Hyper 

parameter 의 fine tunning 등이 필요하다.  

1.2 목적 및 제안 

본 논문에서는 고수준 자율주행 가속화를 위해, 

국내 주행도로 환경을 타겟으로 선정하여, 해당 

주행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카메라 기반 객체검출용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도로환경에 적합한 객체검출기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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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데이터 전처리 

자율주행환경에서의 객체검출 기술의 개발에 있어, 

그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학습데이터의 규모 및 

고려해야 하는 구성요소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 객체 검출에 있어, 단순히 그 데이터량 

규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구성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습데이터를 1k 장에서 

10k 장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증대되는 

객체클래스에 차량객체만 90%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네트워크 학습시 불균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즉, 검출객체 클래스의 편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 데이터 획득시, 국내 도로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데이터 취득시 객체 편향도를 

완벽히 핸들링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객체검출용 

도로주행데이터를 취득시에는 동적객체는 차량 

객체 클래스에 편향된 학습데이터가 취득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데이터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이라는 전처리를 

통해 데이터 편향도를 조절하여 객체 

검출네트워크의 검출률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처리로 Translation, 

Gaussian Noise, rotation 을 활용하여 Data 

Augmentation 을 수행하였다. Translation 은 

1/4*(image resolution) ≤ x ≤1/2 *(image 

resolution) 범위로 수행한다.  rotation 의 경우 5° 

≤|angle |≤10° 범위로 수행한다. Gaussian noise 

adding 의 경우 평균 0, 분산 0.05 범위로 수행한다. 

다만, 모든 이미지데이터에 동일하게 

augmentation 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수행하였다.  

학습 및 Validation 데이터에서 클래스별 그 전체 

객체 내 비중을 비교하여, 그 비율이 타 객체에 비해 

부족한 클래스(보행자-Pedestrian, 신호등-

TrafficLight, 표지판_TrafficSign)가 다량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수행하는 정량적 

기준은 한 이미지 내에 보행자,신호등,표지판 객체의 

구성 객체수의 합이 차량 객체수에 비해 2 배이상 

높은 이미지데이터만을 data augmentation 을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  

2.2 객체검출 네트워크 YOLO v5  

 YOLO v5 의 세부 모델들의 성능 비교[11]는 

아래의 그림 2 와 같으며, 본 논문에서는 YOLO 

v5 의 여러 모델 중 YOLO v5m 모델을 선택하여, 

한국형 도로 내 차량,보행자, 신호등, 표지판 총 

4classes 의 객체검출을 수행하였다. 

 

그림 1 YOLO v5 의 세부 모델의 성능 비교[11] 

Backbone 은 CPS-Darknet 선택하여 feature 

map 을 추출하였으며, PANet 을 이용하여 feature 

map 을 정제 및 재구성하였다. YOLO 5v 모델 

학습시 Hyper parameter 는 아래의 표 1 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1. YOLO v5 Hyper parameter 

Parameter Setting value 

Metric mAP (Mean Averate 

Precision) 

Image Size 1280 *1280 

Learning Rate 0.02 

Batch size 4 

Epoch 30 

IoU 0.5 

Confidence 0.5 

 

3. 실험 결과 

3.1 데이터  

본 논문에서 학습데이터의 경우, 국내 도로의 

주행영상을 획득하여 Annotation 을 수행하였다. 

객체 검출 Annotation 의 경우, 차량, 보행자, 

신호등, 표지판 총 4 개의 category 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해당 학습데이터는 

주행도로구분(자동차전용도로/도심로), 

날씨(맑음/강우 등), 시간대(주간/야간)을 고려하여 

생성되었다. 총 4 만장의 학습데이터셋과 1 만장의 

validation 데이터셋, 1 만장의 test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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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ugmentation 이라는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였으며, 전처리를 통해 변화된 영상 데이터 

내 객체 분포는 아래와 같다. 원본 데이터의 경우 

차량 객체가 전체의 70%에 가까운 비율 

(69.32%)을 보였으나, Data augmentation 후에는 

차량객체의 비중이 전체데이터의 

50%수준(47.77%)으로 줄어들고, 보행자 및 신호등, 

표지판 객체의 비율은 각각 9.31%에서 15.15%, 

10.87 에서 19.44%, 10.50%에서 17.64%로 

증가하였다.    

 

그림 2. Data Augmentation 전후의 영상 데이터 내 객체 

분포 

3.2 검출 결과  

객체 검출 결과의 평가지표는 mAP(mean Average 

Precision)을 사용하였으며, IoU≥0.5 일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국내 도로 영상 데이터 내 

4classes 에 대한 객체검출을 수행하였을 때, 그림 

4 와 같이 mAP 기준 0.8161 결과를 획득하였다. 각 

클래스별은 AP(Average Precision)은 차량 0.9287, 

보행자 0.6455, 신호등 0.8753, 표지판 0.8150 의 

결과를 획득하였다.   

 

 

그림 3. YOLO v5 를 이용한 객체 검출 결과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에서는 학습 및 평가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처리를 통해 학습 및 평가 

데이터의 객체 카테고리 편향성을 줄임으로써 객체 

검출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YOLO v5 의 다양한 

버전 중, 속도와 결과의 trade off 를 적절히 반영한 

YOLO v5m 을 활용함과 동시에 Hyper parameter 

tunning 을 통해 한국형 학습데이터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객체검출율을 획득하였다.  

 다만, 해당 결과는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역광, 

반사광 등의 악의환경 및 눈, 비 등 악천후 환경, 

포트홀 등의 비정형 데이터의 데이터 비중이 낮고 

카테고리를 단순화하여 학습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향후에는 더 다양한 악의환경을 다수 포함한 학습 

및 평가데이터를 활용한 객체 검출 및 인식을 

수행하려고 한다.  

 또한, 해당 결과는 단순히 자율주행 환경 내 차량 

밖의 객체검출 뿐만 아니라, 해당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 제어 및 운전자의 

경고/알람시스템[12]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차량 

내 운전자의 객체 검출로 목적을 변경하여 운전자 

헬스케어 및 주의력 경고 모델 등에 응용이 

가능하다.  

 향후에 편광카메라 및 무편광가시광 카메라 

영상기반  해당 검출모델을 활용하여 차량 내 

빛반사 저감형 안경착용유무에 관계없는 안구 검출 

모델을 개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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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Human Phenotype Ontology (HPO)는 인간의 

질병에서 발견되는 표현형 상의 이상을 표현하고 

분석하기 위한 온톨로지이다. HPO 는 각 HPO 

term간에 종속관계 (‘subclass-of’)를 갖는 directed 

acyclic graph (DAG)의 구조를 갖는다. 최근 

Computational deep phenotyping 과 precision 

medicine 분야에 HPO 의 정보를 분석해 활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서, 

HPO 를 벡터화 하는 기존의 임베딩 연구들은 HPO 를 

유클리디안 공간에 임베딩했다. 그러나, 유클리디안 

공간은 임베딩 하려는 그래프의 크기가 커질수록 

위계 관계의 정보를 잃어버리는 한계를 갖고 있어 

HPO 를 임베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PO 를 위계 관계 

표현에 적합한 쌍곡공간인 푸앵카레 구에 

임베딩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link prediction 

성능을 분석하여 0.91 F1 score 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HPO 의 임베딩 방식으로 기존의 

유클리디안 방식보다 hyperbolic 임베딩이 더 

적합함을 시사한다. 또한, 위계 관계를 갖는 다른 

다양한 바이오 기반의 지식 그래프를 임베딩하는 

경우에도 이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Human Phenotype Ontology, Poincaré embedding, 

Phenotypic relevance detection 

 

1. 서 론 

1.1 Human Phenotype Ontology (HPO) 

HPO[1]는 인간 질병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형 

상의 이상을 전부 커버하려는 목표로 구축된 

온톨로지이다. HPO 는 HPO term 을 각 노드로 하는 

그래프 구조인데, 그림 1 과 같이 노드 간의 모든 

관계가 ‘is-a(subclass-of)’ 관계인 directed acyclic 

graph(DAG) 구조이다. 예를 들어, Abnormality of 
limb bone is-a Abnormality of the skeletal 
system 과 같이 종속 관계로 표현된다. 

HPO 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표현형에 대한 지식을 

추출해서 통합한 데이터이다. Orphanet[2], 

Database of Chromosomal Imbalance and 

Phenotype in Humans Using Ensemble 

Resources (DECIPHER)[3], 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an (OMIM) [4] 등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표현형에 대한 용어와 정보를 정리했고, 

Gene Ontology(GO)[5]와 같은 다른 바이오 

자료와의 연계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Human Phenotype Ontology 예시 

1.2 관련 연구 

최근 다양한 유사도 측정방법으로 HPO 노드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여 표현형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HPO2Vec[6]은 

HPO 의 그래프 구조를 분석하여 표현형 간의 

유사도를 잘 반영하도록 노드들의 벡터 표현을 

생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node2ve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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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HPO 그래프에 적용하여 노드들을 

임베딩했고, link prediction 의 성능을 기반으로 

최적의 임베딩을 채택했다. 그리고 HPO 와 연계된 

다른 다양한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위 연구의 

성능을 개선한 HPO2Vec+[8]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HPO 의 표현형들과 그와 관련된 질병 

데이터를 통해 이분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표현형 노드들 간의 링크를 더 많이 

추가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새 그래프에 node2vec 

모델을 적용해서 link prediction 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임베딩을 구축했다. 

1.3 기존 연구의 한계 

그림 2 와 같이 위계 구조를 갖는 그래프를 가정하자. 

직관적으로도 같은 분류에 속하는 단어끼리는 

유사하고, 다른 분류에 속하는 단어 사이에는 

유사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여 벡터화 

한다면, 같은 분류끼리는 가깝게, 서로 다른 

분류끼리는 멀게 매핑하게 된다. 따라서 2D 

유클리디안 공간에 표현한다면 그림 3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위계를 담고 있는 동물의 분류 그래프 

 

그림 3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위계를 반영한 동물의 분류 

그래프 임베딩(동물: (0, 0), 개: (-1, 0), 고양이: (1, 0), 

푸들: (-2, 1), 시츄: (-2, -1), 샴: (2, 1), 벵골: (2, -1)) 

유클리디안 공간의 각 계층에서 공간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2D 에서는 원의 둘레에 근사하여 계층에 

비례한다(원의 둘레 = 2𝜋𝑟 ). 3D 에서는 구의 

표면적에 근사하여 계층의 제곱에 비례한다 (구의 

면적 = 4𝜋𝑟2). 즉, N 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 L 개의 

계층이 있다면 공간의 크기는 Lᴺ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반면, 임베딩 하려는 그래프가 최대 b 개의 

branching factor 를 가진다면, 각 계층에서 노드의 

개수는 bᴸ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각 계층에서 노드의 수가 

공간의 크기를 뛰어넘어버리고, 위계를 반영하기에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 

기존하는 HPO 임베딩 연구들은 그래프를 

유클리디안 공간에 임베딩하고 있다. 그러나 HPO 는 

위계 관계를 내포한 DAG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유클리디안 임베딩은 그래프의 관계를 온전히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4 HiG2Vec (Jaesik et al.) 

Gene Ontology(GO) 역시 HPO 와 유사하게 DAG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GO 를 유클리디안 공간에 

임베딩한다면 필연적으로 앞서 설명한 한계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iG2Vec[9]은 비(非)유클리디안 임베딩인 

Poincaré embedding 을 활용하여 link prediction, 

hierarchy reconstruction, level prediction 에서 

기존의 GO 임베딩 연구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GO 와 HPO 가 유사한 

DAG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HPO 에도 높은 

성능을 기대하며 Poincaré embedding 을 

적용해보았다. 

 

2. 실험내용 

2.1 Poincaré embedding 

쌍곡공간은 음의 곡률을 갖는 비(非)유클리디안 

공간이고, 푸앵카레 구는 일정한 음의 곡률을 갖는 

쌍곡공간을 모델링 한 것이다. 두 점이 푸앵카레 구의 

가장자리에 가까울수록 쌍곡공간에서 점들 간의 

거리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음의 곡률의 특성 

때문에, 푸앵카레 구는 위계 구조를 모델링하기에 

적합하다. 

𝔅𝑑 = {𝑥 ∈ ℝ𝑑 | ‖𝑥‖ < 1} 를 d 차원의 열린 구라고 

하면(‖∙‖는 유클리디안 norm 을 의미한다), 두 점 

𝑢, 𝑣 ∈  𝔅𝑑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𝑑(𝑢, 𝑣) = 𝑎𝑟𝑐𝑜𝑠ℎ (1 + 2 ‖𝑢−𝑣‖2

(1−‖𝑢‖2)(1−‖𝑣‖2)
)     (1) 

식 1 에서 알 수 있듯이, 루트 노드를 원점에 둔다면 

그 노드의 norm 은 0 이 되어 다른 모든 노드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반면에, 리프 노드들은 

그 norm 이 1 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노드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져 푸앵카레 구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Poincaré embedding 이 

위계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10] 

최적의 임베딩을 찾기 위한 손실함수로 다음과 같은 

거리 기반의 softmax 함수를 정의한다. 

𝔏(Θ) = ∑ log 𝑒−𝑑(𝑢,𝑣)

∑ 𝑒−𝑑(𝑢,𝑣′)𝑣′∈𝑁(𝑢)
(𝑢,𝑣)∈𝐷           (2) 

식 2 에서 Θ = {𝜃𝑖 | 𝜃𝑖 ∈  𝔅𝑑}𝑖=1
𝑛  는 임베딩 벡터들의 

집합, 𝐷 = {(𝑢, 𝑣)}  는 노드 사이의 관계들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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𝑁(𝑢) = {𝑣′ | (𝑢, 𝑣′)  ∉ 𝐷}  ∪ {𝑢}  는 𝑢 의 negative 

samples 의 집합이다. 

그리고 Θ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를 풀게된다. 

  Θ′  ⟵  arg min
Θ

𝔏(Θ)     s.t.  ∀ 𝜃𝑖 ∈ Θ ∶  ‖𝜃𝑖‖ < 1.  (3) 

그런데, 쌍곡공간에 유클리디안 gradient 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식 4 의 Riemann metric 

tensor 를 활용하여 Euclidean gradient 를 Riemann 

gradient 로 변환해주어야 한다. 

                        𝑔𝑥 =  ( 2
1−‖𝑥‖2)

2
𝑔𝐸                  (4) 

식 4 에서 𝑥 ∈  𝔅𝑑 이고, 𝑔𝐸 는 Euclidean metric 

tensor 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최적화 식은 다음과 같다. 

     𝜃𝑡+1 ←  𝜃𝑡 −  𝜂𝑡
(1−‖𝜃𝑡‖2)

2

4
 ∇𝐸     𝑠. 𝑡. ∇𝐸=  𝜕𝔏(Θ)

𝜕𝜃
   (5)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베딩 벡터를 푸앵카레 구 내에 

위치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projection 을 

수행해준다. 

proj(𝜃) = {𝜃 ‖𝜃‖⁄ − 𝜀   if ‖𝜃‖ ≥ 1
𝜃                    otherwise

 

식 5 에 projection 을 추가한 최종 식은 다음과 같다. 

            𝜃𝑡+1 ←  proj (𝜃𝑡 − 𝜂𝑡
(1−‖𝜃𝑡‖2)

2

4
 ∇𝐸)        (6) 

2.2 HPO embedding on Poincaré ball 

HPO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hp.obo” (2022 년 6월 

출시된 버전)에는 HPO term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자료로부터 표현형 정보를 추가해서 총 

30,976 개의 노드와 67,251 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HPO 를 Poincaré embedding 하는 과정에서, 식 2 의 

손실함수를 구하기 위한 negative samples(v')는 각 

링크의 시작 노드(u)에 대해 50 개를 랜덤하게 

샘플링하였다. 또한, 더 좋은 임베딩을 구하기 위해 

burn-in 페이즈를 차용하였다. 그래서 첫 20 epochs 

동안에는 감소된 learning rate 로 학습을 한다. 

표 1 과 같이 각 하이퍼 파라미터별로 후보군을 두고 

휴리스틱 방법으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표 1. Hyperparameters 후보군 

Hyperparameters 후보군 

dimension 10, 20, 50, 100, 200, 500 

Learning rate 0.12, 0.24, 0.3 

# of negatives 20, 50 

 

2.3 Link prediction 

최적의 임베딩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link prediction 의 성능을 채택했다. Link 

prediction 실험을 위해, 우선 true link 인 positive 

link 의 개수와 동일한 양의 false link 인 negative 

link 를 랜덤하게 생성하였다. 그리고 positive link 는 

1, negative link 는 0 으로 라벨링하였다. 그렇게 

생성된 positive 와 negative link 들을 각각 9:1 의 

비율로 train set 과 test set 으로 랜덤하게 

분리하였다. 유사도 평가 방식으로 HPO2Vec 은 L1 

norm 방식을, Poincaré embedding 은 Poincaré 

similarity 를 사용하였다. Poincaré embedding 에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의 표 2 와 같다. 

표 2. HPO Poincaré embedding 을 위한 최적의 파라미터 

Hyperparameters 최적값 

dimension 100 

Learning rate 0.12 

# of negative samples 50 

Batch size 50 

# of burn-in epochs 20 

 

3. 실험결과 

HPO 데이터를 1) HPO2Vec 방식의 임베딩 2) 

Poincaré embedding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임베딩하고 각각에 대해 link prediction 한 결과를 

ROAUC, PR-score, F1 score 로 비교하였다. 

표 3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PO2Vec 의 

Node2vec 을 활용한 유클리디안 임베딩 방식과 link 

prediction 성능을 비교한 결과, Poincaré 

embedding 방식이 ROAUC 와 F1 score 에서 각각 

9%, 8%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표 3. Link prediction 성능 비교 

평가 방식 ROAUC PRAUC F1 

score 

HPO2Vec 0.89 0.91 0.84 

Poincaré 

embedding 

(Ours) 

0.97 0.97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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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기존하는 HPO 임베딩 연구의 위계 구조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hyperbolic 

임베딩의 일종인 Poincaré embedding 을 적용해 

HPO 의 노드들을 벡터화 하였다. HPO2Vec 의 

Node2vec 을 활용한 유클리디안 임베딩 방식과 link 

prediction 성능을 비교한 결과, ROAUC 와 F1 

score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내며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 결과는 Poincaré embedding 방식이 

HPO 의 전체적인 구조의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HiG2Vec 과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oincaré embedding 을 Disease ontology[11]와 
같은 위계 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다양한 바이오 

온톨로지에 적용하더라도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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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19 이후, 원격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많은 근무자들이 원격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에 만족하고 있으나, 사내 

구성원과의 소통 단절과 친밀도 저하는 원격근무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격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원격근무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설문하고, 설문 결과를 

토대로 원격근무자들이 가상의 환경에서 만나 소통을 

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소통 

창구를 제안한다. 해당 연구는 원격근무 환경 연구의 

이해 폭을 확장하고 원격 근무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가상현실, 원격근무, 소속감, 메타버스, 소통 창구 

1. 서 론 

1.1 현황 

코로나 19 의 확산으로 인해 안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원격근무로 전환하였으며,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최 훈[1]의 

재택근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동제한령 (락다운, 

Lockdown)이 해제된 이후에도 회사와 근무자들은 

본인의 집 또는 회사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원격근무에 대한 

근로자와 회사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근무자의 87.5 

퍼센트, 기업의 79.4 퍼센트가 원격근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출퇴근의 부담 감소’ 와 ‘충분한 

수면과 휴식 가능’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원격근무가 가능한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도가 

85.4 퍼센트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이직 

의향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격근무의 도입으로 회사 

측에서는 숙련된 직원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1.2 문제점 

이처럼 원격근무는 직장인의 통근시간 감소, work-

life balance 개선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필요한 기술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근무가 시작되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원격근무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매일 원격근무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Choi 의 

연구[2]에 따르면 기존의 조직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를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변화의 결과는 

실패하거나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격근무를 하는 회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업무 환경을 디자인할 때 이를 반영하여 그들이 업무 

환경이나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 년 고용노동부[3]에서 실시한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시행상 겪는 어려움 중 

‘의사소통의 곤란’이 62.6 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원격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감과 사내 동료와의 친밀감, 회사 또는 

팀에 대한 소속감 저하를 원격근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 년에 1990 년대 중후반 출생인 Z 세대를 

대상으로 한 Smartsheet 의 조사 결과[4], 새롭게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이직을 한 상황에 놓인 

근무자의 경우에 의사소통 곤란을 겪고 있는 정도가 

더 높았고, 코로나 이전에 대면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일 경우 다른 동료들과의 단절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95 

퍼센트 이상의 Z 세대와 93 퍼센트 이상의 밀레니얼 

세대의 근무자들이 원격근무로 인한 다른 팀원들과의 

사회적 연결 부족으로 업무를 제대로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내 소속감에 대해서 

조사한 Jonathan 과 Andrew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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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소속감 향상과 직원 사이의 친밀도는 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4]. 그러나 

대부분의 사내 소속감에 대한 연구는 회사에서 

현장근무를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5-7]. 

따라서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회사와 원격근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격근무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업무 환경과 사내 문화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3 중요성 

1.3.1 학술적 측면의 중요성 

해당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 대비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원격근무 근로자의 상호간 소통 

곤란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원격근무 환경 

연구의 이해 폭을 확장할 수 있다. 메타버스 소통 

창구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원격 근무자들의 소통 

증진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상환경에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소통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다. 

1.3.2 실용적 측면의 중요성 

원격 근무자들의 상호 소통 곤란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적절한 

업무환경과 사내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원격 근무자들을 위한 

메타버스에서의 상호 소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메타버스를 활용한 원격근무의 가능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1.4 기대효과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메타버스에서의 상호 소통 

방안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원격 근무자가 팀 내 

구성원과 자발적으로 소통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 소통 창구는 원격 근무자의 

회사와 팀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켜 타 동료들과의 

라포 관계와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양상은 기업 

차원에서도 원격근무가 갖는 장점을 취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근무자 간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팀원 간 결속력과 업무 효율성의 증진 등의 

이점을 얻을 것이다. 

2. 본문 

2.1 원격근무와 업무 효율성 

실제로 여러 선행 연구[5-7]에서 직원들이 서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원격근무로 인한 직원간 사회적 

연결의 단절은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8]. 이를 위하여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을 이용하여 원격근무를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표 1). 

 

표 1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목록 

Name Max 

users 

Custo

m 3D 

object

s 

Custo

m 

Enviro

nment 

Text input 

Spatial 40 Yes No Handwriting

, Voice to 

text, Notes, 

Whiteboard 

Horizo

n 

16 No No Handwriting

, 

Whiteboard 

Meetin

VR 

10 Yes Pro Handwriting

, Notes, 

Whiteboard 

Glue 30 Yes Pro Handwriting

, Notes, 

Whiteboard 

Mozilla 25 Yes User 

Editor 

Handwriting 

Frame 

VR 

60 Yes User 

Editor 

Voice to 

text, 

Whiteboard 

 

2.2 Watercooler moment 와 업무 효율성 

원격근무의 장점은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진 상대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근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물리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으면 

업무 시간 외에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따라서 동료 간 친밀도나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다[9].  근무 시 다른 동료와 함께 짧은 

휴식 시간을 가지며 격식 차리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사회적 교류를 하는 행위를 The 

watercooler moment 라고 하는데, Wu 의 연구를 

통해 업무 중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업무 효율을 

10 퍼센트 가량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Lee 는 watercooler moment 가 사내 그룹 내 

업무 독립성을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11]. McAlpine 과 Lynne[12]은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내 대화 내용을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와 격식을 차린 업무에 관련된 

대화,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하여 각각의 대화가 업무 

효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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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팀의 창의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대화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할 경우, 

근무자들은 이메일이나 사내업무망, 오디오/비디오 

소통 툴을 사용해 즉각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원격 근무자의 사내 소속감 증진을 위한 서비스 

현재의 기업들은 앞서 언급된 Watercooler 

moment 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원격근무시 

근무자들이 서로 부담없이 일상적인 담소를 나누어 

사회적 결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슬랙(Slack)이나 

팀즈(Teams) 같은 사내 메신저 망에 도넛(Donut)과 

같은 Watercooler chat bot 확장 툴을 추가하여, 

사원들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주제로 5 분 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장려하고, Meetup 과 같은 

원격 회의 서비스를 활용해 게임, 음악, 기술, 

네트워킹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사내 구성원이 

서로의 관심사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줌(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회의 링크를 

상시 열어놓고 원격근무를 하는 사원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는 

Watercooler moment 의 장점을 최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화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람들은 서로의 

상체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의사표현에 물리적 

제약이 생기고, 이는 공존감에 영향을 미치므로[13] 

신체 움직임을 트래킹하여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상현실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3. 연구 내용 

3.1 연구 질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앞서 조사한 원격근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원격근무 경험자들이 이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와 팀 

내 소속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가상현실 및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기업의 측면에서 원격 근무자의 팀 내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근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메타버스 소통 창구 

서비스를 디자인 및 제안하고자 한다.   

3.1.1 원격 근무자 설문조사 

우리는 실제로 원격근무를 경험해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원격근무에 대해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업무 효율성 및 팀 내 

소속감 증진을 위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설문지의 내용은 Karlsson & 

Shamoun[14]의 인터뷰 질문을 참고하고 본 연구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추가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질문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개월 이상 원격근무의 경험이 있는 

13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5 점 

리커트 척도 질문과 단답 및 주관식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응답자 중 84 퍼센트가 원격근무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표 1) 업무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으나(표 2), 팀 내 소속감과 

팀원과의 친밀도에 있어서는 각각 39 퍼센트와 38 

퍼센트의 비율로 원격근무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표 3, 4).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원격근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직원 간 실시간 소통 불가, 사회적 교류 감소, 

소속감 및 친밀감 형성 수단 필요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 부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원격근무 시 팀내 소속감이 향상되었던 활동으로는 

줌 또는 메신저를 통해 팀원들과 소통하고 서로를 

화상으로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으며, 메타버스의 도입은 소통과 친밀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림 1 원격근무 만족도 조사 결과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11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11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그림 2 원격근무가 업무 효율성에 미친 영향 조사 결과 

 

그림 3 원격근무가 팀 내 소속감에 미친 영향 조사 결과 

 

그림 4 원격근무가 팀 내 친밀도에 미친 영향 조사 결과 

3.2 연구 목표 

사전 연구 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원격 

근무자 간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원격 

근무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 질문을 작성하거나 

서로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타버스 소통 창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메타버스 소통 창구는 원격근무의 현주소인 팀원들 

간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를 해소하여 

업무 공간과 분리된 휴식 공간에서 watercooler 

moment 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팀 내 소속감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존재는 

지금까지의 원격근무를 위한 가상현실 서비스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해당 

환경을 개발하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4.1 실험 설정 

4.1.1 가상공간 구성 

원격 근무자들이 메타버스 소통 창구 이용을 위해 

사용할 기기는 Oculus 에서 출시된 가상현실 HMD 인 

Oculus Quest 2 로 상정한다. 사용자가 HMD 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에 접속하면 Unity 게임엔진으로 

구현한 회사 내부 공간이 3D 모델링으로 구현되어 

있다. 회사 내부 공간은 실제 근무하는 회사 내부와 

유사하게 디자인 되어있어 실제 오피스와 같은 

몰입도를 재현한다. 근무자들은 본인이 직접 설정한 

아바타로 상대방에게 보여지며 얼굴 표정과 손동작에 

대한 트래킹이 실시간으로 아바타에 적용된다. 

사용자는 아바타를 컨트롤러 조작으로 가상환경 

내에서 이동하거나 메모지를 붙이는 등 사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림 5 메타버스 소통 창구 환경 

4.1.2 유저 시나리오 

각자의 공간에서 PC 환경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원격 

근무자에게 매일 메타버스 소통 창구에 접속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주어진다. 이 소통 창구 에서는 

인터넷 상의 사내 게시판과 같이 메모지를 이용하여 

글을 공유할 수 있다. 해당 공간에 접속하면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실제 오피스와 유사한 내부 풍경이 

펼쳐지고, 비치된 메모지를 선택하여 회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질문거리를 적는다. 이 때 작성한 사람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된다. 내용 작성이 완료된 

메모지는 해당 공간의 어떤 곳이든 붙일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떼어냈다가 다시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공간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은 부착된 

메모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며, 함께 접속한 

사람들과 같이 보면서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답변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글에 답글을 달 수 있게 되고, 답변을 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월말에 순위를 매겨서 가장 많은 점수를 

보유한 사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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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메모지와 마커 

 

그림 7 메모지에 마커로 글을 작성하는 상황 

 

 

 

그림 8 다른 직원이 작성한 글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황 

5. 결과 

앞서 소개한 것처럼 아바타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가상 오피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제한적인 목적, 특히 미팅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듯이 원격근무의 

시작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소통과 교류의 

부족 및 팀내 소속감 형성의 어려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 근무자들이 다른 회사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가상 오피스를 위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원격 근무자로 하여금 회사와 팀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다른 동료들과 라포와 신뢰도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마일리지라는 

리워드 시스템을 접목시켜 근무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당 공간으로의 

접속을 유도하여 사내 소통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메타버스 소통 창구는 원격근무의 

가장 중대한 사안인 사회적 고립문제와 사원들의 

결속력 약화, 더 나아가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5.1 한계점 &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의 유효성 증명을 

위해서는 같은 기관에 소속된 원격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사용자 평가 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상 

소통 창구에서 watercooler moment 를 가지는 것이 

원격 근무자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사용으로 이것이 업무 효율성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상호간 원활하고 친밀한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 뿐만 아니라 표정과 손동작, 몸짓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가상 소통 창구에서의 교류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아바타와의 실시간 연동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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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대화형 에이전트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감성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용자의 감성 

만족도로부터 사용자가 선호하는 설계 

변수(목소리, 말투 등)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대화형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수집된 감정인식 데이터 세트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의 표정으로부터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감성 만족도를 

평가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추후 실제 

환경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학습 

파라미터로 최적의 성능을 도출하는 딥러닝 모델 

경량화에 대한 초기연구를 진행한다. 

주제어 

Human-AI interaction,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Model Compression 

1. 서 론 

최근 들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화형 

에이전트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1]. 

대화형 에이전트란 사용자와 자연어로 의사소통 

하며 사용자가 자연어를 통하여 특정 입력을 

제공하였을 때, 그에 맞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를 활용한 방법은 물리적인 조작없이 

단순하고 효과적인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만족도 높은 사용성과 

접근성을 제공한다[2]. 이러한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를 가진 대화형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효율성을 

가져다줬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사용자와 대화형 

에이전트 간에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나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2]. 대화형 

에이전트와 상호작용에서 만족도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화형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다양한 특성을 함께 개선해야한다.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도,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매우 

주요하게 동작하는 것은 대화형 에이전트의 

성격이다. 대화형 에이전트의 다양한 성격을 

구성하기 위하여, 에이전트의 목소리, 말투 등을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자로 

선택해야한다[3]. 하지만, 대부분에 상용 시스템에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선택한 설계 변수를 

고정으로 출력을 만들어낸다. 이는 사용자가 현재 

상태에 맞추어 성격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성가신 

과정을 야기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극대화된 상호작용을 위하여 사용자 감성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대화형 에이전트의 성격을 

감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강력한 성능의 사용자 

감성 평가모델에 경우 매우 높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컴퓨팅 파워가 제한된 엣지 

디바이스에서는 동작이 원활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연스러운 

HAII(human-ai interaction) 환경에서 사용자가 

대화형 에이전트와 상호작용을 진행할 때 수집된 

표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성 만족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수집된 표정 

기반 감정인식 데이터 세트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준 딥러닝 기반의 모델 (DAN[6])을 

활용하였으며, HAII 환경에서 수집된 표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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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에 fine-tuning 을 진행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사용자 표정 기반 감성 만족도 모델의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효과적인 동작을 

고려하여 해당 감성 만족도 평가 모델의 경량화에 

대하여 초기 연구를 진행한다. 

2. 표정 기반 사용자 만족도 평가 

2.1 대화형 에이전트 상호작용 데이터 세트 

대화형 에이전트와 상호작용 시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에 경우, 

[5]의 연구에서 제시된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수집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화형 

에이전트의 설계 변수(목소리, 성별, 말투 등)에 

따라 감성 만족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2 가지 

개인 별 감성 축을 정의한다. 2 가지 감성 축은 

피실험자 개인에 대한 요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해당 점수는 [-3, 3]의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 각 개인 별 감성 축에서 사용자의 감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 값인 0 을 

기준으로 만족/불만족으로 레이블링을 진행한다.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고려하여, 특정한 제약사항 없이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 진행 시 다양한 생체신호(뇌파, 표정, 음성 

등)를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그림 1 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만족(a)/불만족(b)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1 감성 만족도 평가 용 이미지 예시 

2.2 딥러닝 기반 사용자 감성 만족도 평가 

모델 

자연스러운 HAII 환경에서 수집된 표정 

데이터로부터 합리적인 성능을 도출하기 위하여, 

딥러닝 모델 DAN[4]을 기반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DAN 은 하기와 같이 FCN(feature 

clustering network)과 2 개의 병렬적인 

Attention 모듈(MAN(multi-head cross 

attention network), AFN(attention fusion 

network))로 구성되어 있다.  

•  Feature Clustering Network(FCN) 

입력 데이터로부터 강력한 특징 표현을 

추출하는 것은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 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FCN 의 목표는 

높은 성능을 도출할 수 있는 특징 표현을 추출하는 

것이다. 기존에 DAN 에서는 대용량 얼굴 데이터 

세트에 사전 학습된 ResNet18[6]을 기용하여 

제약 없는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 세트에서 매우 

강력한 성능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더욱 강력한 특징 표현을 학습하기 위하여, 

ResNet18 보다 더욱 깊게 설계된 아키텍처인 

ResNet50[6]으로 변경한다. 실험에 사용된 

ResNet50 에 경우 대용량 얼굴 데이터 세트인 

VGGFace2[7]에 사전 학습되었다.  

•  Attention 모듈 

앞서 FCN 을 통하여 강력한 특징 표현을 추출한 

후에 해당 데이터는 MAN 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MAN 의 경우, 병렬적으로 동작하는 multi-head 

cross attention 연산을 진행하며, 공간과 채널을 

기준으로 동작하여 특징 표현에서 분류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한다. 병렬적으로 생성된 attention 

map 은 AFN 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여러 개의 

attention map 을 하나로 병합하면서 가장 주요한 

영역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 표현으로 

합쳐진다. 최종적으로, 하나로 합쳐진 최적의 특징 

표현은 본 실험 환경의 만족/불만족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선형 계층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Softmax 함수를 적용하여 최종 출력을 만든다. 

3. 딥러닝 모델 경량화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최적의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기반 사용자 

감성 만족도 평가 모델의 경량화가 필수적 

요구된다. 다양한 딥러닝 모델 경량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 

파라미터 중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가지치기(pruning)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다시 말하면, 최소화된 

파라미터로 합리적인 성능을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3.1 딥러닝 모델 가지치기 

최소한의 파라미터로 합리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연구분야이다. 가지치기 학습 

방법을 본 연구의 감성 만족도 평가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딥러닝 모델의 활성화 값에 

적절한 임계 값을 설정하여 의미 없는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최신 가지치기 프레임워크인 STR[8]을 

적용한다. STR 은 다양한 딥러닝 네트워크가 

최소한의 파라미터로 최적의 성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네트워크 내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한다. 기존에 설계된 네트워크 내부 함수를 

STR 프레임워크에 함수로 변경하고, 의미 없는 

가중치 활성화 값을 제거하기 위한 임계 값을 설정 

후 학습을 진행한다. 초기 임계 값에 경우, 

해결해야 하는 도메인과 학습 데이터에 종속적인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12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12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하이퍼 파라미터이므로, 경험적으로 최적의 값을 

설정해야 한다.  

4. 실험 및 결과 

 4 장에서는 본 연구의 사용자 감성 만족도 평가 

모델의 학습과 경량화 실험에 대하여 기술한다. 

먼저, 감성 분화가 잘되어 분류 가능한 수준의 

7 명의 피실험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2.2 절에서 

언급한 DAN 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표정 기반 

대화형 에이전트 감성 만족도 평가 모델의 학습과 

검증을 진행하고, 최신 경량화 기법인 STR 을 

적용하여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표 1 HAII 감성 만적도 분류 결과(개인 축 1) 

개인별 감성축 1(%) 

Fold 

 1 2 3 4 5 Avg 

Sub 1 36 67 94 100 50 69 

Sub 2 75 100 67 83 67 78 

Sub 3 75 92 67 100 50 77 

Sub 4 75 50 75 61 78 68 

Sub 5 50 58 67 75 75 65 

Sub 6 69 58 67 53 43 58 

Sub 7 67 50 72 64 53 61 

Avg 68 

 

표 2 HAII 감성 만적도 분류 결과(개인 축 2) 

개인별 감성축 2(%) 

Fold 

 1 2 3 4 5 Avg 

Sub 1 50 67 50 61 69 59 

Sub 2 58 89 92 100 50 78 

Sub 3 81 58 100 61 48 70 

Sub 4 50 75 50 42 63 56 

Sub 5 83 50 75 75 75 72 

Sub 6 50 50 42 83 53 56 

Sub 7 67 67 50 83 58 65 

Avg 65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하여 모든 실험에서 각 

피실험자의 2 가지 개인별 감성축에 대한 5 fold 

cross validation 방법을 적용하여 학습 및 

검증하였으며, 성능 평가지표로는 balanced 

accuracy 를 사용하였다. 

4.1 표정 기반 사용자 감성 만족도 인식 결과 

 표 1 과 2 는 각각 개인 축 1 과 2 의 DAN 모델의 

감성 만족도 인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표 

1 에서 볼 수 있듯이, 7 명의 피실험자의 평균 감성 

만족도 인식결과는 68%의 수준을 보인다. 이는 

딥러닝 모델이 이진 분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수집된 표정 데이터기반 감성 만족도 

평가가 매우 도전적인 분야라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3 명의 피실험자(1, 5, 7)에 경우 

5 개의 fold 중 1~2 개의 모델이 약 50%의 성능을 

보여주며,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냈다. 감성 축 2 에 경우, 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인 평균 감성 만족도 결과가 65%의 

성능을 보인다. 이는 개인 축 1 보다 약 3%에 성능 

저하를 보인다. 또한, 거의 모든 피실험자의 

fold 에서 1~3 개 사이의 fold 가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결과를(약 50%)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피실험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개인 축에서 

감성 만족도 평가 모델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형 에이전트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서 강인한 모델 동작을 위하여, 사용자 

불변 개인 감성 축 혹은 통합된 감성 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감성 만족도 인식 모델 경량화 결과 

 표 3 과 4 는 피실험자 1 번의 감성 만족도 평가 

모델의 경량화 결과를 보여준다. 각 표의 첫번째 

열의 Sparsity 는 CNN 모델의 필터 값의 희소성을 

표시한다. 즉, Sparsity 가 높은 값을 가질수록 

필터의 값은 대부분 0 으로 표현된다. 학습 

파라미터가 0 으로 표현되는 것은 네트워크의 

순전파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퓨팅 파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의미 없는 연산을 제거하여 

딥러닝 모델의 검증 시간과 컴퓨팅 자원의 소모를 

개선시킬 수 있다 [9]. 표 3 과 4 에서 sparsity 가 

높을 때(99, 84), 딥러닝 모델이 의미 있는 학습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델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가중치도 0 으로 

수렴하여 발생한 결과로 확인된다. 이외의 

sparsity 설정(32, 9, 1)에서는 1~2 개의 fold 가 

학습을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존에 

성능과 유사한 결과 값인 61%, 72%, 73%(개인 축 

1)과 64%, 58%, 70%(개인 축 2)의 성능을 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parsity 가 0 에 

가깝게 도달할 경우 기존 네트워크 대비 성능이 

오히려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에 학습 파라미터를 유지하면서, 의미 없는 

파라미터를 제거하여 조금 더 개선된 성능을 

도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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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가 유지되어 검증 시간이나 컴퓨팅 

파워에 제약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 축 1 과 2 모두 약 32%의 

sparsity 를 가진 경량화 된 DAN 이 성능을 

개선하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 대화형 에이전트와 상호작용 시 사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표정 기반 사용자 

감성평가 모델의 경량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표 3 딥러닝 모델 경량화 결과(개인 축 1) 

Sub 1 개인 축 1 

Fold 

Sparsity 1 2 3 4 5 Avg 

99 50 50 50 50 50 50 

84 50 50 50 50 50 50 

32 38 53 76 88 52 61 

9 41 50 100 98 74 72 

1 49 71 94 79 72 73 

Avg 61 

 

표 4 딥러닝 모델 경량화 결과(개인 축 2) 

Sub 1 개인 축 2 

Fold 

Sparsity 1 2 3 4 5 Avg 

99 50 50 50 50 50 50 

84 50 78 50 50 50 55 

32 53 76 89 50 54 64 

9 49 67 61 67 46 58 

1 55 70 72 78 77 70 

Avg 59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스러운 HAII 환경에서 

사용자와 AI 가 상호작용할 때 사용자의 표정을 

활용하여 감성 만족도를 평가하는 딥러닝 기반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 딥러닝 

모델의 적용을 위하여 최신 경량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초기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사용자 감성 평가를 위한 적절한 학습 파라미터의 

희소성(약 32%)을 발견했으며 전체 학습 

파라미터를 사용한 결과보다 약 5% 개선된 성능을 

도출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자연스러운 HAII 

환경에서 사용자의 감성 만족도를 평가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용자 감응형 상호작용 구현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4 장의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사용자 감성 평가 모델이 이진 분류 

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능을 도출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평균 약 64%). 이를 

통해 더욱 고도화된 학습 알고리즘(예, 멀티 모달, 

멀티 태스크 등)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컴퓨팅 파워가 제한된 엣지 디바이스 

상에서의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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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재활은 우리가 COVID-19 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그들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상현실의 몰입감은 길고 지루한 호흡기 재활에 

탁월한 해결책 중 하나이다. 가상현실에 몰입한 
사용자는 더 깊은 주의집중을 하기 쉽다. 이 논문에서는, 
주의집중에 문제가 있는 사용자인 ADHD 아이들의 

주의력과 호흡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PulmoTrainer 
시스템을 개발했다. PulmoTrainer는 호흡을 측정하는 

하드웨어와 호흡 데이터를 기반으로 호흡 기능과 
주의력 개선 훈련을 위한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사용자 실험(N=24)은 

PulmoTrainer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ADHD 아동의 
시각 주의력과 호흡량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인다. 
연구와 관찰을 통해, 우리는 ADHD 아동에 대한 호흡 

및 주의력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た 

가상현실, ADHD, 호흡, 주의력  

1. ⯇ ⌋ 

COVID-19 pandemic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호흡기 
질환과 그 후유증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재활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2]. 호흡기 
질환과 그 후유증은 면역을 약화시키기도 하며, 우리의 

기관지와 폐에 손상을 줌으로써 호흡에 지장을 주는 
천식을 가져오기도 한다 [3]. 다행히도 우리의 몸은 수 
재활 운동을 통해 이러한 손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호흡 운동/재활 
기구는 해당 기능에만 집중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환자들이 재활운동에 충분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현직 전문가에 의하면 

지속성을 요구하는 호흡 재활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상현실은 적극성과 지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가상현실이 기존의 
매체들보다 깊은 몰입감을 준다는 점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4,5,6,7]. 깊은 
몰입감은 작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성, 다음에 또 
하고싶다는 지속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8]. 최근에 

몇몇 연구자들은 가상현실에 대한 입력방식으로 
호흡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 Sra 등은 
내쉬는 숨을 4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그 강도나 

지속시간에 어울리는 가상현실 피드백을 보여줌으로써 
몰입을 유도하는 연구하였다 [9]. 시선 등 다른 생리적 
입력과 조합하여 포인팅과 선택방법을 탐구한 연구도 

있었다 [10]. 우리는 호흡 훈련에 가상 현실 게임을 
도입하여, 몰입감과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호흡기 

훈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탐색하였다. 

우리는 몰입감으로 인해 주의력 또한 증진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상현실 시스템을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에게 적용하고자 한다. 가상 환경에 

들어감으로써, 사용자는 현실의 정보 대신 가상 환경의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몰입감이 발생한다. 
ADHD 환자를 상대로도, 현실과 비슷한 시공간 경험을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 
[11,12]. 연구자들은 ADHD 환자를 위해 중증도 진단 
[13], 시간 인지능력 개선 [14],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등 [15]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진행했으나, 

주의력 부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호흡 가상현실을 이용한 ADHD 치료 방식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ADHD 환자에게 호흡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가상현실 시스템, PulmoTrainer를 사용하게 
했다.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ADHD 환자의 

주의력이 개선되었는지, 호흡 기능이 개선되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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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위해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PulmoTrainer를 이용한 훈련을 함으로써, 
ADHD 아동의 호흡기능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다. 

• 가설 2: PulmoTrainer를 이용한 훈련을 함으로써, 

ADHD 아동의 주의력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PulmoTrainer 를 이용하여 4 주 이내, 8 회 
훈련하는 것을 실험 처치로 하여 사용자 실험을 

진행했다. 사용자 실험의 참가자의 주의력과 폐기능이 
개선되는 정도를 사전-사후 비교하였다. 또한, 주의력 
개선을 위한 운동치료만을 진행한 12 명의 

ADHD 환아를 통제군으로, 4 주의 간격을 두고 
사전/사후 ATA 와 IM 점수를 측정한 뒤 실험군의 
점수와 비교를 수행했다. 우리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게 된 우리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 세 종류의 새로운 가상현실 호흡 훈련 게임을 개발 

• 통신을 통해 가상현실 호흡 훈련 게임에 호흡 

데이터를 전송하는 새로운 호흡 측정 기기를 개발 

• 의료적으로 사용되는 ATA와 IM, 호흡측정기기를 

통하여 우리가 개발한 가상현실 호흡 훈련 게임이 
시각 주의력과 호흡량 강화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함 

2. ⛛ᝨ ⚺ ឫ⋓ ゛᠗ 

2.1 XRほ⯇㈃ 䃣䈌 ⭬䃣㈼ㅔ 

상용 XR(eXtended Reality) 장치의 상호작용은 손으로 

잡는 컨트롤러에 기반한다. 연구자들은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을 
연구했다. 그 중 호흡을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Davies & Harrison 에 의해 최초로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이 VR 에 integrated 되었다 [16]. 
Patibanda 등은 명상을 위해 Pursed-Lip 

Breathing(PLB)을 감지하기 위해 내쉬는 숨의 시간을 
측정하는 Breathing+ 장치를 사용해 호흡에 따라 
계절의 변화와 비슷하게 변화하는 가상의 나무를 

구현했다 [17]. Sra 등은 내쉬는 숨을 4 개의 호흡 
입력으로 구분하여 single player game과 multiplayer 
game 을 각각 개발하였다 [9]. 그들은 두 게임 모두에서 

실재감, 재미 면에서 호흡을 이용했을 때 사용자가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주었음을 보였다. Onishi 등은 
시선 포인팅과 함께 호흡을 사용하는 가상현실에서의 

선택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다 [10].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그들은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입 주변의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호흡의 상태를 판별했으며, 평소의 

호흡 리듬과 달라질 때 사용자가 선택을 위한 호흡을 
했다고 간주하도록 개발하였다. 의료적 치료를 위해 
호흡 VR 을 사용한 사례도 있다. Abushakra & 

Faezipour 는 마이크로 숨을 쉴 때의 음파의 형태를 
분석하여 폐의 기능을 측정하였고, 가상현실에서 
측정된 폐의 기능을 변수로 사용하여 사용자의 폐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호흡 훈련을 위한 연구를 
했다 [18]. Chen 등은 ASD 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사회적 행동분석에 시선 추적과 호흡, 뇌파, 심박수를 

수집해 머신 러닝의 feature로 활용했다 [19].  

2.2 ㎧㈃⋐ 䅳⋓ឧ 䃣䈌 

주의력 개선을 위해 호흡을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명상의 요소로서의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Haffner 
등은 호흡 조절이 한 요소로 포함된 요가와, 전통적인 

운동 훈련을 비교하였으며, 요가를 이용한 그룹에서 
주의력 개선 효과가 더 좋았다는 점을 밝혔다 [20]. 
Schmalzl 등은 요가 중에서도 움직임이 중심인 활동과 

호흡이 중심인 활동이 스트레스와 지속적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1]. 그들은 
두 그룹 중 호흡이 중심인 그룹에서만 지속적 주의력 

면에서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명상 
및 요가 호흡이 주의력을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연구에서 사용하는 호흡 방법은 

명상을 위한 호흡과는 차이가 있으나, 호흡기능 개선을 
위한 호흡 역시 주의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3 XR 䄇ㅔ䀇 ADHD 㤃⍷ 

가상현실 기술은 기존의 매체들보다 깊은 몰입감을 
준다. 상대적으로 주의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대상인 

ADHD 아동의 진단부터, 핵심 증상인 주의력 부족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상현실의 몰입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Yeh 등은 VR HMD 를 
이용해 ADHD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듣기 테스트, 
CPT 테스트, 실행 테스트, cognitive memory 

테스트들이 포함된 교실 환경을 구현했다 [13]. 
Gongsook은 ADHD 아동의 시간 인지능력의 발달이 
늦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덧셈과 뺄셈을 이용하여 

피험자의 working memory 를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12]. Ocay 등은 ADHD 환자의 증상 중 
하나인 낮은 좌절감 수용력을 개선하기 위해, 좌절감, 

스트레스, 불안감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Mirror Tracing Persistence Task(MTPT)와 AR 
훈련을 이용했다 [22]. 그들은 참가자가 AR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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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the-object" 게임을 수행시켜 작업 지속시간과 

좌절감 수용력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보고했다. 

호흡을 통해 주의력을 개선하려 했던 사례들처럼, 
Sonne&Jensen 은 아두이노 기반의 호흡 측정 기기를 
통해 진정시키는 리듬의 호흡을 하도록 했다 [23]. 

그들은 가상의 심해를 보여줌으로써 신경이 예민한 
상태와 상관관계를 가진 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ADHD 아동의 

과활성 상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Kim 등은 
ADHD 아동의 주의력 개선을 위해 MR 기기인 MS 
Hololens 를 이용하여 눈맞춤 게임을 개발하여 눈맞춤 

시간과 요구하는 눈맞춤 정확도 두 레벨의 난이도를 

통해 점진적인 주의력 훈련을 수행했다 [24].  

3. PULMOTRAINER ᠗䂯 

우리는 호흡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개발 목표를 설정했다. 

1. 사용자의 호흡(숨을 마시는 행위와 숨을 내쉬는 

행위)을 감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 

2. 감지한 사용자의 호흡을 가상현실 피드백으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3. 사용자가 호흡 가상현실 시스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호흡에 대한 피드백 기능 

4. 실험 참가자의 호흡 기능을 분석하기 위한 호흡 

데이터 기록 기능 

D6F-PH5050AD3 센서 [25]가 호흡을 감지하며 
Arduino Nano 33 BLE [26]의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가상현실 훈련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스마트폰으로 

호흡 데이터를 전송한다. 스마트폰의 가상현실 훈련 
소프트웨어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받은 호흡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대상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3.1 䀃ᾇ㆓た 

우리는 PulmoTrainer 의 호흡 훈련 소프트웨와 호흡 
입력 장치를 개발했다. 호흡 입력 장치는 손에 들 수 

있는 크기(145*72*30mm)로, PLA(Poly Lactic Acid)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했다. 실험 
참가자의 위생을 위해 입력장치의 상부에 일회용 

마우스피스를 장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상단의 
완전히 개방된 호흡 입구와 달리 하단의 출구는 줄여, 
사용자가 장치를 물고 숨을 쉴 때 적절한 저항을 

가한다. 실험참가자의 들숨과 날숨 속도는 D6F-
PH5050AD3 압력센서에 의해 측정된다 (그림 2a.). 
측정된 호흡 데이터는 블루투스를 통해 가상현실 

피드백을 재생하는 VR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PulmoTrainer 의 사용자 호흡 데이터 측정 객관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실시했다. 압력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압축공기(BBT-001, 125W, 3L)로부터의 압력의 
정방향(내쉬는 숨) 측정, 진공펌프(5PA-0.05Mbar, 
3CFM 1/4HP)를 통한 역방향(마시는 숨) 측정, 실제 

사람의 호흡 측정 등 3 가지 평가를 실시했다. 공기 
입력은 분배기를 통해 PulmoTrainer 하드웨어와 평가 
압력 센서(Adafruit MPRLS, 24 비트 ADC, 

0~25PSI)에 동일하게 전달했다 (그림 2b.).  

정방향 평가에서는 공기 분배기에 압축 공기를 천천히 
주입하여 공기 압력을 2,500pa 까지 증가시켰다. 

역방향 평가에서는, 2,000pa 까지 천천히 빨아들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호흡 측정에서는 공기 분배기에 
연결된 실리콘 튜브를 통해 흡기 및 호기를 5 회 연속 

입력했다. PulmoTrainer 하드웨어와 평가 압력 센서에 
의해 측정된 값은 직렬 통신을 통해 컴퓨터(Intel i5-

10300H. 16GB)에 동시에 기록되었다.  

 

(a)                                                  (b) 

그림 2. (a): PulmoTrainer 하드웨어. 측정된 값은 Bluetooth를 통해 전송된다. // (b): 압축공기는 실리콘 튜브를 통해 
분배기에 연결된다. 분배기는 4mm와 9mm 실리콘 튜브를 통해 공기를 PulmoTrainer와 평가용 압력센서에 각각 
전달한다. 두 센서에 의해 측정된 압력값은 동시에 실시간으로 단일 PC 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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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평가에서 PulmoTrainer 하드웨어는 평가용 압력 

센서 값과 높은 선형성(정방향: R2 = 0.989 p<0.001, 
역방향: R2=0.996 p<0.001, Human breath: 

R2=0.989 p<0.001)을 보였다 (그림 3.). 

PulmoTrai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VR 
HMD(Head Mount Device)로 Android 운영체제의 
스마트폰(Samsung Galaxy S20)과 이를 머리에 

장착하기 위한 Samsung Gear VR 을 사용했다. 다른 
상용 VR 장비들보다 비교적 가벼운 HMD 를 
사용함으로써, 아동 시험 참가자들이 더 쉽게 

PulmoTrainer 를 체험할 수 있었다. 눈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로 인해 아동 참가자의 시력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 훈련 세션마다 총 VR 

체험 시간은 15분으로 제한했다. 

3.2 ⰷ㾯㵣㆓た 

가상현실 호흡 훈련 게임들을 개발하기 위해 
유니티 3D 엔진 2019.4.9f1 버전을 이용했다. 호흡 
입력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주의력 개선을 이루기 

위하여 3 종류의 게임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게임은 
로켓 게임이다. 로켓게임의 로켓은 사용자의 마시는 
호흡량에 비례하여 초기속도가 결정되고, 내쉬는 

호흡이 지속되는 동안 비행시간이 길어진다. 두 번째 
게임은 촛불 끄기 게임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호흡에 
따라 흔들리는, 10 개 연달아 세워진 촛불을 꺼야 한다. 

촛불은 사용자의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의 합산된 
양에 비례하여 꺼진다. 세 번째 게임은 음식 흡입하기 
게임이다. 음식을 보고 있는 사용자의 마시는 숨이 일정 

양을 넘으면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듯한 효과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가설 1 의 검증을 위해 각 게임은 5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며,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할 수록 난이도 목표가 
상승하도록 개발했다. 가설 2 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자가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물체에 눈을 맞추었을 

때, 소프트웨어에서 시선을 인식하여 해당 물체 주위에 
하이라이트를 보일 때에만 호흡을 통한 상호작용이 
되는 기능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개발된 게임들을 

즐기는 동안, 마시거나 내쉬는 호흡이 ground 상태의 

공기 흐름 압력보다 큰 절대값이 될 경우 호흡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 또한 개발했다. 사용자가 호흡 
입력을 수행하여 게임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공기 흐름 

압력을 소프트웨어에서 저장하도록 개발하였다. 

4. ⭗ㅔ㈻ 㹴ᚫ 

4.1 㛣ᚫ㈻ 

우리는 VR 시스템의 테스트를 위해 24 명의 ADHD 
아동(남자 10 명, 여자 14 명, 평균나이 10.8 살)을 
모집했다. 우리의 VR 호흡 훈련 시스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VR 호흡 훈련을 수행하는 그룹과 
수행하지 않는 컨트롤 그룹으로 각각 12 명의 ADHD 
아동을 배정하였다. VR 호흡 훈련 시스템을 수행하는 

그룹 중 6명은 가상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그 
중 두 명은 스마트폰으로 VR 을 경험했다. 12 명 중 

6 명은 비디오게임 경험이 없었다. 

4.2 ⶏ䂃 ᾿㈻㈣ 

주의력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between-
subjects 디자인을 사용했다. 호흡 기능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는, 실험군 사전-사후 비교를 수행했다. 
호흡 및 주의력의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 8회, 3 주 
이상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고, 실험 참가자들의 

성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호흡 기능 성장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실험참가자는 첫 번째 훈련부터 4주 이내에 
훈련을 마쳤다. 순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개의 

게임을 즐기는 순서는 Latin-square 디자인을 따랐다. 

주의력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과 통제군은 
실험 전과 후에 ATA [27] 와 IM [28,29,30,31,32] 

테스트를 받았다. 실험 그룹은 첫 번째 훈련 이후 
참가자들은 SSQ 설문지 [33]를 작성하도록 요청받았고 
8 회의 훈련이 최종 종료된 이후, 참가자들은 SSQ 

설문지와 함께 게임 만족도 설문지 [34]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호흡 기능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그룹은 1회차 훈련 전과 8회차 훈련 후에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기기인 CareFusion 

 

(a)                        (b)                          (c) 

그림 3. PulmoTrainer 의 호흡 측정 정확도에 대한 세 가지 평가 결과. (a)는 정방향 압력(R2=0.989), (b)는 역방향 

압력(R2=0.996), (c)는 사람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의 평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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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RPM [35] 과 CafeFusion MicroLab ML3500 

[36]을 이용하여 호흡의 세기와 양을 측정하였다. 

4.3 ⶏ䂃 㑯䀴⛔ⶈ 

훈련 세션은 저자 중 한 명과, ADHD 아동을 담당하는 

운동치료사를 교육하여 진행되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 실험 진행자는 참가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실험에 동의하는지 묻고 서명을 받는다. 실험자들은 

ATA/IM, 호흡 기능 측정을 한 뒤, 참가자들이 즐길 
게임들, 호흡으로 게임과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적절한 
호흡법에 대해 소개받는다. 훈련 세션을 시작하기 전과 

후의 ATA/IM 테스트와 호흡 기능 측정은 참가자의 
참여도에 따라 50 분에서 90 분가량 진행되었다. 각 

훈련 세션은 약 15분 정도 진행했다. 

5. ឧ 

5.1 䃣䈌 ᣛᵐ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hapiro-Wilk test 를 
실시한 결과, MIP(Maximum Inspiratory Pressure)와 

MEP(Maximum Expiratory Pressure),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그리고 
FVC(Forced Vital Capacity) 모두에서 정규성을 

충족(p>.05)시켰다. 우리는 동일한 두 그룹에서 
정규성이 충족된 두 데이터 그룹의 비교를 위해 Paired 
t test를 수행했고, FEV과 FVC 에서 0.314 리터만큼의 

유의미한 차이(p<=0.05)를 보였다 (표 1). 

표 1. 실험군의 호흡 기능 사전-사후 유의확률 

  M(SD) 유의확률(p) 

FEV1 Before 1.704(0.475) .001** 

After 1.878(0.577) 

FVC Before 1.843(0.508) .000** 

After 2.158(0.696) 

5.2 ㎧㈃⋐ 

실험군의 사전 사후 IM, 시각 ATA, 시각누락, 
시각오경보, 청각 ATA, 청각누락, 청각오경보 8 개 
항목에서 모두 정규성을 만족(p>.05)하였다. 실험군의 

사전-사후 비교를 위해 Paired t test 를 수행했고, 
시각 ATA, 시각누락, 시각오경보에서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였다 (표 2). 

표 2. 실험군의 주의력 평가 사전-사후 유의확률 

  M(SD) 유의확률(p) 

시각 ATA Before 130.333(5.598) .000** 

After 121.250(5.429) 

시각누락 Before 67.333(14.196) .000** 

After 52.583(8.847) 

시각오경보 Before 54.917(11.261) .003** 

After 50.167(10.205) 

대조군과의 변화량 비교에서, 시각 ATA, 시각오경보, 
청각 ATA, 청각누락 변화량은 정규성을 

만족(p>.05)하였다. 정규 항목에 대해서는 unpaired t 
test,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Mann-Whiteney test 를 
수행하였고, 시각 ATA, 시각누락, 시각오경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ATA, IM 데이터와 
호흡기능 데이터 사이에는 시각누락변화량과 
FEV1/FVC 변화량만이 유의마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p<-.05*, 상관계수 -0.597). 

표 3. 실험군과 대조군에서의 주의력 사전-사후 변화량 
유의확률 

  M(SD) 유의확률(p) 

시각 ATA 

변화량 

Control 0.833(4.529) .000** 

Experiment 9.083(3.288) 

시각누락 

변화량 

Control 1.667(2.934) .000** 

Experiment 14.750(8.976) 

시각오경보 

변화량 

Control -1.083(3.605) .000** 

Experiment 4.750(4.372) 

5-likert scale 로 답하게 되어있는 SSQ 설문지에, 
참가자들은 모든 문항에 평균 2 점 미만의 점수를 

주었다. 5-likert scale 로 답하게 되어있는 게임 만족도 
설문에, 피험자들은 게임에 집중되었는가? 문항에 평균 
3.917 점, 게임의 presence 문항에는 평균 3.417 점을 

주었으며, 그 외의 문항인 난이도, 재미, 조작편이도, 
다시 하고싶은지 문항에는 평균 4 점 이상의 점수를 

주었다.  

6.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PulmoTrainer 시스템은 
ADHD 아동의 주의력과 호흡 기능 개선의 도구로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설문지에 대해서, 피험자들은 

SSQ 설문지에는 모든 문항에서 2 점이 넘지 않는 
답변을 하여 멀미감에서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게임 만족도 설문에도 그들이 PulmoTrainer 시스템에 

상당히 만족했다는 답변(평균 약 4 점)을 했다. 
참가자들은 주의력 검사 지표 중에는 시각 ATA 에서만, 
폐기능 검사 지표 중에서는 FVC 와 FEV1 에서만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실험 결과, 가설 1과 가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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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의 가설과 그것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6.1 䃣䈌≴ឧ 䃣䈌　⋐ 

• ᚫ⯏ 1: Pulmotrainer ㅔ䀇 䅳⋓ 䀓⌇⸓, 
ADHD Ẅ㈃ 䃣䈌ᣛᵐ ㇋㈃⚣䀃 ᛇ⯋䀋 ⳃ 
㈳ᶏ. 

호흡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FVC와 FEV1에서만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호흡에 
저항을 느끼도록 하는 기구를 호흡량과 호흡압력 

훈련에 이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훈련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훈련 방식과 

기간, 대상에 따라 호흡량과 호흡압력의 변화 효과는 
다양했다. Ozmen 등은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5 주 간 
Respiratory Muscle Training(RMT)을 적용했으며, 

MIP는 개선된 것과 반대로, FVC 와 FEV1 은 변화가 
없었음을 보였다 [37]. 그들의 연구와 달리, 같은 
RMT를 유사한 참가자인 수영 선수에게 적용했음에도 

FVC에서만 개선을 보인 연구도 있었다 [38]. Omzen 
등은 이 현상을 학습효과라고 설명하였다. 우리 
연구에서는 호흡량의 변화만이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는데,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참가자가 호흡할 때 PulmoTrainer 장치가 주는 
저항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우리 몸의 근육은 

근육섬유가 찢어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PulmoTrainer 가 주는 저항이 폐근육에 손상을 줄 
정도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흡의 강도를 담당하는 

근육은 성장하지 못했고, 최대량의 호흡은 지속적으로 

훈련되어 호흡량만 개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실제로 학습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실험에서 요구하는 호흡의 방식은, 폐기능 
검사(Pulmonary Function Test, PFT) 시 요구되는 
호흡과 같이 강하고 빠르게, 최대한 길고 많은 호흡을 

마시고 뱉는 호흡이다. PFT 를 위한 호흡을 수행 시, 
폐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최대한 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인의 경우 최소 6 초, 아동은 최소 3 초 [39]) 

내쉬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ADHD 아이들은 
노력성 호흡을 어려워한다. 그러나 그들은 4 주간의 
훈련을 통해 최대한의 노력성 호흡을 하는 방법에 

익숙해졌고, 그 결과 폐기능 측정이 훈련 전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FEV1 에서 0.174L, FVC 에서 0.315L 

만큼의 호흡량 변화는 유의미한 폐기능의 개선이다. 
여기에 더해, 노력성 호흡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도 

ADHD 아동의 호흡기 질환 진단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2 ⶇᚬ ㎧㈃⋐ ᛇ⯋ 䅓ឧ 

• ᚫ⯏ 2: PulmoTrainer ㅔ䀇 䅳⋓ 䀓⌇⸓, 
ADHD Ẅ㈃ ㎧㈃⋐ ㇋㈃⚣䀃 ᛇ⯋䀋 ⳃ 
㈳ᶏ. 

표 2. 와 표 3. 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연구의 실험군은 

시각 주의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시각 ATA, 시각오경보, 
시각누락 세 분야에서만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우리의 세 게임은 모두 사용자에게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객체에 눈을 마주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자신이 영향을 주고자 하는 객체에 

시각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참가자인 ADHD 아이들은 
시각 주의집중의 방법을 체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훈련 과정 중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객체의 크기가 

가장 작은 음식 먹기 게임의 경우, 참가자 중 12 명 중 
5 명이 8 회의 훈련 세션 중 첫 세션을 완료하지 
못했으나, 4 번째 세션부터는 모든 참가자가 세션을 

완료하였다. 음식 게임을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의 평균 
또한 첫 번째 세션에는 397.906초로 시작해서 8번째 
세션에는 282.112 초까지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시각 

주의집중 훈련의 효과가 좋았음을 알 수 있다. 

7. ⌋ 

이 연구에서, 우리는 호흡을 가상현실의 입력 
방식으로 하여 ADHD 아이들의 주의력과 호흡을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우리는 호흡을 
감지하여 블루투스로 전달하는 PulmoTrainer 
기기와, 전달받은 호흡 데이터를 이용하여 호흡과 
상호작용하는 훈련 가상현실 게임 3 종을 
디자인하고 개발했다. 24 명의 피험자와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분석은 호흡과 주의집중 훈련에 
대한 영감들을 제공했다. VR 을 더 현실과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생리적 입력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많은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일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번호: 
R202104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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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기존에 

통용되어 오던 비상등과 상향등의 차량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보다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존의 도로 위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제시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다가올 

미래의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차량이 동시에 주행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차량간 또는 차량과 도로 위 

보행자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의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도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제시 

및 분류하고, 커뮤니케이션 주체에 따른 분류와 

우선순위 설정을 거쳐 자율주행 차량이 외부로 보내는 

커뮤니케이션 신호 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시각적 정보 송출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 의도 체계화, 신호 

색상 체계 확립을 통해 통합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Autonomous Vehicle, Communication Intention, 

Information Design, Vehicle-to-Pedestrian, 

Vehicle-to-Vehicle 

 

1. 연구 배경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과 함께 차량에서 운전자를 

대신하여 차량 외부에 정보를 전달하는 라이팅 

시스템과 차량 외부에 장착한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능 등 ‘보행자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리즈대학교의 나타샤 메랏 연구진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운행 중인 ‘시티모빌 2’에 대한 보행자의 

의견 조사 결과, 보행자 대부분이 자율주행 차량이 

본인을 인식하고 멈춰서는 지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 최근 게재된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이공학계 연구팀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에 ‘눈’을 붙임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3].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접목한 현대모비스의 콘셉트카 ‘엠비전’이 

국제전자박람회 (CES)에서 소개되었고[4], 이는 

차량에 부착된 램프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텍스트 

또는 아이콘으로 표기하는 기술로,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하게 되면 노면에 빛을 비춰 가상의 횡당보도 

모습을 구현하거나 장애물이 발견될 시 보행자가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표시하는 등 보행자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4].  

이러한 보행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기존의 좌우 

방향 지시등, 비상등, 경적 등으로 통용되던 도로 위 

차량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씽킹 방법론(Design Thinking)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차량 또는 자율주행 차량과 

보행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을 

재정의하고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정립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결과 

본 연구는 디자인씽킹 방법론에 따라 페르소나 

구상과 인터뷰를 통한 공감 및 문제정의를 거쳤다. 

이후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적용한 몇 

가지의 프로토타입 예시를 간단하게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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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감 및 문제정의 단계 

우선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페르소나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가정하고, 상황에 따라 대상에 대한 공감에 유의하며 

POV(Point of View) 형태로 정리했다. 페르소나 

별로 정리한 총 12 개의 POV 에서 총 26 개의 

HMW(How Might We) 질문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커뮤니케이션 종류에 따라 구분하거나 솔루션 도출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의 분류를 거쳤다(그림 1). 

 

 

그림 1 상황 별 POV 에 따른 HMW 도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 도로 위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도출하였고, POV 를 

HMW 형태의 질문들로 재구성한 후 커뮤니케이션 

주체에 따른 분류와 커뮤니케이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분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초 도출했던 

26 개의 HMW 를 중요도에 따라 추린 13 개 중, 

11 개가 V2V (Vehicle-to-Vehicle; 차량 대 차량)와 

V2P (Vehicle-to-Pedestrian; 차량 대 보행자)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모두 자율주행차량이 외부로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형식의 솔루션으로 연결 지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V2V 와 V2P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량이 보낼 수 있는 신호 체계에 대한 

것으로 문제를 정의했다. 

표 1 최종 정리한 HMW 3 가지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차량이 보행자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존재나 위험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차량이 후행하는 자율주행, 

혹은 수동주행차량에게 방해없이 직관적으로 원하는 

신호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차량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입에 상관없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 

 

2.2 아이디어: 통합 커뮤니케이션 체계 제안 

표 1 의 HMW 3 개를 포함해 여러 문제상황들에 

대해 가장 공통적이고 쉽게 도출되는 솔루션은 시각적 

정보를 송출하는 방식이었다. 과거 현대자동차에서 

실시한 오감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를 보면 

시각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5]. 

시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커뮤니케이션의 

솔루션도 시각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외부로 다양한 신호를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오히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관점에서 복잡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복잡성에 따른 인지적 불안 요인 또는 정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원래의 목적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인간에게 시각적 인지 요소를 전달하는 

고객응대 로봇 등의 자율주행 이동체를 사례별로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LED 점등, 디스플레이, 

프로젝션 등의 인터랙션 구현 방법이 어떠한 규칙이나 

이론에 의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인터랙션 구현이 보행자 인지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고 하였다[6]. 이는 커뮤니케이션 

수신자로 하여금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나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커뮤니케이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이는 다른 외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들이 별도의 교육 없이도 이해하기 쉽도록 

자연스러운 어포던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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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위해 강수희 외[7]에서 제시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의도)에 따른 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시각적인 인지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현재 도로 신호체계를 차용한 색깔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도로 위 커뮤니케이션의 

의도(Intension)는 다음과 같은 6 개의 분류로 

나눠진다[7]. 

⚫ Thanking 

⚫ Passing(yielding) 

⚫ Caution(warning) 

⚫ Stopping 

⚫ Apology 

⚫ Recognition 

 

 현재 도로 신호체계에서 사용하는 색은 총 

세가지로 적색은 정지의 의미하고, 황색은 주의의 

의미하고, 녹색은 진행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신호체계의 색은 현재 전세계에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8]. 이는 전통적인 사회적 

약속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수신자가 직관적으로 

신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시 말해 

다른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설명하는 것보다 빠르고 

직관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도로 신호체계에서 청색 정보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전통적인 신호체계의 색상에 따른 의미를 

분류하였다(표 2). 

표 2 전통 신호색상 체계에 따른 색의 의미 

적색 정지, 경고 

황색 주의, 인식 

녹색 허용, 진행 

청색 감사(감정) 

 

앞서 제시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의도에 따라 

색상을 부여하고 나면, 시각적 신호를 전달하는 

매체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V2V 에서는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주로 차량 후면에 달린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능하게 될 것이고, V2P 에서는 

주로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V2V 와 V2P 모두 

디스플레이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되 다만 V2P 

상황에서는 메시지의 긴급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혹은 보행자가 차량의 디스플레이에 시선을 두고 있지 

않는 일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바닥으로 프로젝션을 

비추는 것이 동시에 활용될 때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다음 표 3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의도, 색 

의미, 매체에 따른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기호와 문자를 조합하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정립하였다. 

표 3 커뮤니케이션 체계 정립 

의도 색 의미 매체 기호/문자 

감사 청색 디스플레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메시지 

설계 필요) 

통행(양보) 녹색 디스플레이 

주의(경고) 황색(적색) 프로젝션 

정지 적색 프로젝션 

사과 청색 디스플레이 

인지 황색 프로젝션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메시지의 기호/문자도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설계하여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공간 조형요소별 지각자의 인지 

반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간 조형요소는 입체, 

색상, 형태, 문자 순으로 시지각에 각인된다[9]. 이를 

적용해보면 가장 긴급도가 높은 신호에는 

디스플레이와 프로젝션을 사용한다는 매체의 구분, 

신호의 의도에 따른 색상의 구분, 세부적인 내용은 

기호와 문자로 구성한다는 위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정립이 타당한 방향성임을 알 수 있다. 

 

2.3 프로토타입 

해당 결과를 취합하여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 각 

커뮤니케이션의 의도마다 세부적인 적용 상황을 

제시하고, 분류한 의도와 색상 체계를 토대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표 4 는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필요한 차량 간의 인터랙션(V2V)와 

보행자와의 인터랙션(V2P) 상황 등을 나열하였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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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 디자인 

 

전반적인 자율주행 차량에서의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의 활용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다음 그림 2 와 같이 제시하였다. 디스플레이 방식은 

자율주행 차량의 전방부에 디스플레이 패널을 설치한 

형태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텍스트와 아이콘, 색상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그림 2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 적용 예시 

 

3.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이 진척되며 

기술이 점진적으로 민간에 상용화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의 자율주행차량 커뮤니케이션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이용하여 페르소나 구상 및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였다. 이후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외부로 송출하는 

커뮤니케이션 신호에 대하여 통일된 표준 체계가 

필요함에 주목하였다. 방향지시등과 상향등, 경적 

등을 이용한 기존의 운전자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본래의 목적보다 더 많고 복잡한 신호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 숙련도나 

판단 능력, 그리고 신호 수신자에 따라 소통의 성공 

유무가 크게 좌우된다. 그마저도 자율주행차량이 

보편화된다면 모든 신호를 운전자가 일일이 신경 쓰며 

보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결국 필연적으로 

자율주행차량은 지금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보다 더 

다양한 신호의 송출을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많은 신호들을 별다른 교육이나 

훈련 없이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며 소통하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활용한 어포던스가 필요하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는 의도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를 

분류하여 전통적인 신호색상 체계를 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은 지금의 교통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신호의 

긴급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도 인지심리학의 관점에 

따른 구성의 차별을 주면, 사람들에게 지나치거나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간단한 표준 

규칙을 따르는 것만으로 차후 수많은 다른 세부 

신호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신호의 목적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급한지는 신호의 수신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본 연구의 핵심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자율주행 차량과 수동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도로환경이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서치 

단계에서 가상의 페르소나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도 인터뷰 

대상자들이 현재의 도로 신호체계를 이용한 

경험으로부터 비롯한 견해이지만, 정량적인 부분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폐쇄되어 

인위적으로 조성한 도로환경이나 혹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고, 공간 

인지심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효율 증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상황 디자인 

감사를 표시하는 

상황 

 
보행자에게 통행을 

양보하는 상황 

 
사각지대에서 접근 

중인 차량 등 도로 위 

위험요소 안내 
 

즉시 보행자의 

정지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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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비스 로봇은 기존 제한된 인터페이스의 산업  

로봇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 자와 소통하고 협동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로봇은 한정된 환경이 아닌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미지의 환경에서도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기능과 태스크를 

완수해야 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요구받게 된다. 

이에 서비스 로봇은 사 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서 로봇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듈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 자의 적에 따라 듈 변경을 

통해 기능의 다양화가 가능한 서비스 로봇의 자율 

주행 기능을 위한 Lidar 센서와 LabView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툴을 활 하여 기초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을 표로 하였다. 

주제어 

자율주행 플랫폼, 라이다, 서비스 듈, 로봇 

1. 서 론 

서비스 로봇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서 로봇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듈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로봇 

산업은 기계, 금속, 반도체, 전기·전자, 컴퓨팅 SW, 

센서, 통신·네트워크 등 다양한 사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으로 향후 자동차, 반도체 산업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갖는 미래 유망 기술 산업분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비스  로봇산업은 기존의 

산업적 기반과 접 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1] 

기존의 산업  로봇의 작업환경이 통제가 가능한 

정적인 것이었던 것에 반해 서비스 로봇의 

작업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통제가 어려운 동적인 

실제 환경 및 네트워크 기반 환경이며, 산업  

로봇은 극히 제한된 인간과의 인터페이스 필요한 

반면 서비스 로봇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과 의사소통하고 협동해야만 한다.[2] 

듈은 전체에서 분리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실체를 뜻하며 

듈화를 통해 듈단위의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므로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특징을 갖는다.[3] 

서비스 로봇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미지의 환경에서도 자동적으로 판단하여 

다양한 복잡한 기능과 태스크를 완수해야 함에 

따라, 서비스 로봇은 수행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요구받게 된다.[4] 

본 연구에서는 사 자의 적에 따라 듈 변경을 

통해 기능의 다양화가 가능한 서비스 로봇의 자율 

주행 기능을 위한 기초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기초 자율주행 플랫폼은 Lidar 센서를 기반으로 

LabView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툴을 활 하여 

서비스 로봇 주행 시나리오에 특화된 전방 객체 

인식 및 알람과 공간 인식을 위한 SLAM 구현의 

기초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2. 본문 

2.1 Lidar 센서 통신을 위한 LabView 로직 구성 

객체 인식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을 적으로 

2D-Lidar 센서를 사 하여 프로토 타입 개발을 

진행하였다. 개발에 사 된 2DLidar 는 

RPLiderA1, SLAMTEC, CHINA)를 선정하였다. 

개발에 사 된 Lidar 센서의 구조는 그림 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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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PLIDAR A1 System Composition 

선정된 Lidar 센서는 그림 2 같이 프로그램 동작 

구조를 가지며 호스트가 센서에게 응답 명령을 

보내면 응답에 대한 응답데이터를 송신한 후 

요청한 데이터를 회신한다.  

 

그림 2. RPLIDAR’s Major Status Translation 

호스트의 응답명령에 의해 응답데이터가 전송되면 

응답 설명자를 분리하고 데이터만 취득할 수 

있도록 그림 3 과 같이 데이터 패킷을 구성하였다. 

 

그림 3. Lidar 센서 데이터 패킷 응답 구조 

든 명령어는 UART 통신을 통해 송·수신되며 

시작 및 종료 플래그를 통하여 응답 설명자의 

시작을 식별한다. 30 비트 크기의 데이터 응답 

길이 필드는 단일 수신된 데이터의 응답 패킷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기록하며, 요청/응답 세션 

내의 든 수신 데이터 응답 패킷은 형식과 길이가 

동일하도록 설정하였다. 패킷의 구조는 그림 4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Measurement Result Data Response Packet 

GUI 구성과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LabView 를 

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Master loop 와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Slave loop 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Master loop 는 일정시간 마다 

데이터를 수집하며 플래그 비트를 구분하여 

데이터 응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Slave loop 로 

전송된다. 

 

그림 5. Lidar 센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Master loop 

구성 

 

그림 6. Lidar 센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Slave loop 구성 

호스트와 Lidar 센서는 UART 를 이 하여 

16 지수 정수로 통신하며 데이터 형식에 따라 

추가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로직을 

구성하였다. 

 

그림 7. Lidar 센서 데이터 측정 패킷 송·수신 응답 결과 

Master loop 에서 추출된 패킷에서 각도와 거리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점을 확인하고 값을 

추출하였으며 그림 8 은 Lidar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그래핑 처리 구조문이며 후처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어 처리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수집한 지형 데이터를 

누적시킨 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8. Lidar 센서를 통해 수집된 지형 정보 그래핑 

구조 

2.2 전방 객체 인식 및 알람 출력 로직 개발 

또한 다 적 로봇 중심부로부터 일정 범위 내 객체 

인식과 장애물 인식을 위해 Lidar 센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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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범위를 지정하여 주변 객체 인식과 장애물이 

있을 시 알람을 출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전방 객체 인식 및 알람 출력 로직 

테스트를 위하여 교육  자율주행 AI 로봇 

플랫폼(STELLA-N1, (주)엔티렉스, 한국)을 

활 하였다. 

 

그림 9. 교육  AI 로봇 플랫폼을 활 한 Lidar 센서 

기반 주행 테스트 

그림 9,10 은 교육  자율주행 플랫폼을 통해 

테스트한 장면이며 주행 중 로봇 주변의 지형정보, 

장애물 객체 인식 등과 같은 추출된 센서 정보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GUI 프로그램은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지정된 인식범위 내 장애물 발생 시 

장애물을 인식함과 동시에 가상의 알람이 

출력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0. Lidar 센서를 통해 수집된 지형 정보 데이터 

결론 

본 연구는 사 자의 적에 따라 듈 변경을 통해 

기능의 다양화가 가능한 서비스 로봇 개발을 

적으로 서비스 로봇의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기초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표로 하였다. 

기초 자율주행 플랫폼을 위해 LabView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밍 툴과 Lidar 센서를 활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객체 인식 로직과 알람 기능을 

구현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구현된 객체 인식 로직과 알람 

기능을 활 하여 실내 공간 인식을 위한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기능을 구현하고, 절대 

좌표 설정 및 구동 제어와의 연동을 통해 실내 

공간의 이동을 위한 경로 설정과 장애물 회피 

기능으로 연계하여 자율주행 플랫폼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자율주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 자 

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 제공이 가능한 자율 주행 

기능이 포함된 다 적 듈 교체형 서비스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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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㜂➲㈃ ✿ㅔ⯜ ᰽㑫┟⯇ ᶠ❫㈃ ㋀䄀ṯ 

䁐⭬ⶇ㭏ᭃ ⭳⌇ㅟ ⠯〧ほ⯇㈃ ㊬ㅔほ ᶫ䀇 ឫ 

╓㑫ឋ ㈳ᶏ. 㭏ハⵏ㬗ᭃ た㾷㦫Ⰳ 䃀㮇⌇ 

⛀◧ឫほ⯇ 䇿䈳 ➧ ⳃ ㈳ ểび㑫⑷ ㊯䈳 

⭗ㅔ㈻㈃ ㈃ṯ 䀟䀃ឋ ㋀䄀䈳 㑳◣ほ ᶫᶠ䀃ᴿḛ 

㋇䀇ểた㈳ᶏ. ឫ⋓ ⛛ᝨ ㌛⭗ほ⯇ 㜂➲㈃ ⊗ 

ㄿⰷᾏほ ❫䃿 ㊬ㅔ䀓⌇⸓ ⭗ㅔ㈻㈃ ᛇ㈣ 㵤⯜ほ 

Ί∧ ⭗ㅔ ᝨ䂃 ᶗ∧㑫ᴿ 㜂➲㈃ ㉋㉗⋐ 

⛇䀃カᶏ. ほ ➣ ゛᠗ほ⯇ᴿ, 㜂➲ ᶠ䀃ᴿ 

㇋䃀 ᶟ䃿㈃ 4 ᚫ㑫 ㊯≠(㋀➟≴, ᛇ㈣䃿 㑳◣㈃ 

㇋◟, ᶓた㈃ ᭇṯ, ឫ䃀⭗ ⣳ṯ)⌇ ⯏ᝯ䀃ឋ, 

㊯≠❯⌇ ᶏ␟ ㊬ㅔ䀓⌇⸓ 䀇 㑳◣ほ ᶫ䀇 

16 ᚫ㑫 ᶏ␣ ᶠ❫ ⯏ᝯ䀃カᶏ. ⛀◧ឫ ㎧ㄿ 

㦓㯻㣋⌇ ⯋㋀䀃 ㆤ 㬗⌏⑬ 㱠䀟 55ᚫ㑫 㑳◣ほ 

ᶫ䀇 16 ᚫ㑫 ᶠ❫⌇ 㟈 㑳◣-ᶠ ⶸ ḛ㯛 

880 ᛇ ⳃ㑼䀃カ┛, ㊯◣ᚫ⌇⠫㯛 ᜫ㱋⛆〃ᶏ. 

⭗ㅔ㈻ほ ᶠ❫ 㱋᮳ⓧ㵣 䃀ⶈ⌇ ㋇ⶇ䀃 

ⳇㆯ ㋀䀃 䀓⌇⸓ ᛇ㈣ ⯜(MBTI)ほ Ί␣ 

ᶠ❫ ⯋䃣ṯ ⠯⯈䀃カ┛, ⯜ほ Ί∧ ㎧ㄿ䀃 

ガ䁐 ⚣㤃ᴿ ᶠ❫ ㊯≠ ◟ひ㈣㑫 ᢣ ᝨ䁐⯜ 

ⶏ㑈䀃カᶏ. ㊯≠㊬ 㣌┟ほ⯇ᴿ ㋀➟≴ឧ ᛇ㈣䃿 

㑳◣ ᚫ㉐ ⯜ほ Ί∧ ㇋㈃⚣䀇 㛓 ➟カ┛, 

⯜ ㄿ㈣ 㣌┟⌇ᴿ Energy type (intuitive / 

observant)ル Nature type (feeling / thinking) 

ᚫ㉐ ⑹ ᶠ❫ ㊯≠ ⯋䃣㈃ 㛓 ➟カᶏ.  

 

㎧㋇た 

ᶫ䃿䃀 ほ㊯㵣, 㜂➲, ᛇ㈣䃿ệ ᶠ❫, ⛀◧ឫ ᝨ䂃, 

⯜  

1. ⯇ ⌋ 

㈧⛃㊬⌇ 㜂➲(Chatbot)⌇ ⿷⋏㑯 ᶫ䃿 

ほ㊯㵣(Conversational agent)ᴿ 㵤㋀ ㈼ば 

ⳃ䀴䀃ᣛ ㆯ䀟 ㇷ⯜ ₻ᴿ 㯸ⵏ㵣 㱠䀟 ㈣ᚯឧ 

㱠ⶋ䀇ᶏ. ᢣ ╔㊬ ㊬ㅔ ⠯〧ほ Ί∧ ᶏ〼䀇ḛ, 

㠇ᢧ ㇌ ⚺ ハ∨ ᾜ㈃ 㦓㯻㣋 ㋇ហ䀃ᭃ 

㭏ハⵏ㬗 䃀㮇⌇ ⯇⣯ⵏ ㋇ហ ㅔ䀃 䀃ṯ⌈ 

⭗ㅔểឋ ㈳ᶏ. 㵤䈳ᭃ 㜂➲ ㈣ᚯ ᚫ㉐ ⑹ 

⭗ㅔ䀃ឋ ㈻゛ⵏ⊨ᶏឋ ᴻᬧᴿ ěᶟ䃿Ĝ㈃ ⛔ⶈ 

⭗ㅔ䀇ᶏᴿ ㊻ほ⯇ ⑹ ᚫᵐ⯜ ᛁᴿᶏ. ⭗ㅔ㈻㈃ 

⭬䄔 ㈣ⶈ, ᛇ㈣䃿 ⚺ ㊬ㇼ 㱠䀟 ⭗ㅔ㈻ ㎼㈃ 

⭬䃣㈼ㅔ 䀟䀃ṯ⌈ ⯏ᝯị ⳃ ㈳┛, ⣯った㊬ 

ᶫ䃿 䀴Ẅ, ⭗䄷㊬ ᶫ䃿 ⚺ ㇋ᶫ 䃀⯜ 㱠䀟 

⭗ㅔ㈻㈃ self-disclosure ㇋ṯ䀋 ⳃ ㈳ᶏ.  

㇌㊬ 㣌┟ほ⯇㈃ 㜂➲ 䄇ㅔ ⭗⋫ ⭟㹟➟┟, 䀇 

゛᠗ほ⯇ 䀄⮈ᾏほ 㜂➲(Quizbot)ឧ㈃ ⭬䃣㈼ㅔ 

㱠䀟 䀄ⵠ䀃ṯ⌈ 䀇 ឧ ឧ䀄, ⿳㊯, ガた た䇃ほ 

ᶫ䀇 ⭗ⶏ㊬ 㑫ⶈ ➟ᶏ 䅓ឧ㊬⌇ ⛛ㅣ ⳃ ㈳ㇷ 

ᜫ㑈䀳ᶏ[1]. ₻䀇, e-⊗ᶈ ⶇⵏ㰇㈃ ㈧䄃⌇ 㜂➲ 

㭏㯸㝃 ⯏ᝯ䀃ᭃ ᛀ䀇 ⮈䄇 ⛔ⶈ ᚫ␟㤃ᣛ 

ㆯ䀇 㜂➲(CiboPoli) ㈯ ᛇ⛇䀇 ⭗⋫ṯ ㈳ᶏ[2]. 

⊗䀇 ㌰␃㈃ ᶫ䃿䃀 ⰷⰇ ㈯ 䄃ᝨ 㱠䀟 

⭗ㅔ㈻ᴿ 䀄ⵠほ ᷿ ᣵ 㛣䀃ឋ ╛㈰䀋 ⳃ ㈳ᶏ[3]. 

㠇ᢧ ㈧⠫ ゛᠗ほ⯇ᴿ ⭗ㅔ㈻㈃ ╔ⰷ 㱏 

ឋ⋏䀃 ⯇⣯ⵏ ㋇ហ䀃ᭃ[4] ㄣឫ ᾿㈻㈣ 

ᶏ〼䃿䀃ᴿ ᾜ㈃ ᣛⳋ ឋ⋏䀃ឋ ㈳ᶏ[5]. 䀇 

゛᠗ほ⯇ᴿ, ㈯䃿ệ 㜂➲ ᛇ⛇䀃 ⛔◣ᛈᾏ 

㹃ⵏ⠬ ⓿ⶋ㊫⌇ ᾿㑫㯣 ⵏ㮗㾯 ⳃ㑼䀃┛ ᶫ䃿䀋 

ⳃ ㈳ᴿ ᛇ⛇䀳ᶏ[6]. ほ㊯㵣ほ ⣯った㊬ ᶫ䃿 䀴Ẅ, 

ហᚻ, ⭗䄷㊬ ᶫ䃿 ⚺ ⭬䃣㊬ ㈻ᣛ ហᛇ ⠫䀃 

⭗ㅔ㈻ル㈃ ⭗䄷㊬ ㇋ᶫ 䄀⑨䀃ᴿ ㊯≠ ⯣ㅛᭃ, 

㈃㈣䃿ệ ⌇➲㈃ 䃀㮇 ㅔ䀟 ⛀◧ឫ㈃ 㛣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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䀄ⵠ 䅓ឧ 䁐⭬ⶇ㭏ᣛṯ 䀃カᶏ. 㝟䃿ệ ᶫ䃿 

ほ㊯㵣(ECA)㈃ ㈧⠫⌇⯇ 㜂➲ ㌰㌰ 

ほ㊯㵣ほ ㈣ᚯ㈃ ╓ⵠ ㋇ហ䀃ᴿ ᠗䂯 

㵤㒀⌇ 䀇ᶏ. ➟ᶏ 䅓ឧ㊬㈣ ⭬䃣㈼ㅔ ㆯ䀟 で 

㼇㋀, ⑻, ╣㑾 ⚺ ⶋ㝟 ㈻⯣㈃ ㌛䀔 㱠䀟 ➟ᶏ 

㈣ᚯ㊬㈣ ⯏ᝯ ⳃ䀴䀋 ⳃ ㈳ᶏ[7]. ⛀◧ឫほ⯇ 

⭗ㅔ䀃ᴿ 㜂➲㈃ コ⌇ᴿ ㊯ⶇ ㈼㼳ほ ᶫ䀇 ㋀➟㝃, 

ᶏ㎼ ╓ᾇ ㈃ṯᚻ㑫 ⚺ ᶫ䃿 ឫ 㺗䀓䀃ᴿ 

ChiM ㈳ᶏ[8].  

〉⯋ ⛛ᝨ ㌛⭗ 㱠䀟, 㜂➲㈃ ⊗ ㄿⰷᾏほ 

❫䃿 ㊬ㅔ䀓⌇⸓ ⭗ㅔ㈻㈃ ᛇ㈣ 㵤⯜ほ Ί∧ 

⭗ㅔ ᝨ䂃 ᶗ∧㑫ᴿ 㜂➲㈃ ㉋㉗⋐ ⛇䀃カᶏ. 

⊗䀇 ㉋㉗⋐ほṯ ⠳᠗䀃ឋ ⑹ 㜂➲ ゛᠗ᴿ ㎧⌇ 

⭗ㅔ㈻㈃ 㑳◣ 䀟䀃ឋ ㋀䄀䀇 ᶠ❫ ㋇ហ䀃ᴿ 

⯜ᵐほ 㞳㊻ ⒉㠿びᶏ. ほ ➣ ゛᠗ほ⯇ᴿ ᶠ❫㈃ 

ᶏ〼⯜ 㣌┟ほ⯇ ᶠ❫ ㊯≠ ⯏ᝯ䀃ឋ, ⭗ㅔ㈻㈃ 

ᛇ㈣㊬ 㵤⯜㈣ ⯜ほ Ί∧ ⯋䃣䀃ᴿ ᶠ❫ 

ᶗ∧㑫ᴿ㑫 ⶏ㑈䀃ឋ㈻ 䀇ᶏ.  

 

2. ⛔❀ 

2.1 ᶠ❫ ⯏ᝯ ⛔❀ 

ᶟ⌋ 䃿㈻㈃ ㈃ṯほ Ί∧ ㋀➟ ᶟ⌋, 䃣ⰷ ᶟ⌋, 

〨ⰸ ᶟ⌋, ⭗䄷 ᶟ⌋, ⯋っ ᶟ⌋㈃ ㇋䃀⌇ ᭃᴇᶏ. 

⭗㊬ ㈣◧ 㜂➲ ⯏ᝯ䀇 ➣ ゛᠗㈃ ᝨㅛ ㈣◧㈃ 

㋀⯇ ⭬㮇 㠿⌋䀃ᴿ ⭗䄷㊬㈣ ㋀➟ ㋇ហឧ ハ∨㈃ 

㈃ṯ ㇌㊬⌇ ᶟឋ ㈳ᶏឋ 䀋 ⳃ ㈳ᶏ[9]. 

Ί∧⯇ ㋀➟≴(Amount of Information) 㝖 ✳㒣 

㊯≠⌇, ᛇ㈣䃿 㑳◣(Personalized Question) ỻ 

✳㒣 ㊯≠⌇ ⯣ㆋᶏ. ₻䀇, ㈣◧㈃ 㵤㒀 ㉃ 

⛃ガ䀃 ᭃ㭫᭟ᣛ ㆯ䀟⯋ た䇃ル た㌛, ◣㉐ ᠗㌛ 

ᾜ ㊬㊳䈳 ᠗⯜ầ〧 䀇ᶏ. ㈣◧㈃ 㑫ⶈ ㎧⌇ 

Ẅ⭗ル ┰⭗⌇ 㼇䂯ể┛, ㈣◧㈃ ⯜ ┰⭗ル 

Ẅ⭗ ⳃⶈ䀃ᴿ ឫ䃀⭗⌇ 㼇䂯ệᶏ. Ί∧⯇ ┰⭗ル 

Ẅ⭗㈃ ᭇṯ(Difficulty of Word)ル ឫ䃀⭗ 

⣳ṯ(Frequency of Adjective) ㊯≠⌇ ⯣ㆋᶏ. 

ឧ㊬⌇ 㟈 4 ᚫ㑫 ㊯≠ ⯣ㆋ┛ ᚬ ㊯≠ 

2 ᚫ㑫 㭫㈰ ᛁᴿᶏ. ᶓた ᭇṯ㈃ ᝨㅛみ 

た⋏ㅫឧ ⴗㅫ㈃ ᣛ㎫⌇ 䀇㈻た ₻ᴿ 䀓㡀ệ 

㼇䂯㈧ ᝨㅛ た⋏ㅟ 㭫㈰(E), 㼫た⯇ ⯏┰䀇 ᝨㅛみ 

ⴗㅫ(F)⌇ ⯏㋀䀃カᶏ. ᶏㇷ 㼇 1.ᴿ ěᭃ㋇Ẅ⒤ ┲ 

ᯯほ ⒥びᭃㄿĜ∫ 㑳◣ほ ᶫ䀟 ᚬ ㊯≠ほ Ί∧ ⯏ᝯệ 

ᶠ❫ ᭟ㅔ㈃ コⶇᶏ. ⶏ㋇ ⮈⯜ệ 16 ᛇ㈃ ᶠ❫ほ 

ᶫ䀇 コⶇᴿ ᢣ⑧ 4.ほ ㋀ểた㈳ᶏ.  

 

ᢣ⑧ 1. ㇌ㅔ 㜂➲㈃ コⶇ 1 ė Quizbot[1] 

 

 

ᢣ⑧ 2. ㇌ㅔ 㜂➲㈃ コⶇ 2 ė CiboPoli[2] 

 

 

ᢣ⑧ 3. ⛀◧ឫ 㜂➲㈃ コⶇ ė Chi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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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ḛ㯛⯶ ⳃ㑼 

䀇᠘ほ⯇ ⭗ㅔểᴿ ㊻㇋㇓ ᰽ ᜫ み㑯⌇⠫㯛 

ㆤ 㬗⌏⑬(Web-crawling) ⛔❀ 㱠䀟 ᜫ ⣳ṯᚫ 

᰽ 55 ⶸ㈃ QA(Question-Answer) set  

㠿㡇䀃カᶏ.  ᶠ❫ 16 ᚫ㑫 ᶏ␣ ㊯≠ほ Ί∧ 

⮈⯜䀃 㟈 880ⶸ㈃ QA set ṯ㡇䀃カᶏ. ⭗㊬ 

⭗ⶏほ ឫ⋓ệ ḛ㯛♫⌇ ⶏ䂃 㑯䀴䀃ᣛ ㊯ほ 

ឫ⋓ệ ㊯◣ᚫ⌇⠫㯛 ᜫⳃ ⛆〃ᶏ. 

2.3 ⭗ㅔ㈻ ⯏◣  

⭗ㅔ㈻ ⯏◣ ⯜ ㇋䃀 ᜫ⭗[10]ル ⛀◧ឫ ㅔ 

ឫ⋓ ⛛ᝨ ㌛⭗ ⚺ 㜂➲ ᝨ䂃 ㌛⭗⌇ ⎯㋷ᶏ. 

⯜㇋䃀ᜫ⭗ᴿ MBTI⌇ 㑯䀴ểび┛ ⛀◧ឫ ឫ⋓ 

⯏◣ ⛔◣ᛈ ⠯⯈ ᢧ[11] 㛣ឋ䀃 ⯏ᝯểびᶏ. 

⯏◣㈃ ᠗㝟㊬㈣ 㑳◣ឧ ⯋㮈㑫ほ ᶫ䀇 ᭟ㅔ 

Appendix a.ほ ㋀ểた ㈳ᶏ. 

 

3. ⶏ䂃 ⯏ᝯ 

3.1 ⶏ䂃 㛣㈻ 

㛣㈻ ╓㑼 convenience sampling ᣛ❀ 

⭗ㅔ䀃カ┛, 㟈 23 ┰㈃ 㼇➣ 㠿㡇䀃カᶏ. 

⭗ㅔ㈻㈃ ⯜❯ ᭓㈻ 10 ┰(43.5%), ㈻ 

13┰(56.5%) び┛, ᭃᴿ 20ᶫ 14┰(60.9%), 

30 ᶫ 3 ┰(13%), 40 ᶫ 4 ┰(17.4%), 50 ᶫ ⭬ 

2 ┰(8.7%)⌇ ᠗⯜ểびᶏ. MBTI-Social role 

based personal trait  ᣛ㎫⌇ ᚬ ᢣ⎤ 

⠯⯈ᚫ䃀(Analysts) ⯜ ᢣ⎤㈃ 㛣㈻ᚫ 

5 ┰(21.7%), ㄣ㈻䃀(Diplomats) 6 ┰(26.0%), 

ឫ㈻䃀(Sentinel) 8 ┰(34.7%), ᢣឋ 

㭻䂃ᚫ䃀(Explorer) 4┰(17.3%)びᶏ. 

3.2 ㊳㛓 

ⶏ䂃 ㊳㛓ᴿ ⭗ㅔ㈻㈃ ⯜ ᜫ⭗, ⛀◧ឫឧ 㜂➲ 䀟 

⛛ᝨ ㆯ䀇 ⭗㊯ ⯏◣, ⶏ䂃ほ⯇ ᚫ㋀䀃ᴿ 䄃ᝨ ⿳᭟, 

⯋䃣䀃ᴿ ᶠ❫ ⯋㮈⌇ ⳇ⯇⌇ ⎯㋷ᶏ. ⯜ 

ᜫ⭗ル ⭗㊯ ⯏◣ ឧ㋀ 㹴ᢋ 14⠯ ᜣ⋣┛, ㊯㝟 

ⶏ䂃 ឧ㋀ 1ⶇᚯ ᯃ㑫 ⿵ṯ⌈ 䀃カᶏ. ⶏ䂃 㑯䀴 

㊯, ⭗㊬ ㈣◧ 㑯䈐 ㉗䂯ⶇ㭓 㜂➲ឧ ᶫ䃿䀃ᴿ 

ᜮ ᚫ㋀䀓 ⿷⋣ᶏ. 25 ᛇ㈃ 㑳◣ほ ᶫ䀟⯇ 

16ᛇ㈃ ᶠ❫ ◟㈼ㆯ⌇ 䀇 䅯 㱋᮳ⓧ㵣 㑯䀴䀃 

⭗ㅔ㈻ほ 1 ⳇㆯル 2 ⳇㆯ ⯋㋀䀃ṯ⌈ 䀃カᶏ. 

Ί∧⯇ 㟈 23 ┰⌇⠫㯛 50 ᛇ㈃ ⯋䃣䀃ᴿ ᶠ❫ 

㠿㡇䀃 ⯜-ᶠ❫ ⶸ 㟈 1150ᛇ ⳃ㑼䀳ᶏ. 

 

㼇 1. ㊯≠ ❯ ⯏ᝯệ ᶠ❫ 

㊯≠ 㭫㈰ ᶠ❫ ᭟ㅔ 

1. ㋀➟≴ 

A. ⑹ㇷ 

䀃㑫⑷ 553ᯯ  ᭟ᚫ 䀇ᛀ 䀃␃㑫 

㛓㑫䀃ឋ ⶋ㎧ ⯏㤃䀃┛ ⶏ㑳㊬㈣ 

ㅛ㈃ Ẅ⒤ ᤓ㑫 ểび㑫. 

B. ㊬ㇷ 
⛜㋇ル ⶋ∧㈃ Ẅ⒤ ⇦䀃  Rᭃ㋇

Ẅ⒤433ᯯ ほ ⒥た㋷ᯏ. 

2. ᛇ㈣䃿 㑳◣ 
C. ㈳ㇷ 

ᶫ䀇⚧᠘∧  Rᭃ∧ṯ Ẅ⒤ ㈳ᶏ

ឋ ᾏびᴿḛ ⒉ᭃ? 

D. ぱㇷ - 

3. ᶓた ᭇṯ 

E. た⋏ㅫ ⇦䀃 /R⒥た㋷ᯏ/㛓㑫 

F. ⴗㅫ 㑫㤘䀃 /R㝟ẻᯏ/㊻⋤ 

4. ឫ䃀⭗ ⣳ṯ 
G. ᰽ㇷ 

⯇ᣛ 433ᯯ / 

⛜㋇㈃ ⳃ➠㑫㈣ 䀇ᛀ 䀃␃㑫 

H. ᭙ㇷ - 

 

 

ᢣ⑧ 4. ⯏ᝯệ ᶠ❫ コ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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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ឧ 

4.1 Social role based personal trait ឫ㊻  

㛣㈻㈃ 4 ᚫ㑫 social role based personal 

trait(⠯⯈ᚫ䃀, ㄣ㈻䃀, ឫ㈻䃀, 㭻䂃ᚫ䃀)ほ 

Ί∧ ⯋㋀ệ ᶠ❫㈃ 4 ᚫ㑫 ㊯≠㈃ ⭬ឫឫᝯ 

⠯⯈䀃カᶏ. 3 ᚫ㑫 ⭬㈃ 㑼ᶓほ ᶫ䀟 Kruskal-

wallis ᜫ㋀⛔❀ ⭗ㅔ䀃カឋ, ᢣ ឧ ᶠ❫㈃ 

㊯≠㊬ 㣌┟⌇ ⟏ ῷ, ㋀➟≴ឧ ᛇ㈣䃿 㑳◣ 

ᚫ㉐ 㱠ᝯ㊬⌇ ㇋㈃⚣䀇 㛓 

➟カ┛(***p<.001), ᶓた ᭇṯ(*p<.01)ᴿ 

⭬ᶫ㊬⌇ ᷿ ㊬ 㛓, ឫ䃀⭗ ⣳ṯ(p>.05)ᴿ 

㛓 ➟㑫 ╦䀳ᶏ. social role based ⯜ ㇋䃀 

ᣛ㎫⌇ ᚫ㉐ ㇋㈃⚣䀇 㛓 ➟㈣ ㊯≠ほ ᶫ䀟 

䀟⯈䀟➟〃ᶏ. ⠯⯈ᚫ䃀 㛣㈻ᾏ ᶫ㝟㊬⌇ 

ᛇ㈣䃿 㑳◣ ㊬ឋ ㋀➟≴ ⑹ ◣㉐ 

⯋䃣䀃カᶏ. ᴿ 䀔⯜(rationality), 

ហ㹴⯜(impartiality) ㎼ⶇ䀃 ⭗䄷㊬㈣ ឫᝯ 

⒥ᭃ ᶠ❫ឧ ឫ⋓ ぱᴿ 㑳◣ ⛆ᣛ ⯋䃣䀃㑫 

⿵ឋ, 㑫㊬ ㅛⳃ⯜(intellectual excellence) 

㎼ㄿⶇ䀃 㜂➲ ᶫ⭬⌇ 䀇 㑳◣㈃ ᶠ❫ 

㠇ᶫ䀇 ㈻⯣䀇 ᜮ ⯋䃣䀃ᴿ ᝨ䁐㈣ ᜮ⌇ ➟㈣ᶏ. 

ㄣ㈻䃀ほ 䀟ᶤ䀃ᴿ 㛣㈻ᾏ ᶫ㝟⌇ ᛇ㈣䃿 

㑳◣ ㊬ㅔệ ◣㉐ ⯋䃣䀃カᶏ.  ㇋䃀 

ហᚻ(empathy), ㄣ㊬ ᣛⳋ(diplomatic skills), 

ᢣឋ ゟ㋀㊬ ⭬㎧㈃(passionate idealism)㊬ 

㵤㒀 ᛁᣛ ῷ◣ほ, ᛇ㈣䃿 㑳◣ほ ᶠ 䀃┟⯇ ᷿ 

ᶫ䃿 たᚫᣛ ⯋䃣䀃ᴿ ᝨ䁐 ᭃ㭫ᭇ ᜮ⌇ 

➟㈣ᶏ. ឫ㈻䃀ឧ 㭻䂃ᚫ䃀 㛣㈻ᾏ ㋀➟≴ 

㊬ឋ ᛇ㈣䃿 㑳◣ ぱᴿ ᶠ❫ ⯋䃣䀃カᶏ. 

4.2 Factor personal trait ឫ㊻ 

MBTI ⯜ ㇋䃀 ㋀㑾ᴿ ᚬ factor ᾏ(Mind, 

Intuitive, Nature, Tactics) ᣛ㎫⌇ ㊯㝟 

⭗ㅔ㈻ ᭃ ᷿ ⯣⠫㊬⌇ ⠯⯈ 䀃カᶏ. ᚬ 

factor ほ Ί∧ ỻ ᛇ㈃ ᢣ⎤⌇ ᭃᲯた Mann-

Whitney ᜫ㋀ ⶏⶇ䀃カឋ, ᢣ ឧ ᶏㇷ 

ᢣ≃㾯(ᢣ⑧ 5)ル ᛄ ឧ ➟カᶏ. Energy ル 

Nature Type  ᚫ㉐ 㱠ᝯ㊬⌇ ㇋㈃⚣䀇 ㊯≠ 

⑹〃ឋ, ᶏㇷ⌋ Mind, Tactics type ⳇ びᶏ. 

Energy factor ឫ㊻ほ⯇ル Mind factor ឫ㊻ほ⯇, 

㋀➟≴ឧ ᛇ㈣䃿 㑳◣ ㊯≠ほ⯇ ㇋㈃⚣䀇 㛓 

➟カ┛, 㹴ᢋᚽ ⣯䀳 ῷ ⭬ᶫ㊬⌇ 

Extroverted(E)䀇 ᝨㅛル  Intuitive(N)䀇 ᝨㅛル 

㋀➟≴ ⑹ឋ(㊯≠ 1-A), ᛇ㈣䃿 㑳◣ 

㈳ᴿ(㊯≠ 2-C) ᶠ❫ ⯋䃣䀃カᶏ. ᴿ ⮈ᚬ 

㼇㡇䀃ᣛ ⯋䃣䀃ឋ, 㼸⠫䀇 ⭬⭬⋐ ⛃ガ䀃 

㋀➟ ⛆ᾏᴿ ⯜䁐 ⛃ガệ ᜮ⌇ ➟㈣ᶏ. 

Nature ឫ㊻ほ⯇ᴿ ᣛ➣ほ ឫ㛛ệ ㋀➟≴ឧ ᛇ㈣䃿 

㑳◣ ㊯≠ ㄣほṯ ᶓた ᭇṯ ㊯≠ほ⯇ ㇋㈃⚣䀇 

㛓 ➟㈣ ㊻ ㎧╔䀋⑷䀃ᶏ. ᴿ 〉⯇ 

⠯⯈ᚫ䃀㈃ 㛣㈻ᾏほ⯇ ឫ㛛ệ 㑫㊬ ㅛⳃ⯜ 

㎼ㄿⶇ䀃ᴿ 㵤⯜ ⛃ガệ ឧ⌇ Thinking(T) 

⯜䁐 ᛀ䀋ⳃ⌈ ᶓた ᭇṯᚫ ᰽(㊯≠ 3-F) 

ᶠ❫ ⯋䃣䀃カᶏ. Tactics type  ᣛ㎫⌇ 

ᝨ䁐⯜ 䄀㈣䀳 Ώ ᶏ␣ ᣛ㎫ᾏ➟ᶏṯ ㇋㈃⚣䀇 

㛓ᚫ ㊬び┛, ㋀➟≴ ㊯≠ほ ᶫ䀇 ⯋䃣 ガ䁐 ₻䀇 

ᶏ␣ ㄿ㈣ᾏほ ⣯䀟⯇ 㛓ᚫ ㊬ㇷ 䄀㈣䀋 ⳃ 

㈳びᶏ. 

ᢣ⑧ 5. ⯜ ㇋䃀 ㄿ㈣ほ Ί␣ ⭗ㅔ㈻ ⯋䃣 ᶠ❫ 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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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MBTI ⯜㇋䃀 ᣛ㎫⌇ ㇋䃀 

ᭃ᳟㑫⑷, ᴿ ᶠ❫㈃ ⯋䃣ṯほ ガ䁐 ⚣㤃ᴿ 

ㄿⰷ∧ឋ ᶓ㋀㑫 ⳃ ぱᶏ. ᢣ ㇋ᴿ ⭗∷ た⁏ 

㑫㼇⌇ 㹴ᚫ䀃ᣛみ ⒏ㅛ ➠㉌䀃ឋ ᶏ〼䀇 ㄿⰷᾏ⌇ 

᠗⯜ ểた㈳ᣛ ῷ◣ᶏ. ₻䀇, ᶠ❫㈃ ⯋䃣ṯほᴿ 

ᛇ㈣㈃ ⯜⩻⑷ ᵳ∧ ᶫ䃿㈃ ⭬䄔, ⛛ᝨ㑫ⶈ, Ẅᣛ 

ᾜṯ ガ䁐 ⚣㤇ᶏ. ᢣ⊧ほṯ ➣ ゛᠗ᚫ ᛁᴿ ㈃㈃ᴿ 

⭗㊬ 㦓㯻㣋 QA 䃀ⶈ㈃ ㉃ ᜫⳃệ ḛ㯛 

⭗ㅔ䀃 ⶏ䂃 㑯䀴䀃ឋ, ᛇ㈣㈃ 㵤⯜ 㜂➲㈃ 

ᶠ❫ほ た⁏ ⯋䃣ṯ ᚫ㑫ᴿ㑫 㱋᮳ⓧ㵣 ⯋㮈 

㱠䀟 䄀㈣䀳ᶏᴿ ㊻ᶏ. ᠗㝟㊬⌋, ⭗ㅔ㈻㈃ 

⯜㈃ social role ឧ factor ほ Ί∧⯇ ㇋㈃⚣䀇 

ᝨ䁐⯜ ឫ㛛䀃カᶏ. 

⭗⭗㈃  

➣ ゛᠗ᴿ ◣䃿㝟㇌ឫូ⠫ ⚺ 䀇᠘㨃㯻㣋㑯䈐ㅻ㈃ 

2022ᯯṯ ◣䃿ᣛⳋ ゛᠗ᛇ⛇ ⭗ば⌇ ⳃ䀴ểびㇷ  

(ឧ㋇┰: 㝘ᚬ㉐》㈣ ㆯ䀇 㑫ᵐ䃀 ㊯ⶇ䀟⯏ 

◣㈻/䀇᠘ⳃた ❫䄃 ᣛⳋᛇ⛇, ឧ㋇✳䃣: 

R2020060002, ᣛ㇓: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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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㛣㈻ ⯏◣㌛⭗ 㑳◣ ⚺ ⯋㮈㑫  

컨텐츠 질문 및 선택지 

박물관 

1. 

관람 유형 

대체로 어떤 유형으로 방문하십니까? 

1. 가족 관람객 

2. 현장학습 관람객 

3. 단독 관람객 

4. 가족 관람객 

5. 성인 그룹 관람객 

2. 

방문 빈도 

귀하는 박물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입니까? 

1. 연 1회 이하 

2. 6개월에 1회 

3. 3개월에 1회 

4. 한달에 1회 

5. 2주에 1회 이상 

3. 

관람 시간 

평균적으로 박물관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1. 0-1시간 

2. 1-2시간 

3. 2-3시간 

4. 3-4시간 

5. 4시간 초과 

4. 

관람 목적 

대체로 박물관을 관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 여가 활동 

2. 함께 관람하는 사람과의 교류 

3. 지식 획득 

4. 즐거움 

5. 기타( 

언어 

5. 

글 친숙도 

평소 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1. 아주 적음 

2. 적음 

3. 보통 

4. 많음 

5. 아주 많음 

6.  

글 선호도 

글 읽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1. 매우 싫어함 

2. 대체로 싫어함 

3. 보통 

4. 대체로 좋아함 

5. 매우 좋아함 

7.  

글 선호 종류 

어떤 글을 선호하십니까?  

(6번에서 1또는 2번 응답한 경우) 

예) 소설, 시, 인문, 역사 문화, 

과학, 예술 등  

8.  

챗봇 사용 경험 

여부 

챗봇을 사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9. 

사용 챗봇 종류 

어떤 종류의 챗봇을 사용하셨습니까? 

예) 구글 음성 어시스턴트, 카카오 텍스트 챗봇, 기업 고객 

서비스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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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효과적인 얼굴 감정을 

위한 멀티 태스크 딥 러닝 모델을 제안한다. Facial 

expression classification(Expr), Action Unit(AU), 

Valence and Arousal(VA)의 3 가지 task 를 활용한 

멀티 태스크 방법론을 활용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감정 인식 모델을 Multi-head attention 추가하고, 

통합 감정 feature(shared feature)를 활용하여 

멀티 태스크 모델로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학습시킨 모델의 성능은 총 128.41 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주제어 

감정 인식, 딥 러닝, 멀티 태스크, 인터랙션 

1. 서 론 

현대 사회에는 자율 주행 자동차, 스마트폰과 같은 

사용자와 밀접한 컴퓨터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HCI)이 

강조되고 있다. 컴퓨터와 사람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1], 그중 하나인 

감정을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감정은 뇌파, 심장박동과 같은 인체의 

신호 [2]와 사용자의 표정[3]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뇌파와 심장박동 같은 사람의 인체 

신호를 관측하려면 EEG 센서 또는 ECG 센서와 

같은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장비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신체에 부착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저비용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사용자의 외형을 통한 

신호 즉 사람의 얼굴 데이터를 감정 인식에 

사용한다.  

   

그림 1 Russel 의 감정 모델  

실제 환경에서의 감정 인식을 활용하기위해선 실제 

환경과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해야한다.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수집한 얼굴 데이터는 동일한 얼굴 

각도, 자세를 가지고 있어 높은 성능으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실험 

환경에서 수집한 얼굴 데이터와 다르게 수집한 

데이터는 얼굴의 각도, 자세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감정을 인식하고자 한다.  

얼굴 데이터를 통한 감정 인식을 진행하기 위해 

감정 구분에 대한 척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감정 

인식 모델은 감정 인식을 위한 3 가지의 척도를 

사용한다. 첫 번째로는 Facial expression 

classification (Expr)[4]이다. Expr 은 화남, 

역겨움, 두려움, 행복, 슬픔, 놀람의 6 개의 감정과 

중립 감정, 7 개의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함한 

8 개의 클래스로 나뉜다. 두 번째로는 Facial Action 

Unit (AU) [4] 감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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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멀티 태스크 모델의 구조 

Action Unit 은 28 개의 얼굴 영역을 정하고 그 얼굴 

영역에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 12 개를 

감지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Valance and 

Arousal (VA) 회귀 방법이다. Valance and 

Arousal 은 Russell 의 감정 모델 [5]을 따르는 

task 이다. 그림 1. 과같이 Valance 는 유쾌한 

정도에 대한 축이고 Arousal 은 흥분한 정도에 대한 

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task 를 활용하여 

사람의 감정을 수치화한 데이터와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강건하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사용자의 감정 인식 모델을 앞서 언급한 3 가지 감정 

task 를 모두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멀티 

태스크 방법론을 제안한다. 모든 task 는 효과적인 

감정을 표현하기위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VA 와 Expr 은 그림 1 에 보이는 것처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을 활용하여 

하나의 task 를 통한 학습이 아닌 여러 가지 task 를 

동시에 학습하는 멀티 태스크 방법론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 태스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공개된 멀티 태스크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실제 성능을 검증 

한다. 

2. 본문 

2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실제 환경에서 수집한 얼굴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하고, 1.2 장에서 제시한 

세가지 task 를 사용하는 멀티 태스크 방법론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의 구조를 설명하고. 모델 

학습에 사용한 손실 함수를 차례로 설명한다 

2.1 데이터셋 

2.1 장에서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Aff-wild2 

데이터 셋 [6]을 활용한다. Aff-wild2 데이터 셋은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58 개의 동영상에서 30 

프레임으로 잘라내어 120 만 개의 이미지로 변환한 

데이터 셋이다. 각각의 이미지는 Expr, AU, VA 

지표를 가지고 있다  

2.2 감정 인식 모델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환경의 얼굴데이터를 활용한 

Expression 분류 모델 중 높은 성능을 기록한 

DAN[7] 구조를 활용한다. 기존의 DAN 모델은 

CelebA-HQ 데이터 셋 [8]으로 학습된 ResNet18 

[9]을 Feature Extractor 로 사용했다. Feature 

Extractor 에서 나온 Feature 를 Multi-head 

Attention 을 통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 feature 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감정 인식을 진행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DAN 모델은 Expr 분류를 위해 설계된 

모델이기 때문에 멀티 태스크 학습을 위해서 VA 와 

Action Unit 을 위한 특징들을 추가적으로 추출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기술하는것과 같이 네트워크 구조를 

변경하였다.   

2.3 멀티 태스크를 위한 모델의 구조 

VA 와 Action Unit 을 위한 특징을 추가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그림 2 에서 보이는것과 같이 두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번째는 AU detection 

feature 를 위해 Multi-head Attention 구조를 

추가하고 Action Unit 을 위한 feature 를 만들어 

AU detection 을 진행한다. 두번째는 AU 와 

Expr 을 위한 Attention feature 를 활용하여 특징을 

공유할 수 있는 Shared feature 를 만드는 방법이다.  

AU feature 와 Expr feature 를 연결하여 Fully 

Connected layer 를 거쳐 감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Shared feature 를 만든다. 이 두가지 방법을 통해 

Expr 과 AU 그리고 VA 를 예측할 수 있는 

feature 를 만든다. 각각의 감정을 예측하기 위해 

Expr 과 AU 의 경우 각각의 Attention 에서 나온 

feature 와 Shared feature 를 직렬로 연결하고 

Fully connected layer 를 통해 예측한다. 또한 

VA 의 경우는 Attention 을 적용하면 성능이 

저하되어, Feature Extractor 에서 나온 feature 와 

Shared feature 를 연결하여 Fully Connected 

layer 를 통해 예측해낸다. 

2.4 손실 함수 

각각의 task를 위해 3가지 손실 함수를 사용한다. 

AU task는12개의 얼굴 영역을 감지하기위해 

각각의 영역에 대해 binary classification진행 

하는것과 동일하므로 Binary Cross Entropy 

Loss를 사용한다. 또한 VA task는 예측 변수와 

실제 변수 사이의 재현성을 계산하기 위해 

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CCC) 

Loss[10]를 활용했다. Expr task는classification을 

진행하므로 Cross Entropy Loss를 사용했다. 

3. 결과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을 2 가지 결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모델의 구조에 따른 결과, 두 번째는 다른 

모델과의 비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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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른 방법과의 비교 표 

Model EXPR(F1) AU(F1) VA(CC) Score 

DAN for Multi-
task learning 29.14 46.27 43.88 119.29 

DAN 
 +Attention to 

each task 
32.82 45.84 48.20 126.86 

DAN  
+ Attention to 

each task  
+ Shared feature 

30.67 48.22 49.51 128.41 

3.1 실험 환경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RTX 3090 GPU x5 의 

서버와 Pytorch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했다. 평가지표는, Expr 과 Au 의 경우 F1-

score 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고, VA 의 경우 

CCC(Concordance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멀티태스크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하기위해 Total score 를 두개의 F1-

score 와 CCC 스코어의 합으로 정의한다.   

3.2 모델의 구조에 따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DAN 에서 확장된 

모델이다. DAN 에서 확장을 시키기 위해 2.2 문단의 

내용과 같이 2 가지 방법을 도입하였다. 표 1 은 두 

방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 결과이다. 첫 번째는 

기존의 DAN 에서 사용한 하나의 Attention 

feature 를 3 가지 task 에 각각 적용했을 때이다. 두 

번째는 AU 를 위한 Multi-head attention 을 추가한 

모델이다, 두번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7%p 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세 번째는 통합 감정을 

대표하는 shared feature 를 적용한 모델이다, 

세번째 모델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 2%p 의 향상이 

있었지만, Expr 의 경우 약 1%p 의 성능 저하가 

있었다. 

3.3 다른 모델과의 비교 

멀티태스크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Aff-wild2 데이터 셋을 통해 

학습한 모델들과 성능을 비교한다. 표 2 는 

CVPR/ECCV ABAW competition 에 출전한 다른 

모델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의 성능을 나타낸 

표이다. 논문의 모델을 1 등의 모델인 HSE-NN 과 

비교하면 AU 는 약 1%p 낮고 VA 의 경우 약 5%p 

높다, 하지만 Expr 의 경우 약 5%p 가량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전체적으로 1%p 의 성능 차이가 

있다. HSE-NN 의 경우 추가적인 외부 데이터를 

사용했고, 외부데이터가 모델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어 Expr 과 AU 에서 본 논문의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표 2. 다른 모델과의 비교 표 

Model EXPR(F1) AU(F1) VA(CC) Score 

HSE-NN [11] 35.7 49.6 44.7 130.0 

ICT-VIPL [12] 30.28 50.54 45.88 126.71 

CNU Sclab 
[13] 33 43 49 125 

SSSIHL-
DMACS [14] 23.5 49.3 39.7 112.5 

ours 30.67 48.22 49.51 128.41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얼굴 데이터와 3 가지 감정 task 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제시하였다. Multi-head 

attention 기법과 shared feature 를 사용하여 

기존의 DAN 모델을 멀티태스크 모델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3 가지 감정 task 예측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대한 자세한 감정 인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두가지 

방법을 적용했을 때 성능의 향상이 있었고,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에는 각 task 의 성능이 

50% 이하로 정확한 감정 인식을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는 IoT 

장비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무게가 큰 모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는 높은 성능의 feature 

extractor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으며 

경량화 기법을 활용하여 모델의 무게를 줄여 

스마트폰과 같은 가벼운 컴퓨터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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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최근 딥러닝 발전과 

더불어 유방암 진단의 보조적인 역학을 하는 

Computer-aid detection/diagnosis (CAD)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으나 최근 vision transformer 

(ViT) 나 MLP-Mixer 를 기반으로 하는 최신 

모델의 유방암 분류 성능 비교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Mobile 환경으로의 CAD 시스템의 

이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비교연구가 단순히 모델의 정확도에 국한되지 않고 

자원이 제한된 모바일 환경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효율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아야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CNN 모델뿐만 아니라 ViT 및 MLP-

Mixer 기반의 모델들에 대한 정확도 및 효율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5 개의 모델 중에서 

ViT 기반 모델인 MobileViT-S 모델이 가장 높은 

정확도인 0.7477 을 달성하였으며, 짧은 훈련 

시간을 소모하여 유방암 분류 과제에서의 최선의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딥러닝, 유방암 분류, 모바일 

1. 서 론 

유방암은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에게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2.2 백만 명의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685,000 명이 유방암에 의해 사망했다[1].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해당 질병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방암의 

조기진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40% 

감소시킨다[2].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미지 양식은 4 가지 종류로, 

자기공명영상, 초음파영상, 핵의학영상, 그리고 

유방조영상이 있다. 이 중, 유방조영상은 유방암 

진단에 가장 널리 쓰이는 이미지 유형이다.  

그러나 증가하는 유방암 검사와 치료는 방사선 

전문의들의 업무량을 증가시켰고, 이를 보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 중 하나가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Computer-aid detection/diagnosis 

(CAD) 시스템이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의해, 

전문의와 비슷한 정확도로 전문의료진의 업무량을 

덜어줄 수 있는 CAD 시스템이 많이 연구되었다[3]. 

CAD 시스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딥러닝 모델은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모델로, CNN 

구조의 모델은 Computer vision 분야에서 다양한 

이미지 관련 과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진다. CNN 

기반 모델이 Computer vision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갖지만,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Computer vision 분야에서는, CNN 기반 모델뿐만 

아니라, Vision transformer 와 MLP-Mixer 기반 

구조의 모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당 모델들은 CNN 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computer 

vision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최신 딥러닝 모델 

구조인 Vision transformer나 MLP-Mixer 의 의료 

영상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탐색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유방암 분류 비교연구에서는 성능 및 정확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유방암 분류 

과제에서는 정확도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환경으로의 적용을 위해 모델의 효율성 또한 

분석해야 할 요소들이다.  

최근 다양한 헬스케어 시스템들이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기기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모바일 환경에 

장착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모바일 

환경에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접근하여 간편하게 

스스로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탑재된 CAD 시스템의 경우, 특수한 환경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장소에 제약없이 주 사용자인 

전문의에게 시스템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델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모델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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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제한된 자원을 소모하면서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유방암 분류 

과제에 대한 최신 딥러닝 모델들의 분류 정확도과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모델들은 CNN 기반 모델 5개, ViT 기반 모델 6개, 

그리고 MLP-Mixer 기반 모델 3 개로 총 14 개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2.1 Dataset 

본 논문에서 비교실험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세트는 

유방조영상 데이터 세트인 Curated Breast 

Imaging Subset of   Digital Database for 

Screening Mammography  (CBIS-DDSM) 

[4]이다. CBIS-DDSM 데이터세트는 Digital 

Database for Screening Mammography (DDSM) 

데이터세트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총 3013 장의 

유방조영상과 유방 이상이 존재하는 부분만 잘라내 

만들어진 Region of Interest (ROI)가 총 3564장을 

포함한다. 해당 데이터세트에는 Mass 와 

Calcification 종류의 유방 이상이 존재하며, 유방 

이상에 상관없이, Malignant 와 Benign 2 개 

클래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방암 분류의 성능 비교 실험을 

위해 유방 이상 종류에 상관없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Benign 과 Malignant 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는 ROI를 사용하여 분류 

과제를 진행하였다. 훈련을 위해 사용된 Train/Test 

세트는 데이터셋에서 주어지는 세트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데이터 세트에 대한 예제는 그림 1에서 

 

그림 1 Dataset 예제 

표 1. 데이터셋 상세 

Class Train Test 

Benign 1683 428 

Malignant 1683 276 

Total 3366 704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분류과제를 진행할 때,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rain세트의 

Malignant 클래스에 대해서 Benign 클래스와 같은 

이미지 수를 가질 때 까지 랜덤 샘플링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1에서 볼 수 있다.  

훈련에 사용되는 이미지 데이터의 수가 적을 경우 

모델은 데이터 세트의 특징을 학습하지 못하고 

과소적합 및 과적합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수를 늘리는 데이터 증강이다. 

데이터 증강기법에는 많은 종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증강기법에 따른 모델의 성능 및 효율성 

분석을 위해 2 가지 증강방법 그룹을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Basic 증강은 다음과 같은 2 가지 증강방법을 

사용한다:  Random resize crop, random 

horizontal flip. Advanced 증강에는 Basic 

증강기법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법을 

사용하였다: Random augmentation [5], Random 

erase [6], Mixup [7], 그리고 Cutmix [8]이다.  

2.2 모델 학습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모델에서의 비교 연구를 위해 

CNN 기반 모델 2 개, ViT 기반 모델 2 개, 그리고 

MLP-Mixer 기반 모델 1 개, 총 5 개의 모델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델들의 훈련 방식은 

전이 학습 기법을 사용하였다. 

전이 학습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우수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모델 훈련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ImageNet-1k [9]를 이용하여 사전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를 바탕으로 모든 모델의 전이학습을 

진행하고, 분류 성능 및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모델은 다음과 같다:  

• CNN 기반 모델 

ShuffleNetV2 [10], EfficientNetB0 [11] 

• ViT 기반 모델 

CvT-21[12], MobileViT-S [13] 

• MLP-Mixer 기반 모델 

MLP-Mixer b16 [14] 

 

3. 실험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 학습 및 평가를 위해 

Pytorch framework 및 Timm [15]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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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델들의 분류 정확도 (accuracy (%)) 

Model  Basic aug Advanced 

aug 

ShuffleNetV2 0.7045 0.7088 

EfficientNetB0 0.7085 0.7304 

CvT-21 0.6838 0.7338 

MobileViT-S  0.6949 0.7477 

MLP-Mixer 

b16 

0.6852 0.6946 

 

표 3. 실험에 사용된 모델들의 파라미터 수와 훈련시간 

Model  Parameters 

(M) 

Training  

time (sec) 

ShuffleNetV2 2.3 2.6962 

EfficientNetB0 5.3 7.0751 

CvT-21 32 27.7843 

MobileViT-S  5.6 9.8935 

MLP-Mixer 

b16 

59 22.5486 

 

실험에 사용된 서버는 NVIDIA Titan RTX, 8개의 

32GB RAM, Intel i9-10900X CPU로 구성되었다.  

전이 학습을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는 MobileViT 

모델들의 입력을 위해서 256×256 크기로 변환되고, 

나머지 모델들의 입력으로 사용될 때는 

224×224로 조정된다. 사전 학습된 모델들은 전부 

300 epoch 동안 학습을 진행하며, batch size 는 

64 로 같은 값을 사용한다.  훈련을 위해서 사용된 

optimizer는 Adam이고, 초기 학습률은 0.0001로 

설정하였며, cosine learning rate schdule를 같이 

사용하였다. MobileViT모델들은 gradient clipping 

10 값을 사용하고, 나머지 모델들은 0.1 의 값을 

설정하였다.  

 

4. 결과  

표 2 는 전이학습을 진행했을 때, 모델들의 유방암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표이다. 표에 기록된 각 

모델의 정확도는 같은 훈련방법으로 5 번 반복 

훈련한 후 측정한 정확도들의 평균값이다.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한 모델은, MobileViT-S 모델로, 

advanced 증강방법을 사용했을 때 0.7477 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MobileViT-S 와 같은 

증강방법을 사용하여 CvT-21 이 0.7338 로 두 

번째로 뛰어난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데이터 

증강기법에 따른 정확도 변화로는, 모든 모델이 

advanced 증강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더 좋은 

정확도를 가졌다. 가장 낮은 정확도를 가진 모델은 

MLP-Mixer b16로, 0.6946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표 3 은 모델들의 파라미터 수와 1epoch 당 

소요되는 훈련시간을 기록한 표이다. 2 번째로 높은 

성능을 가졌던 CvT-21은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진 

MobileViT-S 보다 약 5.7 배 많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며 훈련시간 또한 2.8 배 더 길다. 

ShuffleNetV2의 경우 가장 적은 수의 파라미터와, 

가장 짧은 훈련시간을 소모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CNN, ViT, MLP-Mixer 기반 

모델들의 유방암 분류 과제에서의 분류 정확도와 

파라미터 수, 훈련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비교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모델 중에서 ViT 기반 모델인 MobileViT-S, 

CvT-21 모델이 각 0.7477, 0.7338 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CNN, 

MLP-Mixer 기반 모델보다 ViT 기반 모델인 

MobileViT 와 CvT 가 유방암 분류 과제에서 훨씬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높은 

정확도를 가진 CvT-21의 경우 MobileViT 모델들 

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더 많은 훈련시간을 

소모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환경에서 유방암 

분류 과제를 진행할 경우, CvT-21 보다 

MobileViT-S 가 더 유리하다. 만약, 더 짧은 

훈련시간과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진 가벼운 

모델이 필요하다면, 가장 가벼운 모델인 

ShuffleNetV2가 적절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는 정확도와 효율성 비교실험을 위해 CNN, 

ViT, MLP-Mixer 기반 모델들을 데이터증강 

방법을 변경해 가며 훈련을 진행하였다.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데이터증강 방법 외에 학습률과 배치사이즈, 

스케쥴러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모델 학습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외에 데이터 증강방법, 모델 

학습방법 등의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성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는 

파라미터 수와 훈련시간을 제외하고 메모리 

사용량과 검증시간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훈련방법을 

시도하고, 추가적인 효율성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모델들의 성능 및 효율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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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온라인 강의가 공간적, 시간적 한계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학습자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강의 영상 내 특정 

컨텐츠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영상 내 검색 및 

인덱싱 생성과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강의 영상 내 문자 및 

시각 자료의 레이아웃을 자동 탐지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강의 

영상 내 text 및 visual 기반 자료(문자, 수식, 그림, 

표)를 탐지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강의 영상 

컨텐츠의 레이아웃 인식을 위하여 YOLOv7 

모델을 사용하였고, 여러 문서 레이아웃 데이터셋 

(DocLayNet, LectureBank, MLPDataset)과 

실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유사한 도메인의 데이터셋인 DocLayNet 으로 

사전학습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이학습을 

진행한 모델의 mAP는 0.74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주제어 

온라인 강의, 객체 탐지, 강의 자료 레이아웃 인식 

 

1. 서 론 

온라인 강의는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간적, 시간적 한계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다양한 학습 자료가 사용될 수 있으며, 

개별 학습 조절이 가능하여 학습자에게 

반복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1].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영상의 

특정 부분으로 되돌아가 복습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은 구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요구하는 특정 컨텐츠에 접근하기 어려워 

강의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면 

수업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하기 어렵다[2].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강의 영상 내 

녹음된 교수자의 스피치와 강의 자료 내 문자를 

기반으로 인덱싱 키워드를 생성하거나[3], 광학 

문자 인식 기술 및 강의 중 수집된 마우스 및 

레이저 포인터의 궤적을 활용하여 교수자의 

설명과 각 컨텐츠 요소를 대응시켜[4] 강의 

내용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강의 내 문자 및 시각 

자료의 레이아웃을 자동 탐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강의 영상 내 text 정보만을 

탐지하여 그림, 테이블과 같은 시각적인 자료에 

대한 레이아웃 분석은 지원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3, 11]. 또한, 사업 

보고서나 기사와 같이 고정된 양식 및 구조 기반의 

문서나 이미지에서 레이아웃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12, 13]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강의 

영상은 강의 주제와 교수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 

및 구조를 띄고 있어 기존의 기술들이 적용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 

컨텐츠가 인덱싱, 검색, 요약과 같은 기능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영상 내 

text 및 visual 기반 자료(문자, 수식, 그림, 표)를 

탐지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2. 제안하는 방법 

2.1 데이터 수집 

구조화되지 않은 디지털 문서의 레이아웃을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모델의 개발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가 공개되었다. 

DocLayNet[5]은 PDF 문서 이미지와 문서의 각 

페이지에 대해 수동으로 생성된 문서 레이아웃 

주석 데이터를 제공한다.  

PDF 문서와 강의 슬라이드는 문자 및 시각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PDF 문서의 

경우 footnote, page-footer, page-header 등 

강의 슬라이드와 구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DocLayNet 데이터셋의 11개 

클래스를 4개의 클래스(Formula, Picture, Table, 

Text)로 병합 및 분할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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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셋 별 예시 이미지 

표 1. 클래스 별 bbox 개수 

Dataset Formula Picture Table Text 

DocLay

Net 

25,027 45,976 34,733 866,51

6 

Lecture

Bank 

192 203 88 1,447 

MLP  53 283 15 887 

 

이러한 구조적 차이 외에도 온라인 강의에서 

활용되는 슬라이드의 경우, PDF 문서와 화면 

비율이 다르며, 교수자에 따라 슬라이드의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아웃의 가변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의 

슬라이드 이미지 데이터 세트인 LectureBank 

[6]와 MLPDataset [7]을 활용하였다 (그림 1).  

두 데이터셋은 speech-to-text 와 OCR 과 같은 

자연어처리를 기반으로 추출한 강의 스크립트 및 

텍스트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강의 자료 내 

컨텐츠 레이아웃에 대한 주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Lecture 

Bank 에서 300 장, MLP Dataset 에서 192 장을 

랜덤하게 추출하고, 각 강의 슬라이드 내 컨텐츠의 

레이아웃에 대한 주석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각 

데이터셋의 클래스 별 bbox 개수는 표 2과 같다. 

 

2.2 모델 학습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네트워크인 YOLO(You 

Only Look Once)는 이미지 내 bbox 의 위치와 

클래스를 한 번에 예측하는 one-stage detection 

알고리즘으로 2015년 YOLOv1[8]이 제안된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표 2. 학습 조건 별 test 결과 

 Pretrained Train Data mAP 

조건 1 - 
 

DocLayNet 
0.519 

조건 2 COCO 0.526 

조건 3 -  

LectureBank 

0.425 

조건 4 COCO 0.522 

조건 5 DocLayNet 0.743 

 

본 논문에서는 강의 영상 내 컨텐츠의 레이아웃 

인식을 위해 2022년 제안된 YOLOv7 모델[9]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trainable bag-of-

freebies 방법을 통해 inference cost 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네트워크의 detection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 방법이 

설계되었다.  

강의 슬라이드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모델 학습을 

위하여 LectureBank 데이터 300장을 Train 240, 

Validation 60 장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였고, 

MLPDataset 데이터 192장은 모델의 성능 평가에 

활용하였다.  

실험에는 4 대의 NVIDIA RTX 3090 GDDR6X 

24GB GPU 를 사용하였다. 모델 학습은 python 

3.8, Pytorch 1.8 이 설치된 환경에서 

진행하였으며, 학습 시 batch size 는 32, 

Dataloader workers는 4, 그리고 network input 

이미지 크기는 640으로 설정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전 학습된 모델의 사용 유무와 

사전학습 및 실제 학습 시 사용된 데이터에 따른 

레이아웃 탐지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각 실험의 

성능 평가 지표로 mAP@.5:.95 를 사용하였으며, 

표 2 는 사전학습 가중치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에 따른 평가 결과이다.  

딥러닝 모델은 low level 계층에서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하고, 계층이 쌓여갈수록 추상적인 

특징을 추출해내는 단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일반적인 데이터셋으로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전이학습을 수행할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전 학습된 모델이 실제 

학습된 모델과 도메인이 유사할수록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셋인 COCO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DocLayNet 

(조건 2)과 LectureBank (조건 4)로 학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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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데이터 증강 기법 적용 결과 예시 

표 3. 데이터 증강 기법에 따른 test 결과 

 Data Augmentation mAP 

Method1 - 0.743 

Mehod2 HSV, Translate, Scale, 

Horizontal Flip, Mosaic 

0.716 

Method3 HSV, Translate, Scale, 

Horizontal Flip, Mosaic, 

Vertical Flip, MixUp 

0.736 

Method4 HSV, Translate, Scale, 

Horizontal Flip, Mosaic, 

Vertical Flip, MixUp, Copy 

Paste 

0.717 

Method5 Add Pseudo-labeled Dataset 0.763 

 

scratch 로 학습하였을 때(조건 1,3) 대비 

각각 1.3%, 22.8%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LectureBank로 학습할 때, 여러 일상 이미지들의 

집합인 COCO 와 달리 문서 이미지 내 컨텐츠의 

레이아웃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DocLayNet 으로 

학습된 모델(조건 2)을 사전학습 모델로 사용한 

경우(조건 5), 0.743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의 규모가 작을 경우, 해당 

데이터의 특정 패턴만을 학습하게 되어 과적합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모델의 

과적합을 막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데이터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약 80,000 장의 DocLayNet 에 비해 

300 장으로 그 규모가 작은 LectureBank 

데이터셋의 크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였다. 표 3 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조건 5)에 증강 기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YOLOv7 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augmentation 

기법인 HSV, Translate, Scale, Horizontal Flip, 

Mosaic 를 적용하였을 경우(Method2), mAP 는 

0.716 으로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Method1)의 성능인 0.746 에 비해 약 4% 

낮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Vertical Flip, 

MixUp 를 추가로 사용한 모델(Method3)과 

CopyPaste 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모델(Method4)의 경우 각각 0.736, 0.717 으로 

Method1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였다.  

표 4. 각 class 별 test 결과 

Class Precision Recall mAP@.5:.95 

Formula 0.909 0.943 0.77 

Picture 0.818 0.795 0.727 

Table 0.925 0.733 0.764 

Text 0.877 0.842 0.79 

 

그림 3. 추론 결과 예시 

 

데이터 증강 기법은 원본 이미지에 인위적인 

변화를 주어 학습에 활용한다. 강의 슬라이드는 

교수자에 따라 템플릿 등 전반적인 구조는 

달라지지만 수식이나 표와 같은 내부 컨텐츠들은 

그 형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따른 

variation이 적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은 데이터의 

변형이 오히려 슬라이드 내 컨텐츠의 특징을 

학습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훈련에 사용할 데이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LectureBank 에서 527 장을 추가적으로 

추출한 후 semi-supervised learning 기법 중 

하나인 Pseudo labeling[10]을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Pseudo labeling 은 정답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로 충분히 학습된 모델의 예측 

값을 기반으로 unlabeled 데이터에 확률적인 정답 

레이블을 부여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강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Method1)의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527장의 

이미지에 대한 Pseudo-label 을 생성하였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label 을 수동으로 

수정하는 후보정 과정을 진행하였다. 표 3 의 

마지막 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한 데이터와 

기존의 데이터를 합하여 학습한 모델(Method5)의 

test 결과를 나타낸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AP 0.763으로 기존 300장으로 학습하였을 때 

대비 2.6%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표 4 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 

(Method5)의 test 데이터에 대한 각 class 별 

mAP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3은 추론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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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강의 슬라이드 내 모든 텍스트, 수식, 

그림이 잘 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YOLOv7 모델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 내 문자 및 시각 자료의 레이아웃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다양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대규모 데이터셋 또는 

유사한 도메인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더 높은 인식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데이터 증강 

기법이 모델의 강의 자료 내 컨텐츠의 구조 및 

특징 학습에 방해 요소로 작용된 것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반면, Pseudo-labeling 기법을 적용하여 

반자동적으로 주석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한 경우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셋의 규모를 늘릴 

경우, 모델의 인식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few-shot 또는 self-supervised learning 기법 

등을 통해 적은 데이터만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컨텐츠의 레이아웃을 탐지할 수 있도록 확장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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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위험 상황 발생에 의해 

사회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심화되면서 범죄 및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 안전 관련 방안들의 경우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높은 운용 비용으로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견고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모바일 

360 영상에서의 딥러닝 기반 이벤트 인식 기술을 

제안한다. 먼저, 수집한 360 영상에서 위험 상황을 

인식하기 위하여 영상에서 추출한 음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랜스포머 기반 사운드 분류 모델을 

학습하고 위험 소리 분류에 대한 정량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운드 기반 관심 영역 탐지 

기법을 적용하여 360 영상에서 위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신속하게 

인식 가능하여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제어 

360 video, Sound classification, Audio 

Saliency detection, Event Visualization 

1. 서 론 

최근 번화가, 골목길, 차도주변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위험 상황 발생에 의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심화시키며 범죄 및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최근 10 년 112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0 년 신고 건수는 총 854 만 9,511 건 

대비 2020 년 신고 건수는 1829 만 6,631 건으로 

10 년 동안 114%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 경찰 인원 증가율은 24%에 그쳐 

시민들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특히, 검찰의 

범죄 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야간/심야 주요 

범죄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높아 정부에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골목길 바닥 조명 설치, 

LED 조명/비상벨 배치, 여성안심구역 설정, 안심 

귀갓길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2].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고정형 CCTV 설치가 실제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적 설치 

위치 선정과 예산문제로 인하여 유연한 CCTV 

운영 및 보조 조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3].    

최근에는 고정형 CCTV 의 보완 방안으로 

다양한 지자체에서 순찰 로봇을 시범 

도입/운용하고 있다. 순찰 로봇의 경우 CCTV 가 

닿지 않는 곳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입되어 치안 공백을 메운다는 장점이 있으나 

높은 운용 비용, 야간/악천후 시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낮은 인식 성능, 방전/방수 문제 및 

실외 환경에서의 오작동 가능성 등 상용화 

되기까지 다양한 난관들이 존재한다 [4]. 따라서 

비교적 낮은 운용비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 

가능한 모바일/웨어러블 기반의 고성능 상황 인식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여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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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60 카메라를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상 속에서 정확한 

사건, 사고 상황의 분류 및 위치 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설계 및 구현  

2.1 제안하는 방법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최종 

결과물의 예시 이미지를 나타낸다.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음원이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소리의 위치 좌표를 파악하여 시각화(그림 1-A)를 

진행한다. 또한 위험/안전 소리 분류 여부와 

관계없이 시각적으로 주의해야 할 정보를 관심 

영역(그림 1-B)으로 설정하여 상시 시각화 

함으로써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 제안하는 기법의 결과 예시  

그림 2 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나타낸다. 먼저, 360 카메라로부터 

수집된 영상으로부터 음원 파일과 프레임 

이미지를 추출한다. 음원 파일을 1 초 길이의 

단위로 분할하여 구성한 후, sound 

classification 을 진행하여 위험군 소리와 안전군 

소리를 분류한다. 이와 동시에 영상 내 소리 

발생지 좌표를 측정한 후 sound classification 

결과와 취합하는 단계를 거쳐 사운드 기반의 위험 

영역을 결정한다. 또한, 영상 프레임으로부터 

수집된 시각정보로부터 주요 관심 영역을 

탐지하여 이를 앞에서 도출한 사운드 기반 위험 

영역과 융합한 후 최종 영상에 오버레이하여 

시각화 된 영상을 추출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2. 시스템 프레임워크 

2.2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위험군 클래스로 비명/고함/아이 

울음/자동차 경적/사이렌 소리를 설정하였으며, 

안전군 클래스로 대화/아이 웃음 소리를 

설정하였다. 비명/고함/대화 소리의 경우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학습 데이터는 

4 명(남성 2, 여성 2), 테스트 데이터는 2 명(남성 1, 

여성 1)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자동차 

경적/사이렌/아이 웃음 소리의 경우 외부 공개 

음원으로부터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 환경은 실내에서 중앙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8 개 지점에서 카메라를 

고정/이동하며 수집하였다. 7 개 클래스 각각 train 

set 144, valid set 36, test set 115 개로 총 

2065 초 분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FFmpeg 

[5]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모두 1 초 길이의 wav 

파일로 분할하여 구성하였다.  

2.3 소리 분류 

   음원에서 위험군 소리를 분류하기 위하여 

오디오 분류 및 이벤트 감지를 위한 딥러닝 모델인 

HTS-Audio-Transformer [6]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해당 모델은 swin transformer 

[7]구조에 token-semantic 모듈을 적용한 계층 

구조를 활용하여 모델 크기와 훈련 시간을 

감소시켰다. 소리 분류에 사용되는 대용량 공개 

데이터 셋 AudioSet [8] 및 ESC-50 [9]에서 

기존 CNN 기반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 도출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632 개의 오디오 이벤트 클래스의 

2,084,320 개의 사운드 클립으로 구성된 대용량 

데이터 셋인 AudioSet 으로 사전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7 클래스로 조정하여 100 에폭 동안 

학습률은 1e-3, AdamW [10] 옵티마이저를 

적용하여 학습하였다. 수집한 데이터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SpecAug [11]을 활용하여 입력된 

스펙트로그램을 랜덤으로 변형시키고 마스킹 하여 

과적합을 방지하도록 증강 기법을 적용하였다. 

유의미한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무음 구간의 

경우, 위험 클래스로 예측되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무음 구간을 제거하기 위해 

Pydub [12]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소리가 있는 

구간을 감지하였다. 무음 구간으로 간주할 최소 

길이는 450ms 로 설정하였으며, 실내 -40dBfs, 

실외 -32dBfs 이하를 무음으로 간주하도록 

설정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각 1 초 길이의 wav 

파일 내에서 소리가 있는 구간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추출하여 최종 결과를 생성하였다. 

2.4 위험 상황 시각화 

2.4.1 음향 기반 소리 위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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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 소리의 발생 위치를 시각화 하기 위하여 

audio saliency detection 모델인 Salient Spatial 

Sound Localization (SSSL) [13]을 사용하였다. 

SSSL 은 기존의 시각적 정보만을 활용한 saliency 

detection 모델과 달리, 공간 음향을 활용해 

음원의 발생 위치와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 

MelCepstrum 을 기반으로 audio saliency 를 

분석한 후, 생성된 vector 를 단위 시간 당 좌표를 

가진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시각화 하여 소리의 

발생 위치에 대한 saliency map 을 만들 수 있다.  

2.4.2 영상 기반 관심 영역 파악 

본 연구에서는 위험군 소리를 시각화 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상시 

시각화 (관심 영역) 하여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관심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visual saliency detection 모델인 Visual 

Saliency Network (ViNet) [14] 을 사용하였다. 

ViNet 은 3D convolutional layer 로 구성된 

encoder-decoder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간단히 설계되어 있다.   

2.4.3 최종 시각화 

 

그림 3. Event Visualization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위험 소리가 발생하는 상황을 

재현한 360 영상을 직접 수집 및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4 의 상단은 위험소리를 시각화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Section 2.4.1 을 통하여 

추출한 시간별 음원 발생 위치 데이터 중 위험 

소리 구간에 대해서만 시각화를 진행하기 위하여, 

Section 2.3 의 sound classification 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군 소리가 발생하는 구간의 

데이터만 선별 후 무음 구간을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좌표 데이터를 해당 영상에 맞게 

시각화한 audio saliency map 을 event 

visualization 에서 사용하였다. Audio saliency 

map 은 해당 영상의 프레임 개수에 맞게 

생성했으며, 위험군 소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흰 색,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검은 색으로 나타냈다. 

그림 4 하단에서 ViNet 을 통하여 관심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위험군 소리 시각화 결과와 

fusion 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 기반 관심영역 시각화 이미지와 

음향 기반 위험군 소리 시각화 이미지를 통합하기 

위하여 양자화 및 평균화 기반 Itti-Koch 결합 

방법 [15] 을 사용하였다. 통합된 이미지를 원본 

영상의 프레임에 Overlay 하여, 위험군 소리 및 

관심 영역을 시각화 한 최종 결과를 생성하였다.  

3. 실험 

3.1 실험환경 

  본 연구에서는 Section 2.2 에서 서술한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리 분류 

학습 및 검증을 실험하였으며, 소리 시각화의 경우 

실내, 실외 환경으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였다. 

모든 실험은 소리가 단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중복되는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3.2 실험 결과 

3.2.1 소리 분류 결과 

보다 정확한 소리 분류 결과 비교를 위하여 전체 

7 개 클래스, 사람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3 개 

클래스, 외부 음원으로부터 수집한 4 개 클래스를 

각각 나누어 학습/검증하였다. 표 1 및 그림 4, 

그림 5 는 소리 분류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 수집한 음원의 경우 분류 

정확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외부음원으로부터 

수집한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원 특성상 외부로부터 수집된 클래스의 

경우 train 에 사용된 데이터가 다양하게 수집되지 

못하고 특정 소리가 반복되는 구간이 많아 다양한 

test 환경에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더 다양한 음원 파일 수집이 필요하다.  

표 1. Sound Classification 정확도 

class 전체 직접 수집 외부음원 

Accuracy 68% 92% 78% 

 

 

그림 5. 직접 수집/외부 음원 클래스 Classification 결과  

 

 

그림 4. 전체 클래스 Classification 결과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16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16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3.2.2 위험 상황 시각화 결과 

그림 6 과 그림 7 은 각각 안전군 소리 발생 시, 

위험군 소리 발생 시 시각화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6 은 아이 웃음소리, 그림 7 은 비명 소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군 소리 발생 혹은 

무음인 경우에는 관심 영역만 시각화 되어있으며, 

위험군 소리 발생시에는 관심 영역 뿐만 아니라 

위험군 소리 발생 위치가 원형으로 시각화 되어 

위험 이벤트가 발생하는 부분을 강하게 표현한다.  

 

그림 6. 안전군 소리 발생/무음 시 시각화 결과 

 

그림 7. 위험군 소리 발생시 시각화 결과 

4.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모바일 

360 영상에서의 딥러닝 기반 이벤트 인식 기술을 

제안하였다. 소리 분류를 위하여 실내에서 촬영한 

360 영상에서 추출한 음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 모델을 학습하여 정량평가를 진행하였다. 

직접 수집한 음원의 경우 분류 정확도가 높은 반면, 

외부음원으로부터 수집한 음원의 경우 분류 

정확도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외부음원 클래스가 가지는 데이터의 특성이 

불규칙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되어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소리가 발생하는 좌표를 

시각화 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영역과 관심영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범죄 발생 지역을 

신속하게 인식 가능하여 범죄 예방에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집한 데이터가 실내에서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외 영상에 

활용할 경우 환경 잡음이 많이 발생하여 인식 

정확도가 불안정하다. 또한 중복되는 소리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며, 주변 잡음을 전처리 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외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더욱 다양한 

사건/사고를 인식 및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가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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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 내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Conversational voice agent, 

CVA)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CVA 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 VUI)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이해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의인화 기법을 적용하여 

사용자와 공감하고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역할로도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의인화 기법의 적용은 그 

차원 및 수준에 따라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 상황은 다양한 주행 

맥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CVA 의 의인화 

적용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간 

본성(Human nature, HN) 및 음성 특성을 고려하여 

CVA 의 의인화 수준을 조작하여 신뢰감과 지각된 

의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인화 

수준이 신뢰감과 지각된 의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지각된 의인화에서는 HN 특성과 음성 특성 

간의 교호작용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중 

급정거 상황에 대해 두 차원의 의인화 수준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자율주행 차량,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 의인화, 사용자 

경험 

 

1. 서 론 

1.1 연구 배경 

4 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ICT 기술 고도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자동차 

인터페이스(Human-vehicle interface)에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Conversational voice agent, CVA)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 음성 인식 

기술의 성장과 시장 흐름에 맞추어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은 인텔리전트 퍼스널 콕핏 (현대자동차),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턴트 (BMW), MBUX 

(메르세데스-벤츠) 등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인식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하여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탑승자는 

주행으로부터의 역할이 최소화되므로 주행 이외의 

과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탑승자가 

주행에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 주행 상황에서는 

CVA 가 탑승자와 차량과의 상호작용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2]. 

CVA 는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 VU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 검색 및 추천 등의 사용자 명령을 

수행한다[3]. 최근에는 사용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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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있다[2]. 이와 같이 사용자와 CVA 가 서로 

공감하여 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인화 기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다[3]. 

그러나, 의인화가 적용된 CVA 가 사용자에게 항상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4]. 대화 맥락[5][6], 의인화 차원[2][7], 의인화 

수준[7][8]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처럼 자율주행에서도 주행 상황에 대한 대화 맥락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CVA 의 

의인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자율주행 중 돌발상황에서 차량 내 

CVA 의 의인화 수준이 신뢰감과 지각된 의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 

대화형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음성’ 또는 ‘텍스트’ 

입력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9]. 

대화형 음성 에이전트는 음성을 기반으로 대화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는 본인의 음성만으로 명령을 내려 

원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10]. 특히, 자율주행 

5 단계 상황에서 탑승자는 주행 이외의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일반 차량과 비교하여 탑승 

자세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 디스플레이 

기반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활용한 

상호작용보다 VUI 를 기반으로 하는 CVA 의 활용 

전망이 높다[11]. 

2.2 의인화(Anthropomorphism) 

의인화 기법 적용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파악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개념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의인화를 적용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Haslam (2006)이 제시한 인간 

본성(Human nature, HN) 특성이[12] 빈번히 

활용되었으며[4][8][13],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일 

조건으로 HN 특성을 부여하여 의인화를 적용하였다. 

홍은지 (2017)는 의인화를 제품이나 시스템에 

인간의 형태나 상호작용 특징을 부여하여 대상을 

인간처럼 느끼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HN 특성을 의인화에 적용하였다[4]. 

박선영 (2019)은 의인화를 인간이 아닌 대상을 

인간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행동을 대상에 

불어넣으려는 경향을 말하며[14], HN 특성을 

의인화에 적용하였다[8]. 

한편 의인화를 특정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5]. Waytz (2014)는 의인화가 

사용자에게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보이게 하고[14], Wagner (2019)는 Digital Voice 

Assistant 의 음성이 인간과 유사해지면 실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음성 

에이전트에 대한 사용 의도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15]. 이와 달리, Lu (2019)는 의인화가 인간 

정체성에 대한 위협감을 초래하여 사용자에게 

의인화된 서비스 로봇을 채택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하였다[16]. Gursoy (2019)는 의인화가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인공지능 지원 

기술(AI-enabled technology, AIET) 사용에 대한 

반대를 초래한다고 밝힌 바 있다[17]. 

따라서 의인화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가 일관되지 

않아 의인화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5]. Braun (2019)은 음성 에이전트의 특징이 

사용자의 성격과 일치하면 신뢰와 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 

본성(HN) 특성과 음성(Voice) 특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의인화 기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2.2.1 인간 본성(Human nature, HN) 

Haslam (2006)은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특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HN 속성을 제거하게 되면 

비인간화되어 사람을 기계처럼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12]. 의인화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에 사람의 특성을 부여하여 그 대상을 사람처럼 

느끼고 사람같이 대하게 하는 것이라면, 

비인간화(Dehumanization)는 그와 반대로 사람의 

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9]. 

2.2.2 음성(Voice) 

음성의 조건(합성음과 사람음)에 따라 의인화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인공지능 음성 

에이전트가 사람과 같은 목소리를 가지면 더 발전된 

의사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20]. 정원웅 

(2018)은 합성된 음성과 실제 사람의 음성으로 

구분하여 사용자 경험을 비교하였다[3]. 

Abdulrahman (2022)은 기계음에 해당하는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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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Synthesized Voice)과 실제 여성의 목소리로 

녹음한 사람음을 대상으로 신뢰감과 호감도 등 사용자 

경험을 비교하였다[21]. 

2.3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CVA 의 사용자 경험 평가에서는 친밀감, 호감도, 

지각된 의인화, 신뢰감, 지각된 안전감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왔다[2][13][22]. 이수지 (2022)의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체화된 에이전트가 과제 

및 관계 중심적 대화에 따라 감탄사를 사용하여 감정 

표현을 드러내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에이전트에 

대한 친밀도, 호감도, 신뢰도, 지각된 의인화 등의 

사용자 경험 요인을 평가하였다. 대화형 에이전트가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고 과제 중심적 대화를 할 경우 

사용자에게 높은 신뢰를 보였고 친밀도, 호감도, 

지각된 의인화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2].  

홍은지 (2016)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음성 

또는 채팅 방식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지각된 의인화, 친밀성, 향후 이용 의사 등을 비교하여 

연구하였고, HN 의 의인화 수준이 높고 음성 

인터랙션인 경우 대화형 에이전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22].  

Ha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5 단계의 

상황에서 주행 상황에 대한 설명 수준을 조작하여 

신뢰감과 인지된 위험을 파악하였다. 날씨 조건과 운전 

속도가 위험 인지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인지된 

위험이 커질수록 설명 수준이 신뢰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3]. 

 

3. 연구 방법  

3.1 실험 참가자 

본 실험에는 온라인 게시판 공고를 통해 총 20 명의 

참가자들이 모집되었다(남성 11 명, 여성 9 명, 평균 

연령=23.80±1.67). 이 중 16 명(80%)은 운전면허를 

소지하였고, 16 명(80%)은 스마트폰 AI 음성 비서, 

스마트 스피커 등 CVA 의 사용자 경험이 있었다. 

3.2 실험 환경 및 시나리오  

본 실험은 자율주행 5 단계 상황을 가정하여 주행 

시뮬레이터를 구성하고 32 인치 모니터를 통해 실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1).  

주행 시뮬레이터 콘텐츠인 City Car Driving 을 

활용하여 자율 주행 중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차량의 급정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구성하여 

시나리오를 녹화하였다. 

 

 

그림 1. 실험환경 구축 

 

3.3 실험 설계 

본 실험은 집단 내 설계로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의인화 효과를 파악한다. 첫 번째 요인은 HN 특성으로 

적용 여부에 따라 각 에이전트의 이름을 

‘노잉(미적용)’과 ‘예잉(적용)’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음성 특성으로 합성음과 사람음으로 

구분되며 합성음은 TTS(Text To Speech)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작되었고, 사람음은 동일한 

스크립트에 대해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제작되었다.  

종속 변인으로 측정된 사용자 경험에 대한 문항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설계되었다. 신뢰감은 

“에이전트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23], 지각된 의인화는 “대화형 에이전트를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처럼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24]. 신뢰감과 지각된 의인화는 각각 7 문항 

및 3 문항으로 구성되어 7 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다.  

3.4 실험 절차  

본 실험 절차는 3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준비 

및 기준 자극 제시 단계로 참가자들에게 실험의 목적과 

진행 과정,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별도로 제작된 기준 자극을 제시하여 노잉과 예잉의 

합성음과 사람음 차이를 참가자에게 확인시켜주었다. 

두 번째 실험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의인화 조건의 

조합에 따른 총 4 개의 영상을 무작위 순서로 시청하게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청한 영상에 대한 사용자 

경험 설문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하나의 영상을 

시청할 때마다 에이전트에 대하여 신뢰감과 지각된 

의인화를 묻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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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석 방법  

측정된 종속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CVA 의 의인화 수준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원 반복 측정 

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시행하였다. 유의수준은 .05 로 

설정하였다. 

 

4. 결과  

4.1 내적 일관성 

두 종속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문항들을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신뢰감: α=.87, 지각된 의인화: 

α=.93). 

4.2 신뢰감 및 지각된 의인화 

신뢰감에 대한 분석 결과 HN 특성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고( 𝐹  (1,19)=13.99, 𝑝  <.05, 𝜂2 =.42), 예잉 

에이전트의 신뢰감이(3.95±1.01) 노잉 에이전트의 

신뢰감(3.33±0.9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음성 

특성에 따른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𝐹(1,19)=.03, 

𝑝 >.05, 𝜂2=.02). HN 특성과 음성 특성의 교호작용 

효과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𝐹 (1,19)=2.13, 

𝑝 >.05, 𝜂2=.10). 

지각된 의인화에 대한 분석 결과 HN 특성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고(𝐹 (1,19)=17.07, 𝑝<.05, 𝜂2=.47), 

예잉 에이전트의 지각된 의인화 가(3.40±1.42) 노잉 

에이전트의 지각된 의인화 (2.58±1.33)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에이전트의 음성 특성에 따른 

주효과도 나타났으며(𝐹(1,19)=5.98, 𝑝<.05, 𝜂2=.23), 

사람음의 지각된 의인화(3.15±1.47)가 합성음의 

지각된 의인화(2.74±1.30)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CVA 의 유형과 음성 특성 간의 교호작용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𝐹 (1,19)=7.18, 𝑝 <.05, 

𝜂2=.27), CVA 의 유형이 음성의 지각된 의인화를 

증가시켰다 (그림 2).             

지각된 의인화의 교호작용이 확인되어 사후분석을 

진행하였고, 노잉 에이전트는 음성 특성에 따른 유의한 

효과가 없었으나, 예잉 에이전트에서는 

합성음(2.96±.1.38) 보다 사람음(3.84±1.46)일 때 더 

높은 지각된 의인화를 보였다(𝑡(19)=-3.45, 𝑝 <.05). 

 

그림 2. 의인화 조건에 따른 지각된 의인화  

 

5. 논의 

본 연구는 자율주행 맥락 중 돌발상황에서 HN 

특성과 음성 특성이 반영된 CVA 의 신뢰감과 지각된 

의인화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예잉 에이전트는 신뢰감과 지각된 의인화가 

노잉 에이전트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지각된 

의인화는 사람음인 경우 합성음보다 높게 평가되었고, 

HN 특성과 음성 특성 간의 교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돌발상황에서는 음성 특성이 사용자의 신뢰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사용자와 

CVA 의 대화가 짧게 진행되어 사용자가 음성 특성의 

차이를 느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돌발상황에서 CVA 의 음성 특성은 사용자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지각된 의인화에서는 HN 특성과 음성 특성 간의 

교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CVA 가 노잉인 경우는 

음성 특성이 사용자의 지각된 의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잉인 경우에는 음성 특성이 

사용자의 지각된 의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HN 특성이 적용된 상항에서는 사람음의 적용이 

지각된 의인화를 강화할 수 있으나, HN 특성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사람음의 특성으로는 지각된 

의인화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포함한다. 첫 번째, 본 

연구는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을 가정하여 

의인화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다른 주행 맥락에서의 

의인화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으로, 

실제 주행에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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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현재 실험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의 기여점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 주행 상황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을 설정하고 의인화 차원의 조합을 고려하여 

자율주행의 맥락에서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였다.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차량 내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활발히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25], 본 연구의 결과는 자율주행 차량 

내 CVA 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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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해당 서비스는 기존에 정보를 찾는 방법이나 정보를 

찾을 상황이 아닌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되, 

일반적인 길찾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 

개인화된 경로에 실시간 이벤트 정보를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개인화된 정보제공을 하려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연구에서는 초개인화 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자 조사 

분석 을 통해 서비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초개인화, 적극적개인화, 사용자 인식, 교통 안내, 

맞춤형, 자유도, 상호작용성, 편리성 

1. 서론 

 1.1.1 문제 제기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3 년만의 불꽃 축제로 인해 

근방 19 개의 버스 노선이 우회되었다. 8 월의 3-

400mm 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거리들이 

많았다. 계속되는 지하철에서의 승 하차 시위도 

우리의 생활에 변수를 만들기 충분하다. 

531 명의 기업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들 중 비호감 

1 위로 지각하는 지원자를 뽑았을 만큼[1], 지각은 

사회생활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등 중요하다. 하지만 

지각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함으로 발생되기도 

하지만, 평소와 같지 않은 교통체증, 돌발사고, 집회,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지각을 면치 못할때도 있다. 

가령 도로가 통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다면 좀더 서두루거나 우회경로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수집 가능한 대중교통 상황을 

길안내 콘텐츠에 녹여,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길안내 

외, 추가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디자인 해 

보고자 한다.  

1.1.2 제품 개발 배경  

국토 교통부에서 발표한 <한눈에 알아보는 

대중교통 이용 현황> [2]에 따르면 10 대 20 대를 

따진 비율이 2.5%, 30 대 40 대, 그리고 50 대를 

합친 비율이 전체의 79.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통행 목적의 경우 출퇴근 이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3~40 대가 대중교통을 출근의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알 수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디지털 보고서>[3]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보급률 95%로, 사용률은 90%를 

넘겼지만 60 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 보급률과 

사용률이 50~60%정도로 높지 않은 비율을 보였고 

혼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뿐이었다. 이에 따라 연령대와 인지능력을 

고려, 어른신에게도 정보가 능동적으로 보여지고 

이용될 수 있는 화면고 고려하였다.  

 1.2.1 컨셉 및 전략 

 사고로 도로가 통제되어 경로를 추천 받고자 할 때 

핸드폰으로 관련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일단 먼저 얼굴 인식을 하여 사용자를 인식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사용자의 패턴을 통해 경로를 

추천하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제공해준다. 찾아보지 않아도 먼저 알려주는 것을 

제품의 전략으로 가지며 교통 상황과 더불어 날씨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정보만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마다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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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연령층에 따라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한다. 앞서 이야기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60 대 이상의 어르신과 

대중교통의 주 이용 층인 30 대, 40 대의 화면 

구성을 다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에 맞게 화면을 

구성하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디스플레이, 앱,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범위를 넓혀 사용 성을 넓히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된다. 

 1.2.2 목표시장 

얼굴 인식을 통해 사용자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하지만, 아무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모두 같은 화면으로 동일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 

받는 것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3.1 차별점 

 사용자의 얼굴인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키워드만 본다면 다른 제품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스마트 홈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베스틴’에서 출시한 얼굴 인식 

도어락 IDL-4000R 시리즈 제품은 여러 번 등록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얼굴인식 등록으로 사용자를 

인식하여 실시간으로 출입정보를 확인하거나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방문자를 특정 요일, 시간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LG 전자가 선보인 

스마트도어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통해 날씨나 교통상황과 같은 사용자가 필요로 할 

만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준다. 두 제품 모두 안면 

인식을 바탕으로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개의 제품처럼 얼굴 인식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경로정보를 화면에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제품의 차별점이 될 수 없다. 도로 정보를 

알려주는 앱의 개발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식한 사용자의 연령층에 맞춰 

화면 제공 방식을 다르게 하고 다른 정보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용자 맞춤형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개인화로 차별점을 두었다. 단순히 동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1.3.2 아이템 요약 

 얼굴 인식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먼저 알려주고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존의 제품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하여 마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용자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해주고 사용자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개인맞춤형 방식으로서 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지능화된 길 찾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 본론  

2.1 관련 연구 

관련 연구는 해당 제품의 주 목적인 '교통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전달', 그에 따른 '대중교통의 

최적 경로 추천', 사용자를 인식할 '얼굴 인식', 

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에 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2.1.1 교통 상황 정보 수집 및 전달 

  도로교통공단의 기용걸, 김숙영은 

'교통정보센터의 빅데이터와 신경망'을 활용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 검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4]. 해당 연구[4]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방식인 '루프검지기'를 통한 돌발 상황 

검지보다 더 높은 정확성의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발생한 

돌발 상황을 보다 빠르게 인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도시교통정보센터(Urban 

Traffic Information Center)에서는 택시, 순찰차 

등의 'Probe' 차량에 설치된 

차량 내통신장치(OBE : On Board Equipment)와 

도로변에 설치된 노변기지국(RSE : Road Side 

Equipment)간의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통하여 

차량의 위치정보 및 속도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에게 교통정보, 돌발상황정보, 기상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를 가동 중에 있다[5]. 

2.1.2 최적 경로 추천 

2019 년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한 

실시간 대중교통 경로 안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의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6].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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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6]에서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함께 과거의 

교통정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고, 동시에 교통 상황이 급변하여 경로를 

수정해야 할 때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까지 지원하며, 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정확성을 올리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동 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Hyper-

path 최적화 알고리즘 연구도 이루어졌다[7]. 

버스의 도착 시간, 환승 등의 기대 대기시간의 

총합을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기대 

도착시간의 값이 최단 경로의 도착 시간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최단 경로보다 더 이른 

시각에 도착할 수 있게 한다. 

2.1.3 얼굴 인식 (Face Recognition) 

 2020 년부터 시작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게 되었고, 

이에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 인식을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 및 마스크를 착용한 환경에서 얼굴 

인식을 활용한 자동 출석체크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8-9]. 또한 실생활에서도 이미 

2021 년에는 한국 전기연구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99%의 정확성을 보이는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다. 한 번만 정보를 등록하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10]. 컨볼루셔널 신경망을 이용한 

효율적인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1]. 이 연구[11]는 컨볼루셔널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안면 데이터를 

학습하고, 등록된 안면 학습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2.1.4 초개인화 (Hyper-personalization)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란, 

일상에서 사용자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파악해 

알고리즘을 반영하는 것[12]으로, 백주련, 

고광호는 적용하는 메타데이터에 따라 추천 결과의 

정확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이고 딥러닝 

비지도 학습 방식을 메타데이터 선정 및 추출에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실제 생활 

패턴 및 니즈를 예측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13].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콘텐츠 서비스 OTT(Over The 

Top)를 소비자의 정보, 과거 행동 데이터와 더불어 

소비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까지 반영하는 초개인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OTT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연구도 존재한다[14]. 이미 개인화 

콘텐츠를 생성하려는 레벨은 기존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나 단순한 행동로그를 분석하여 제시하던 

시대를 넘어서 일상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초개인화 콘텐츠를 지향해 가고 있다.  

2.2. 기능 구성 

 기능은 1. 사용자 인식 2. 교통 이슈 제공 3. 맞춤 

혹은 기타 경로 추천 서비스 와 같이 세 가지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 인식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사용자 정보와 시간을 통한 

빅데이터로 경로 추천이 상호작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찾아보기 전에 사용자의 패턴에 

맞춰 알려주는 적극적인 개인화로 정보의 보안은 

지켜지면서도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주요소가 될 수 

있겠다.  

2.2.1 얼굴인식을 통한 인증 
 먼저 사용자는 제품의 기기에 본인의 얼굴과 

[07 시 30 분 - 한성대학교]와 같이 특정 시각에 

주로 가는 목적지를 등록하고,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기에 부착된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해당 

사용자가 인식된 시각에 등록되어 있는 목적지를 

불러온다. 본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얼굴 인식 기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해당 사항은 관련연구[8-10]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에서도 높은 인식률을 

보여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2.2.2 대중교통 관련 이슈 제공 

 사용자의 얼굴 인식과 시간 정보를 통해 불러온 

목적지에 대해 모든 대중교통 상의 경로를 계산한 

뒤, 해당 경로에 돌발 상황 혹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기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만약 사용자의 목적지에 4, 5 호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노선에 시위로 인한 연착이 

발생하고 있다면, 기기는 사용자에게 4, 5 호선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내용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가 다를 경우, 사용자는 새롭게 

목적지를 등록하고 이 새로운 정보를 본래 목적지에 

덮어씌워 기록할지 정할 수 있다. 
 

2.2.3 맞춤 혹은 기타 경로 추천 
 앞서 예로 들었던, 문제가 발생한 상태인 4, 

5 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지에 대해 각종 빅데이터와 Hyper-path 를 

고려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기기에서 제공한 경로가 사용자의 의중과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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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마찬가지로 제품이 제공하고 있는 다른 

경로를 골라볼 수 있다.  

 

2.3 화면 구성 

-시작화면(그림 2) 

 

그림 1 

사용자에게 보다 ‘미리’ 알려주고, 나에게 (me) 

다시 (re) 정확히 알려준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로고를 만들었다.  

-사용자 인식(그림 3-4) 

 

그림 2                             그림 3 

인식 전, 인식 후 화면이다. 인식이 되면서 색이 

점점 진해진다.  

-대중교통 관련 이슈 및 정보 제공(그림 5) 

 

그림 4 

시간과 날씨, 사용자를 인식하여 맞춤형 경로를 

제공한다. 관련 이슈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사용자가 

작성해둔 메모, 관심사에 맞춰 근처 서비스까지 

제공해준다. 

-맞춤 혹은 기타 경로 추천(그림 5-6) 

 

그림 5                          그림 6 

고령자 대상 화면으로 글자가 더 커지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 화면과 경로 변경 시 새로운 

목적지에 맞춰 재탐색해주는 화면 예시이다. 

2.4.1 설문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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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길안내 서비스의 유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된 프로토타입과 함께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 후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 또한 5 명중 4 명 꼴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았음[19]을 고려하여 주변 

지인들을 통해 대략 29 명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인 디자인적 수요 및 나이대별 선호 

디자인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존화면, 

교통이슈 강조화면, 추천 경로 강조 화면, 분할 설정 

화면]으로 이루어진 '화면 구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 중 '태도(Attitude)'는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반응'[15], 

'이용의도(Intention to use)' 는 '서비스의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도' 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16]. 

 본 제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상의 

교통이슈 제공에 대해 사용자들의 '태도', 

'이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으로는 '지각에 대한 경험', '지각의 

원인(실제 돌발상황에 의한 지각 비율을 파악하기 

위함)', '유사 어플리케이션의 불편함', '제품의 

구매의도', '교통이슈와 추천 경로의 적절성 및 해당 

정보의 유용성'으로 구성되었다. '교통이슈와 추천 

경로의 적절성 및 해당 정보의 유용성' 문항은 보다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해 태도의 측정은 Kevin 

Lane Keller - Strategic Brand 

Management(1990)[17]와 Tybout et al. - 

Kellogg on Branding(2005)[18]에서, 이용의도의 

측정은 기존연구[16]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리커트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 제품이 

제공하는 교통 이슈 및 추천/최적 경로 정보는 

적절한 것 같다'(태도), 2. '이 제품은 교통 이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였다' (태도), 3. '이 

제품을 이용한다면 교통 상황 파악 및 등교, 출근 

지연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이용의도) 

 

 2.4.3 연구 결과  

답변은 5 점척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이 제품은 교통 이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의 

68%가 긍정하거나 매우 긍정하였다. 

 

그림 7 

 이 제품이 제공하는 교통 이슈 및 추천/최적 경로 

정보는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의 

73%가량이 긍정하거나 매우 긍정하였다. 

 

 

그림 8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통해 얻은 정보는 교통 상황 

파악 및 등교, 출근 지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긍정 혹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림 9 

 

 2.5 “Me, Re”디자인 제안 

설문 결과에 따르면 [분할설정]형이 12(41.9%), 

[기존] 11(37.9%) 디자인이 높은 수요를 

보였다(그림 12). 그에 따라 기존과 같은 디자인을 

가면서도 사용자에 맞춰 분할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도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 이용한 [기존], [분할설정] 화면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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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3.1 요약

해당 제품의 주 목적에 맞춰 기획한

기능들(얼굴인식, 사용자 패턴에 따른 맞춤형 교통

정보 제공,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제공)으로

기획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89.7%)

20 대 결과는 물론 다양한 나이대의 설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의 자유도도 있다. 찾아보기 전에 사용자의

패턴에 맞춰 알려주고, 화면 디자인까지도 적극적인

개인화(나이대별 맞춤 화면 및 분할 설정으로 설정

가능한 화면)를 강조한 이 제품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리라 기대가 된다.

3.2 기대효과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축적되는 빅데이터로 새로운 

교통 정보를 얻고 안내하여 서비스 제공을 한다. 

이로 사용자의 편리성은 물론이고, 교통의 정체, 

혼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운영자 입장에서도 기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천을 하면서 추후 배너 광고나 주변 

홍보까지 기대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및 

상권 수익 창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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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디지털 의료 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였고 비의료목적의 헬스 케어를 

위한 웰니스(Wellness) 제품부터 의료 목적의 

의료기기까지 디지털 치료제가 나날이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특히 신경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며 생활 습관 교정, 복약 관리 등의 다양한 

치료 분야에 활용된다. 더불어 가상현실(VR) 산업 

또한 커가면서 VR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치료, 심리 

치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본 연구에서 VR 을 활용한 정신질환 치료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상담과 행동 제어를 통한 

인지행동치료가 있는데 약물을 이용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완벽한 완치를 위해서는 

꾸준한 인지행동치료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꾸준한 치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환자들에게 쉽지 않은 치료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이 치료 방법을 VR 기기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추가한 

콘텐츠로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주제어 

증강현실, 가상현실, VR, 디지털치료제, 정신질환, 

강박장애  

1. 서론 

1.1 연구 배경 

해마다 정신건강 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 년간 임상 환자 증가율 1 위를 기록한 진료과는 

정신건강 의학과였으며 [1] 현대인들에게 

정신질환은 더 이상 특정인의 질병이 아니다. 이런 

정신질환은 초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의 영향과 함께 디지털 의료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였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보통의 의약품처럼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인공지능, VR, 챗봇,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예방, 

호긍ㄴ 실제 치료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통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의 특성으로 다양한 시도와 대중화를 통해 

디지털 세대인 젊은 세대는 물론 고령층을 위한 

쉬운 디지털 치료제도 시장에 확장 중이다. 병증에 

대한 치료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인지행동치료 방식으로 우울장애, 불안장애, 공황 

장애, PTSD 등 중추신경계 질환에 효과적이다. 

둘째, 당뇨, 암, 고혈압 등 예후 관리가 중요한 

질환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셋째, 약시, 뇌졸중 및 신경 손상, ADHD 

등은 신경 재활 치료를 활용한 방식이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의 치료를 인지행동치료 

방식을 이용한 가상현실(VR) 기술에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4 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VR 기술은 주로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지만 VR 을 통한 치료가 

정신질환 환자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효과가 입증되고 VR 기술의 활용 영역이 의료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3] 

가상현실치료는 시각적 장치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경을 구성하고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VR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환자는 주변 환경과 격리되고 시각적 

효과에 더욱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장애, 

석십장애, 발달장애 등의 다양한 심리 분야에 넓게 

사용되고 있다(Gregg & Tarrier, 2007, p.344; 

Levac, Galvin, 2013, p.796). [4] 이는 

가상현실치료가 기존의 전통적 치료법과 비교하여 

확실한 장점이 있으며 치료를 받게 되는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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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맞춤 가상환경에 몰입될 수 있을 수 있게 

함으로 불안과 우울 및 분노, 긴장과 스트레스 

수준을 줄인다는 많은 임상 결과를 보여준다 (Ryu, 

2021). [4] 

1.2 강박장애 

우리는 본 연구에서 다양한 정신질환 중에서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에 

집중하기로 했다. 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로서,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는 강박적 

사고(Obsession)와 강박적 사고를 중화하기 위해 

하는 강박적 행동(Compulsion)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다. [5] 개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청소 강박, 확인 강박, 수집 강박 등이 

나타난다. [6] 강박장애를 선택한 이유로 첫째, 

디지털 치료나 가상현실 치료에 관한 프로젝트에 

관해서 다른 정신 질환에 비해 강박장애에 대한 

연구는 적었기 때문이다.  

그림 1. 강박장애 환자 연령 분포 [7] 

둘째, 강박장애 환자 연령대가 낮기 때문이다. 

강박장애는 연령층이 어린 환자가 많으며 20 대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VR 

기기로 이루어지는 치료를 보다 흥미롭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강박장애 치료법인 노출 및 반응방지법(ERP,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이 VR 과 

접목했을 때 높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노출 및 반응방지법은 학습이론에 근거한 

행동치료 기법으로서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자극 

상황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그 동안의 문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자극 상황과 문제 행동의 

연합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8] 전통적인 

치료법이라면 환자를 상황에 직접 노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과 통제 불능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가상현실은 말그대로 가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해소될 수 있다. 

 

2. 관련 연구  

2.1 공포증 치료 

삼성 전자에서 VR 을 이용하여 공포증을 

완화시키는 ‘두려움을 없애자(Be Fearless)’ 

캠페인을 진행했다. 다양한 국가의 27 명의 

참가자에게 고소공포증, 대중공포증 등의 가상 

환경을 구현하고 공포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공포를 줄여가는 방식이었다. 개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심박수 측정을 이용했는데 

2 주간 실험을 지속한 결과 고소공포증 환자는 

87.5%가 공포감이 평균 23.6% 정도 감소하였고 

대중공포증 환자는 18.7% 줄일 수 있었다. [9] 

2.2 PTSD 치료  

정신과 영역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VR 활용이 활발한 대표적인 분야이다. PTSD 는 

전쟁, 고문, 재해, 테러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겪은 후, 

그 이후에도 그 사건에 공포를 느끼며 트라우마를 

느끼는 정신질환이다. VR 은 이미 1990 년대부터 

PTSD 를 겪는 군인들을 위한 치료로 이용되었으며 

최초의 프로그램은 1997 년 베트남 전쟁 군인들을 

위한 ‘버추얼 베트남(Virtual Vietnam)’이다. 버추얼 

베트남은 전쟁 상황과 유사한 가상의 공간을 

구성하였고 두 달 동안 참여한 참가자 전원이 

효과를 보였다. [9] PTSD 환자 20 명은 VR 을 통해 

트라우마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전쟁 상황에서 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대포가 

날아오고, 총격전을 벌이고, 시체를 보는 여러가지 

상황을 실감나게 느낀다.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법이 

효과가 없던 환자들은 평균 11 번 정도의 VR 치료를 

수행했고 PTSD 체크리스트(PCL-M)와 벡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우울증 지수(PHQ-

9)를 측정한 결과 환자 전체 PCL-M 수치가 평균 

54.4 에서 35.6 으로 감소했으며 20 명 중 16 명은 

치료 후에 PTSD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9] 

그림 2. ‘버추얼 베트남(Virtual Vietnam)’ 참가자들의 

PCL-M 수치 변화 그래프 [9] 

‘버추얼 베트남’ 은 PTSD 의 치료 방법인 지속 노출 

치료라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데 환자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황과 기억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회피 행동을 감소시키고 반응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강박장애 

치료 방법과 아주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사례들을 통해 VR 이 객관적인 

의학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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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강박장애를 치료하는 VR 콘텐츠 디자인을 

제안한다.   

3. 디자인 제안 및 논의 

3.1 디자인 아이디어 탐색  

본 콘텐츠는 VR 을 통해 체험하며, 노출 및 

반응방지법을 도입한 강박장애 인지행동 치료의 

성격을 띄고 있다. 기존의 노출 및 반응방지법은 

온전히 강박장애 환자의 의지만으로 반복적으로 

강박 상황으로부터 인내해야 한다. 가상의 공간 

내에서는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치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콘텐츠 내 자체적으로 강박행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통해 치료의 

반복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핵심을 두어 

디자인하였다. 

3.2 디자인 제안 

그림 3. 강박유형 측정 페이지 제안 

이용자가 콘텐츠를 최초로 실행할 시, 그림 3 과 

같이 피험자의 강박 유형을 측정하는 10 가지 

정도의 질문을 유도한다. 질문은 Hodgson 의 

Maudsley 강박행동목록 [10]에 따라 확인 강박, 

청결 강박, 정리 강박 등으로 분류된다. 이용자의 

유증상이 확인된 유형을 분류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콘텐츠로만 진행되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유증상이 확인된 유형이 다수일 

경우, 그 유형에 해당하는 콘텐츠들이 모두 

진행된다. 최초 실험을 통해 선택된 강박 유형을 

이용자가 직접 바꾸고 싶을 경우, 메인 페이지를 

통해 설정에 접근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림 4. 콘텐츠 메인 페이지 

그림 3 의 페이지에서 이용자의 강박유형 측정이 

완료되면, 그림 4 와 같은 메인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후 콘텐츠 실행부터는 강박 측정페이지 없이 

곧바로 메인 페이지를 띄운다. 이어하기 버튼을 

통해 이전에 진행했던 스테이지를 이어할 수 있으며, 

아래의 처음부터 버튼을 통해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콘텐츠를 새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림 5. 스테이지 내 타이머 구현 제안 

이용자가 스테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강박 유형 

측정을 통해 선택된 강박 유형을 토대로 해당 강박 

증세를 유도하는 상황이 주어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된 시나리오 중 한가지를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공간의 구성은 늦은 밤의 방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자유롭게 

둘러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방 안의 모니터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일의 일정을 확인하며 

해당 스테이지의 목적을 전달받는다. 이후 이용자가 

직접 휴대폰으로 다음날 알람을 맞추도록 하며, 

성공적으로 알람을 맞췄을 시 주위가 어두워지고 

동시에 자막과 소리를 통해 사용자가 방 안 침대에 

누울 수 있도록 한다. 

침대와 상호작용을 하면 이용자의 캐릭터는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자막과 소리로   

'내가 정말 알람을 제대로 맞춘 게 맞을까?' 와 같은 

요소를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이용자의 불안사고를 

유도한다. 이와 동시에 침대 위 천장에 그림 6 과 

같이 시각적 타이머를 띄워 시간적 제약을 두며 

이용자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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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콘텐츠의 노출 및 반응방지법 적용 

만약 이용자가 강박적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을 열어 알람을 재차 확인하려 할 경우, 앞서 

언급했던 노출 및 반응 방지법에 따라 휴대폰의 

잠금 화면을 풀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강박행동을 강제적으로 저지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 동안 필연적으로 강박사고를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것은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림 7. 스테이지 성공 페이지 제안 

 
그림 8. 획득 아이템의 활용 예시 

이용자가 강박사고를 실행에 옮겼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시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그림 

7 의 이미지처럼 스테이지의 성공을 알리는 문구와 

함께 이펙트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공간은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이지가 진행될 

때마다 같은 공간 내에서 강박 증상을 유도하는 

요소를 하나씩 증가시킨다.  

스테이지를 성공적으로 마칠 시 이용자는 그림 7 의 

우측처럼 해당 스테이지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아이템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강박 치료 콘텐츠의 

반복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이다. 이렇게 획득한 아이템은 자동으로 

이용자의 캐릭터에 착용되며, 이후 그림 8 과 같이 

메인 페이지의 한 켠에 위치한 이용자 캐릭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용자가 스테이지를 진행하며 마주치게 되는 거울, 

기타 반사 오브젝트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메인 페이지의 캐릭터 미리보기 부분과 

상호작용하면 스테이지를 진행하며 얻었던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4. 설문 조사 및 결과 

4.1 설문 방법 

우리는 콘텐츠의 기대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자 했지만 주변에서 강박장애 

환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응답자들의   

강박 정도를 측정해보는 설문을 진행한 후, 기대 

효과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강박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연령대인 20 대 남녀 

45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은 총 3 페이지로, 

첫 페이지에는 응답자의 강박 정도를 측정하는 

11 가지의 문항이 있으며 답변은 [매우 그렇다 - 

매우 아니다]의 다섯 단계로 나뉘어진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VR 콘텐츠 디자인의 프로토타입 

이미지를 소개하였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응답자가 

이미지를 본 후에 기대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페이지의 문항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유용성(Koufaris, 2002), 

태도(Aaker & Keller, 1990; Tybout et al, 2005), 

이용 의도(Davis, 1989; McCoy et al, 2009; Ho & 

Chau, 2013; Zhou, 2011)를 측정하는 문항 

9 가지이다. 

4.2 설문 문항 

첫 페이지의 11 가지 문항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강박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 나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복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2 어떤 일(가스렌지, 수도꼭지, 자물쇠 잠그는 것 등)을 몇 

번씩 확인하곤 한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누를 더 많이 쓰는 편이다. 

4 외출하려고 옷을 입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5 나는 청결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다. 

6 일들을 반복해서 확인하느라고 매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7 내가 하는 단순한 일상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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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정해진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따르려고 한다. 

9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세어보는 버릇이 있다. 

10 동물을 쓰다듬고 나서는 감염되지 않을까 하고 매우 

걱정한다. 

11 나는 병균이나 질병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편이다. 

 

다섯 단계 문항을 각각 1-5 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 강박 정도가 3 점 이상으로 

나타난 응답자는 23 명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의 9 가지 문항은 유용성, 태도, 이용 

의도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문항 내용은 표 2, 3, 4 와 

같다. 

표 2. 유용성 평가 문항 

1 VR 강박 치료 콘텐츠를 사용하면 강박 증상이 완화될 

것이다. 

2 강박 치료 콘텐츠를 사용하면 강박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잘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3 스테이지 성공 후 지급되는 아이템은 콘텐츠의 반복적 

이용에 있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표 3. 태도 평가 문항 

1 강박 상황을 VR 내 스테이지로 경험하는 것은 

마음에 든다. 

2 혼자서 강박 상황에 인내하는 훈련을 하는 것보다, 

VR 강박 치료 콘텐츠를 이용하는 게 더 믿음이 

간다. 

3 심리치료센터 혹은 가정 내에 VR 강박 치료 

콘텐츠가 보급되면 만족할 것 같다. 

 

표 4. 이용 의도 평가 문항 

1 VR 강박 치료 콘텐츠가 보급되면 콘텐츠의 이용을 고려할 

것이다. 

2 VR 강박 치료 콘텐츠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 

3 VR 강박 치료 콘텐츠가 보급되면 콘텐츠 이용을 강박 

증상을 가진 주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설문 결과 강박증 수준이 중간값 이상을 보인 

23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용성, 태도, 

이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VR 강박증 치료제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는 80 점, VR 강박증 치료제에 

대한 태도는 84 점, 그리고 VR 강박증 치료제 

이용의도에 대해서는 78 점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의료 분야에서 VR 은 치료, 진단, 수술, 연습 등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가장 큰 이점은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의 상황으로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ICT 

기술이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실제 상황보다 

정확도, 반응속도, 해상도 등의 성능이 떨어지고 

필수적으로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여 아직은 

치료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기술의 

성능이 더욱 향상되고 실제로 많은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VR 을 비롯한 디지털 치료가 치료 

기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박장애 치료를 위한 VR 콘텐츠의 

디자인을 구성하고 설문을 통해 기대효과를 파악해 

보았다. 모두 70 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와 기대를 받았지만 단순한 디자인을 통한 

이미지 프로토타입이며 실제 강박장애 환자 대상의 

설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질적인 연구와 

콘텐츠 구체화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실제 VR 콘텐츠로 제작하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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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영상을 이용한 시각 피로 연구는 주로 영상을 
장시간 시청 후 영상 시청에 따른 피로도 변화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경우 자극과 응답 사이에 간격이 존재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의 피로가 증가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어려우며 눈의 피로가 언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시각 피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실험 전 및 영상 시청 후 설문 
결과와 비교하여 실시간 피로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밝기와 평균 모션의 차이가 있는 게임 운전 동영상 
20 개를 사용하여 2x2 블록 디자인으로 실험을 
구성하고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참가자에게 실시간 
피로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 실시간 피로도 평가와 실험 후 설문 모두 
움직임이 많은 영상에서 움직임이 적은 영상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피로도가 관측 되었으며 측정 중 전 
구간에서 움직임이 많은 영상이 높은 시각 피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시간 
피로 측정이 피로도 측정에 있어 어느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각 피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영상, 시각 피로, 실시간 측정, SSQ 

1. 서 론 
‘유튜브’를 이용한 영상 시청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디스플레이 기기를 사용하여 짧은 길이의 
영상들을 간헐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눈의 피로와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 하지만 
이렇게 짧은 길이의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시각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시각 피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장시간의 
영상 측정 이후에 피실험자의 주관적 시각 피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2][3].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사용자들의 시청 환경과 불일치하며 
영상 시청 후 설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각 피로가 
증가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어려워 시각 피로의 
변화에 따른 눈의 변화를 포착하기에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영상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피실험자의 주관적인 시각 

피로 변화를 측정하고 실험 후 설문을 통해 실시간 
시각 피로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문 
실험은 일반 모니터를 사용해 비디오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피로도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험 전, 후 
피로도 관련 설문을 실시 하였다.  

1.1 실험 대상 
실험은 12 명의 20 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남 : 11 명, 여 : 1 명, Mean = 24.25, S.D = 
0.87) 참가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안구 질환이 
없으며 정상 시력이거나 교정 시력이 정상 시력 내에 
존재하여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시청하는데 문제가 
없는 참가자로 한정하였다. 정상 시력은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제공하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1th Revision (ICD-11)[4]을 
참조하여 시력 0.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1.2 실험 설계 
영상의 움직임 정도 [5]와 밝기 특성 [6] 은 선행 
연구에서 시각 피로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요인으로 이에 기반하여 영상 내 움직임의 정도, 
영상 전반의 밝기 특성 차이에 따라 2x2 블록 
디자인으로 실험을 설계 하였다. (표 1 참조). 총 
20 개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추출하였으며 영상 조건 
간에 충분한 움직임과 밝기의 차이를 주기 위해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1 인칭 
게임 플레이 영상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여 
움직임과 밝기의 차이를 줄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참조).  
실험에서는 Dell 사의 노트북 화면을 이용하여 

(15.55 inch, 해상도 2556x1440) 영상을 
제시하였으며 실험에서 사용되는 영상의 주사율은 
30FPS 로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피로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Psychopy (www.psychopy.org)를 사용해 영상 
자극을 제시하면서 조이스틱 (EX 레볼루션 V1, 
조이트론,  www.joytron.co.kr) 으로  슬라이더를 
움직이는 것을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피로도의 
증가와 감소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영상의 특성에 따른 범주 명 
 Hight Motion Low Motion 

High 
Brightness 

HMHB LMHB 

Low HMLB LM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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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ness 
 

 
그림 1. 실험 화면.  

1.3 피로도 설문 
본 실험에서는 실시간 피로 측정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간 피로도 평가와 더불어 실험 
시작 이전 및 각 블록이 끝날 때마다 시각 피로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으로는 움직임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편감 및 피로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Simulation Sickness 
Questionnaire (SSQ) [7]을 사용하였다. SSQ 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편감 및 피로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한 설문으로 총 28 가지 증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증상에 따라 5 가지 범주로 나뉜다. 
자세한 요인 및 증상은 표 2 와 같다.  

표 2. Simulation Sickness Questionnaire 
요인 증상 

Eyestrain Bleary, Dry eyed, Eyestrain, Gritty, 
Eye ache, Sting, Eyes heavy, Hazy, 

Warm eyes, Flickering, Watery eyes 
General 

Discomfort 
Feeling heavy in the head, 

Feel heavy, Difficulty concentrating, 
Dizzy, Stiff shoulder, Stiff neck, Sleepy 

Nausea Vomiting, Vertigo, Nausea 
Focusing Difficulty in focusing, Double vision, 

Near vision difficulty, 
Far vision Difficulty 

Headache Pain in the temple, 
Pain in the middle of the forehead, 

Pain in the back of head 

1.4 실험 방법 
참가자는 온라인 공고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자발적 신청 후 실험실에 방문하여 실험에 참가 
하였다. 참가자는 실험에 앞서 실험에 대한 안내 및 
실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으며 실험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확인을 받은 뒤 실험에 
사용되는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사용하여 적응을 
위한 사전 훈련을 진행하였다.  
사전 훈련이 끝난 후 참가자가 실험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했는지 재확인 과정을 거친 후 본 실험을 
시작하였으며 평면 모니터를 이용해 사전에 설정된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영상의 길이는 모두 
2 분으로 총 20 개의 영상을 5 개씩 4 개의 범주로 

나누어 Counter-balanced order 로 영상을 
제시하였으며 참가자는 영상 시청 중 실시간으로 
시각 피로의 변화가 느껴질 때 마다 조이스틱을 
사용해 조이스틱의 움직이는 방향과 동일하게 
슬라이더를 1(매우 낮음)에서 7(매우 높음) 사이의 
연속된 값에서 좌우로 0.02 만큼 슬라이더를 
이동시키도록 하여 세밀하게 실시간 피로도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의 시작 전과 각 블록 영상들의 재생이 끝난 
시점에 SSQ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후 이전 블록이 
시작되기전 30 초 간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1.5 결과 

1.5.1 범주별 조이스틱 움직임 횟수   
첫번째로 참가자의 실시간 시각 피로를 평가하기 
위해 각 실험자가 영상을 시청하면서 조이스틱을  
움직인 횟수를 분석하였다. 표 3 과 같이 각 범주별 
움직임의 평균은 HMHB 조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LMHB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참가자들은 영상당 12.9 회 피로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가자의 범주 별 평균 조이스틱 움직임 횟수. S.D: 
표준편차. 

 HMHL HMLL LMHL LMLL 
Mean 
(S.D) 

72.25 
(0.39) 

69.92 
(0.23) 

57.25 
(0.22) 

58.50 
(0.17) 

1.5.2 실시간 피로도 결과 
각 참가자가 기록한 범주별 시각 피로의 평균 값은 
그림 2 와 같이 나타났으며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범주의 차이에 따른 피로도의 차이가 
나타났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주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3) = 
5.16, p = .005) 대응 표본 t 검정을 이용한 사후 
검정을 통해 HMHB 조건이 LMHB (t(11) = 3.01, p = 
0.012), LMLB (t(11) = 3.20, p = 0.009)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피로도를 나타내어 HMHB 
조건에서 시각 피로도가 L M 조건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피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5 초 간격으로 
실시간 피로도를 평균 낸 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HM 조건이 LM 조건보다 높은 피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참조).  

1.5.3 SSQ 결과  
추가적으로 실시간 피로도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시작 전과 각 범주별 영상을 
시청한 후 측정한 SSQ 가 범주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Eyestrain (F(1,4) = 2.94, p = 
0.031)만 범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측정 값들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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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범주 별 실시간 피로도 평균 데이터, HM: high 

motion, HB: high brightness, HB: high brightness, LM: low 
motion, LL: low brightness 

 
그림 3. 각 범주 구간별 평균 시각 피로도 데이터, HB: 

high brightness, HB: high brightness, LM: low motion, LB: 
low brightness 

 

 
그림 4. SSQ Eyestrain rating 결과, before: before the 

experiment, HB: high brightness, LM: low motion, LB: low 
brightness 

2. 결론 
실험의 결과 High motion 영상에서 Low motion 
영상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실시간 피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SQ 설문에서도 High motion 
영상에서 유의미하게 eye-strain 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여 실시간 시각 피로 측정 방법이 기존 실험 
후 설문 측정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밝기에 따른 피로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영상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시각 피로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진행할 본 실험을 통해 
영상 내 움직임의 정도와 시각 피로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여 일반 Video 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시각 피로 결과를 더욱 명확히 할 것이며 해당 실험 
설계를 기본으로 하여 VR 환경 내에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Eye-tracking 측정과 더불어 실시간 
피로도 평가를 진행하여 가상현실 내에서 발생하는 
시각 피로를 Eye-tracking 과 실시간 피로도 변화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영상이 가진 특성의 차이가 
시각 피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영상의 특성 
(Optical flow, brightness)의 변화를 추출하여 영상의 
특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피로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의 특성을 이용해 
발생할 수 있는 시각 피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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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패션과 문화 현상 
-게임 ‘심즈’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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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게임 ‘심즈’에서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인

터랙션으로 활발하게 공유되는 커스터마이징 아이

템 ‘CC 템’(Costume Contents)의 활용 현황과 그 

특징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CC 템이란 게임 심즈

의 제작사인 EA(Electronic Arts)사가 허용한 2 차 

창작물로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일컫는다. CC 템은 게임 심즈 사용자 누구

나 아이템을 제작하여 커뮤니티 등의 인터넷 공간에 

이를 배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매체에 따

르면, 잘 알려진 패션 브랜드나 고가의 명품 브랜드 

아이템을 CC 템으로 구현하여 배포하거나 이를 개

인 아바타에 적용시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례가 늘

었다고 언급했는데, 사용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게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처럼 하

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은 심즈 사용자 간의 활

발한 인터랙션 사례는 국내외 게임사들이 명품 브랜

드와 협업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임 가상세

계, 게이미피케이션 등은 2000 년대부터 주목받아온 

연구 주제이고 최근에는 그 흐름이 메타버스와 아바

타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지만, 게임에서 사용

자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 발생한 문화적 현상에 관

한 연구는 미미하다. 최근 심즈 사용자 간의 인터랙

션은 커뮤니티에서의 CC 템 공유 행위를 넘어 게임 

방송 및 유튜브 컨텐츠로 제작되어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게임 심즈에서 사용자 간의 인터

랙션으로 발생한 문화 현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게임 환경에서 사용자-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향후 연구자들에

게 기초 자료로써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게임, 패션, 커스터마이징, 사용자, 인터랙션 

 

1. 서 론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사용자 간 가상 공간에

서의 인터랙션의 중요성이 커지자 명품 브랜드들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여 광고(Advertising)와 게

임(Game)의 합성어인 애드버 게임(Adver-game)을 

출시하여 캐릭터의 의상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브랜

드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1]. 사용자들로 하여금 현

실 세계의 의상을 게임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다양한 디지털 마

케팅을 선보였다. 게임업계와 패션계의 협업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2]. 그 예시로는 루

이비통과 <리그 오브 레전드>, 마크 제이콥스와 <동

물의 숲>, 구찌와 <테니스 클래시> 등 다양하다[3]. 

그 중에서도 각종 언론에서 게임 속 패션을 이야기

할 때 대표되는 사례로 심즈를 꼽았다[4][5][6]. 각

종 게임 커뮤니티 및 언론, 선행연구에서 언급되는 

게임 <심즈>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유명

한 인생 시뮬레이션 장르의 게임이다[7][8][9]. 게

임 <심즈>는 플레이어가 가상세계 안에서 집을 짓고 

돈을 벌며 가족을 구성해서 영유아부터 노년기를 거

쳐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의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임이다[10]. 게임 <심즈>는 상기 언급한 사례들

과 비교하여 일회성 협업이 아닌 디젤, 모스키노, 맥, 

스테판 쿡 등의 패션 브랜드와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패션 <확장팩>들을 정식 출시하여 발매해오고 있다

는 차별점을 갖는다. 그 중 패션 디자이너 스테판 쿡

은 게임 <심즈>와의 협업에 관한 게임 언론과의 인

터뷰에서 게임과 패션의 만남의 목적은 새로운 고객

층 유치, 패션 세계 확장,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위함

이라 밝혔다[11]. 심즈는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 사

용자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율배포형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문화가 생겼는데 이는 바로 ‘CC 템’이다. 

CC 템은 사용자가 직접 캐릭터 복식을 만들어 다른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진

다. 이는 사용자 간의 활발한 인터렉션으로 발생한 

하나의 게임 문화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게임 심즈에서 최근 제작된 ‘CC 템’의 활용 현황을 

범주화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2. 이론적 배경 

2.1 육성 시뮬레이션 장르의 개념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은 캐릭터의 모든 생애주기를 

경험하며 성장시키는 일이 주가 되는 게임을 일컫는

다. 이는 사람 캐릭터뿐만 아닌 동식물 및 초현실적 

존재도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프린세스 메이

커 등이 있다[12]. 특히 게임 심즈 시리즈는 게임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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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에 사용자의 정체성이 투사되어 대리만족, 문화 

재생산, 가상소비의 활성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성찰 등을 가능하게 하여 많은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다[13]. 

 

2.2 게임 커스터마이징의 개념 

 

게임 커스터마이징이란, 플레이어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신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

한다.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과 화장 등의 캐

릭터의 외형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꾸미는 과정이 이

에 포함된다. 최근 들어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캐릭

터 커스터마이징을 한 후 게임 커뮤니티에 이를 업

로드하여 자랑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게임마다 

게임 캐릭터를 꾸미는 아이템들의 중요도가 높아졌

다. 일부 게임에서는 유료화 아이템들을 만들어 캐

릭터 커스터마이징에 차별화를 둔 사례도 있다[12].  

 

2.3 게임 캐릭터의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 

 

서미라&김애경(2015)은 게임 캐릭터의 패션 스타

일을 캐릭터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장신구

에 따라 크게 Creative style, Attractive style, 

Grotesque style, Usual style, Suit style 로 나누

었다[14]. 게임 내 패션 스타일을 구현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고 자신의 개성과 자아를 드러낼 수 있는 

게임 내 패션 아이템은 게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서정립&진경옥

(2006)은 게임 캐릭터 패션을 ‘추’의 미학적 개념을 

통해 분석했고, 최미정 et al(2018)은 패션 디자인에 

쓰이는 조형적 특성들을 사용한 게임 캐릭터 컨셉 

디자인 작품 연구를 진행했다[15][16]. 신하나 et 

al(2010)은 게임 캐릭터 의상의 색채를 추출하고 유

수 패션 페어에서 제시한 트렌드 컬러표에 대입하여 

색채를 비교 분석했다[17].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게임 캐릭터의 패션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사례, 

작품 제작 및 분석 연구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학술적 연구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제작된 심즈의 CC 템의 디자인 현황

과 그 특징에 대해 범주화 한 연구이다. 따라서 자료

수집과 범주화 기준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사

례 선정 기준은 인터넷 검색 결과 가장 많은 회원 수

를 보유한 커뮤니티와 유트브, 구글 등 대표적인 검

색 웹사이트에서 심즈 관련 결과 최대 조회수 영상 

및 게시글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자료 수집을 위해 커뮤니티 사이트

로 선정된 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심즈 온라인 커뮤

니티 네이버 카페 <월드 심즈>이고, 유튜브에서 ‘심

즈 패션’과 ‘심즈 커스터마이징’, 구글에서 ‘Sims 

fashion’ 키워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국내외 개인 운영 블로그 

중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여 아이템을 배포하는 

웹사이트를 선별하여 이미지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

한 사례는 총 70 장이며 범주화 과정을 위해 이 중 

게임 심즈 제작사인 EA 사의 공식 지원으로 만들어

진 콘텐츠와 개인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를 구별

하여 분류했다. 그 후 패션 아이템들의 제작 목적을 

크게 ‘서사적 메시지 전달’과 ‘사용자 욕구 충족의 수

단’의 두 가지 분석 기준으로 나누고 각각의 카테고

리에 해당하는 하위항목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정리

했다. ‘서사적 메시지 전달’ 카테고리의 하위항목은 

‘홍보 목적’, ‘패러디∙풍자 목적’, ‘개인창작∙배포 목

적’, ‘스토리텔링 목적’의 4 가지로 나누었고, ‘사용자 

욕구 충족의 수단’ 카테고리의 하위항목으로는 ‘유행

추구(모방성)’ ‘실용추구(합리성)’, ‘유희추구(재미)’, 

‘전통 추구(상징성)’, ‘판타지(비현실성)’으로 나누었

다. 각 카테고리의 세부 하위항목들은 사례의 유형

별 도출할 수 있는 패션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4. 연구결과 

4.1 ‘서사적 메시지 전달’의 기능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사적 메

시지 전달’ 카테고리에는 패션 아이템을 통해 특정 

브랜드 신제품 홍보나 사회 풍자 등의 메시지를 담

고 있는 사례들이 해당한다. 카테고리의 하위항목으

로는 ‘홍보 목적’, ‘패러디∙풍자 목적’, ‘개인창작∙배
포 목적’, ‘스토리텔링 목적’의 4 가지로 나눌 수 있

었다.  

 

그림 1 

https://www.youtube.com/watch?v=djTf1JVxZ1Y 

 

첫째, ‘홍보목적’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인천공항 패

션키트’를 예시로 들 수 있다. EA 사는 세계 최초로 

‘한국 패션 키트’를 출시하여 인천공항 패션과 한복 

패션 아이템들을 선보였다. 이는 심즈의 확장팩으로 

특정 나라의 패션 스타일을 모티브로 아이템을 만들

어 판매한 사례는 ‘인천공항 패션 키트’가 처음이다. 

이는 K-pop 의 인기 등으로 한국의 전통 및 현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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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이 인기를 얻어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주목한

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림 1 

https://www.youtube.com/watch?v=W6gPEQEVjvU 

둘째, ‘패러디∙풍자 목적’의 사례로는 ‘K-현실고증’ 

스트리머의 영상이 해당됐다. 이 스트리머는 영상을 

업로드한지 1 년이 채 되지 않아 100 만회 이상의 조

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이는 소위 ‘일진’이

라 불리는 고등학생들의 패션을 심즈 캐릭터를 통해

묘사한 것으로, 패션의 묘사뿐 만 아니라 배경으로

등장하는 장소를 실제에 가깝게 묘사를 하여 현실감

을 높였다. 이는 사례들 중 가장 최근에 제작된 콘텐

츠이자 심즈를 통해 사회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은

사례의 시초에 해당한다.

그림 2 

https://www.youtube.com/watch?v=gI8dZZW6X2g 

셋째, ‘개인창작∙배포 목적’의 사례로는, ‘나이키 매

장 둘러보기 룩북’의 영상 사례가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심즈는 구찌, 모스키노 등 명품 브랜드 아

이템들과 협업을 진행하여 확장팩으로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을 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CC 템은 확장

팩의 개념과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게임 캐릭터 커

스터마이징 아이템을 디자인하여 배포되는 CC 템들

은 상기 언급한 브랜드 외의 수많은 브랜드의 아이

템을 제작하고, 이를 룩북의 형태로 만든 사례이다. 

영상은 스트리머가 브랜드 나이키의 아이템들을 구

현하고, 공간 또한 나이키 쇼룸으로 구현하여 표현

한 영상이다. 영상에 포함된 URL 링크를 통해 CC

템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설

정했다. 이는 직접 나이키 매장에 가서 옷을 고르고, 

피팅을 하고, 쇼핑을 하는 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

험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

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림 3 https://www.youtube.com/watch?v=ZxZthfd-

xYc 

넷째, ‘스토리텔링 목적’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EA 사

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는 영상들이 해당했

다. EA 는 심즈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상황을 담은 스토리텔링 콘텐츠 영상을 업로

드 해오고 있다. 영상에서 팬데믹 시대의 비대면 문

화를 바탕으로 학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화를 구

현하여 각종 행동지침을 알리는 방식의 콘텐츠를 제

작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11 월에는 ‘입동대

비! 건강하게 겨울나는 법’, 12 월에는 ‘한 해의 마지

막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1 월에는 ‘신축년을 맞이

하여 새로운 목표를 세워볼까요?’ 등 특정 기간에 어

울리는 테마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4.2 ‘사용자 욕구 충족의 수단’의 기능 

 ‘사용자 욕구 충족의 수단’ 카테고리의 하위항목으

로는 ‘유행추구(모방성)’ ‘실용추구(합리성)’, ‘유희추

구(재미)’, ‘전통 추구(상징성)’, ‘판타지(비현실성)’

이 해당한다.

그림 4 

https://www.youtube.com/watch?v=3SW5dyqAl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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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유행추구(모방성)’에 해당하는 사례는 유튜브 

스트리머 ‘심즈 아무나 AMUNA’가 업로드한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K-pop 아이

돌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를 심즈로 구현한 

영상이다. 이 영상은 심즈 기본형 캐릭터에서 얼굴

을 수정해가며 구현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제니의 패션 스타일의 옷을 입히고 스타의 반려동물

까지 그대로 구현하여 스타의 일상 생활 장면들을 

연출하였다. 이는 K-pop 에 열광하는 전세계 팬들

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를 

개인이 선호하는 스타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

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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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현실성 추구(합리성)’에 해당하는 사례는 게

임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 현실적 공간을 구현하는 

사례들이 해당했다. 심즈를 주 콘텐츠로 영상을 업

로드하는 스트리머 ‘김래일’이 심즈 게임 속 24 시간 

동안 자신의 캐릭터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콘텐츠

를 진행하여 이를 비교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현실에서의 제약을 게임 속 가상세계에서 

해소하고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다수의 사용자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에 속하지만, 

게임 심즈의 경우는 유튜브에 관련 업로드 되는 영

상들로 미루어 보아 사용자들이 게임에서 판타지적

인 특성과 함께 일상성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6 

https://www.youtube.com/watch?v=1F3F2vTPu90 

 

셋째, ‘유희추구(재미)’에 해당하는 사례는 전 세계

적으로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을 

게임 심즈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한 영상이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패션과 등장하는 공간적 배경, 소

품 등을 그대로 구현하고 더 나아가 드라마에 등장

하는 게임들도 구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심즈 

게임은 1 인이 즐기는 모드와 다수가 모여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멀티모드가 존재하여 단체 게임을 통

한 사용자 간의 인터랙션 행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게임 속의 미니 게임이 추가되어 사용자들이 모여 

이를 즐긴다는 점에서 게임에서의 유희성을 추구하

는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림 7 

https://www.youtube.com/watch?v=A9TToWtOKX8 

 

넷째, ‘전통 추구(상징성)’의 사례는 유튜브 스트리

머 ‘베이비하품’의 한복 제작 영상이 해당했다. CC

템을 제작하는 사용자들은 2 차 창작물 안에 자신만

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전통문화, 복식을 소재로 

아이템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를 통해 해

외 시청자들과 게임 사용자들이 한국의 전통 복식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사용자 누구나 캐릭터 패션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게임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통해 전통문화를 홍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8 https://www.youtube.com/watch?v=1i1tqJZ5XlI 

 

다섯째, ‘판타지(비현실성)’에 해당하는 사례는 한국 

영화 ‘기생충’을 모티브로 심즈 캐릭터들을 사용하여 

영상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타 사례에서 원작의 줄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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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달리, 원작의 내용을 토대로 초현실적 존재

의 등장, 원작에는 없는 캐릭터의 출현 등 새로운 스

토리텔링 요소를 넣어 재해석한 영상이다. 기존 영

화에 판타지 적인 요소를 더하여 환상적인 느낌을 

주어 주목받은 컨텐츠 사례에 해당한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심즈 CC 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목적에 따른 분류의 측면에서는 홍보 목적, 패

러디 목적, 풍자 목적, 개인 창작 목적의 하위 항목 

중에서 풍자 목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최근 가

장 인기를 얻어 최근 MZ 세대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홍보목적으로 제작된 ‘인천공항 패

션 키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섭외하여 기

획 및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진 못

하였으나 한국의 문화와 패션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소비하려는 이들이 전 세계적

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욕구 충족의 측면

에서는 유행추구, 실용추구, 유희추구, 전통추구, 판

타지 중 유행추구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플레이어들이 명품 및 유명 브랜드의 패

션 아이템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이를 가상 

패션 아이템으로 소유하여 대리만족을 느끼며 가상

세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

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언급한 ‘인천공항 패

션 키트’와 비슷한 예시로 새해 맞이 문구와 함께 한

복을 입은 심즈 캐릭터들을 배치시킨 EA 사 공식 브

로셔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개발자들이 한국 플레이

어들을 중요한 소비층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패션 스타일과 한국 플레이

어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된 게

임에 등장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게임 속에서 CC 템

을 활용한 문화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게임 커스터마이징으로 탄생한 캐릭터 

패션과 관련된 학술 연구의 지속성이 요구된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게임 심즈의 CC 템에 해당하는 패션 아이

템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유형화 과정을 거쳐 그 특

징을 도출하고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종

합해보면 게임 ‘심즈’의 문화적 현상은 EA 사의 공식 

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보다 개인 크리에이터가 

창작한 결과물들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판

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이라고 예측된다. 유튜브에서 심즈를 활용한 컨텐츠

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가상 스토

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늘어날 것

이고 많은 이들이 이를 시청하여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게임에서 한국의 패션 스타일

을 재현한 아이템 팩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게임 ‘심

즈’를 즐기는 한국 플레이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소재로 제작된 가상 패션 아

이템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K-pop 의 

인기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한국 플레이어들이 패션 

아이템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내는 능력 또한 크게 작

용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단 게임 및 

패션 연구 분야에서의 활용이 아니라 인문학적 사회 

문화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 심즈 플레이어들의 

인터뷰를 통한 담론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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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심뇌혈관질환 및 대사질환의 예방 및 
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의료서비스의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개발된 건강은행 어플리케이션 건강관리서비 
스는 2022 년 10 월 26 일부터 2022 년 12 월 23 까지 
시행된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이며, 성남소재 ㈜ 멕 
스의 분석대상 72 명중 38 명의 설문조사대상자 결과 
에 대해서 SPSS 29.0 버전 통계 프로그램으로 빈도분 
석과 평균분석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서비스의 전반 
적인 만족도는 평균 4.37(n=38), 표준편차 0.751 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주제어 

대사증후군, 건강은행, 근로자 건강관리서비스  

1. 서 론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의 심뇌혈관 질환 및 대사질 
환의 예방 및 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의료 서비스의 
목적으로 개발되었다[1]. 개발된 건강은행 어플리케 
이션 건강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 조사내용 
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성남소재 기업근로자 개개인 
의 건강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2. 본 론 

본 연구는 SPSS 29.0 버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빈도분석과 평균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2.1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시행기간은 2022 년 10 월 26 일부터 2022 년 12 월 
23 일까지 진행되었다. 시행기관은 성남소재 주식 
회사 맥스이며, 시행주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 회 시행되었다. 시행 차수는 총 18 회 시행되었다. 

건강관리서비스 항목은 혈압, 심박수, 혈당, 허리 
둘레, 체온, 골격근량, 체지방에 대해서 서비스 시행 
되었다. 

건강관리서비스 항목에 사용된 측정기기로는 인바 
디 병원용 혈압계 BPBIO320[2], 오므론 HEM-7142 
T2[3], CareSens N Premier BLE[4], 휴비딕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 HFS-800B[5]와 건강은행 어플리케 
이션 운영에 사용된 갤럭시탭 A8 이 사용되었다. 

2.2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만족도 설문 평가지표는 리커 
트 척도에 기반한 계산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러커트 
척도는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척도로 적용되었다.  

건강관리서비스 전체 참여 대상자 72 명중 조사 
응답대상자는 38 명이며, 52.8% 응답률을 보였다. 

표 1. 건강관리서비스 설문분석 

설문내용 평균 N 표준편차

귀하의 연령대는? 2.89 38 0.863

귀하의 성별은? 1.27 37 0.450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08 38 0.850

평상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4.00 38 0.838

평상시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다 

2.82 38 1.010

본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37 3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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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평균 N 표준편차

본 서비스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4.42 38 0.552

본 서비스 이후 
건강관리를 시작 또는  
하게 되었다. 

4.08 38 0.673

본 서비스를 다시 
진행한다면 재 참여 의사 
및 주변에 권유할 의사가 
있다. 

4.45 38 0.645

본 서비스를 진행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 합니까? 

2.58 38 0.889

조사대상자의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 하시 
나요? 라는 질문에 평균 3.08 표준편차 0.850 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내렸다. 평상시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 
해서 평균 4.00 표준편차 0.838 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본 서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37 표준편차 0.751 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1].  

또한 본 건강관리서비스 이후의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평균 4.42 표준편차 0.552 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서비스 이후 건강관리를 시작하거나  하게 
되었다는 질문에 평균 4.08 표준편차 0.673 으로 긍정 
적인 응답이 많았다. 본 서비스에 재 참여 의사 및 
주변권유 질문에는 평균 4.45 표준편차 0.645 로 매우 
높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서비스 시행 횟수는 평균 2.58 표준편차 0.889 로 
주 1 회의 비율이 높았다[표 1]. 

표 2. 연령대 빈도 

연령대 빈도 % 유효% 누적%

20 대 3 7.9 7.9 7.9

30 대 7 18.4 18.4 26.3

40 대 19 50.0 50.0 76.3

50 대 9 23.7 23.7 100.0

전체 38 100.0 100.0 -

조사대상자의 평균 2.89 표준편차 0.863 [표 1] 에 
서는 30 대에서 40 대는 68.4% 비율을 보였다 [표 2]. 
건강관리서비스의 만족도가 30 대와 40 대에서 비율 
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결 론

본 연구결과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이후의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평균 4.42(n=38) 표준편차 
0.552 [표 1] 수치를 보임으로써, 평상시 건강관리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을 재고 시키는데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이후, 재 참여의사 및 주변 
권유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향후 확대시행에 긍정적인 분석이라 
판단된다. 시행시기도 6 개월이상 늘리고, 시행주기 
에서도 주 1 회 시행을 검토해서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건강관리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평상시 
건강관리 인식재고와 중요성에 높아지면, 서비스의 
확산에 대해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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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홈 사용 상황에서 2 인 사용자의 

이슈를 수집하고 수집상황에 대한 모델을 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어권한과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하는 부모-청소년기 자녀 사이의 스마트홈 사용 

상황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또한 드큐의 

3 가지 프라이버시 개념을 스마트홈 사용 상황에 

적용하여 재정의하고 시나리오를 분석 및 고찰하였다.   

주제어 

스마트홈, 제어권한, 프라이버시, 사용시나리오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스마트홈 사용자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맞춘 시장의 성장 또한 관찰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사용자의 삶의 방식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재정의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 분야의 

변화까지 이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 내의 

사물인터넷은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주거 공간에서 인간과 사물의 관계, 

네트워크, 사용자 행동 기반 등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나아가 가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거주자의 편의, 안전 등의 측면을 고려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홈 시장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스마트홈 환경에서는 1 인 

사용자의 스마트홈 사용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1 인 

사용자가 하나의 제품과 맺는 인터랙션 상황이 

존재하는 스마트홈 환경과 달리 다수의 사용자가 

다수의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특히 제품 및 정보에 대한  

제어권한과 관련하여 문제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1]. 이와 관련하여 다인사용자의 

스마트홈 기기제어권한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보안, 

프라이버시에 있어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으며 [2]  

제어권한 범위설정 문제 및  인공지능으로 인한 권한 

축소 등 권한범위와 관련하여 존재했다. [3] 

그 중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는 학대, 감시 등의 

비협력적 관계 속에서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요인이며 

가족, 룸메이트와 같은 협력적 관계 속에서도 원치 

않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등의 문제상황을 

야기한다. 하지만 보안, 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요인에 

비해 간과되기 쉬우며 특히 협력적 관계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수의 사용자가 스마트 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른 인식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IoT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원주민으로서의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 세대로 대변되는 30~40 대의 사용자 

그룹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제어권한에 관련한 인식에 

대해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기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다중매체 및 컨텡츠 사용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라는 관계에 있어 스마트홈을 사용하는 행태 및 

인식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관계의 2 인사용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사용상황에서 제어권한 이슈, 그 중에서도 

프라이버시 개념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제작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2. 본문 

2.1 2 인사용자의 스마트홈 내 제어권한 이슈 

2 인사용자의 스마트홈 이용 상황에서 기기제어와 

관련하여 권한을 설정하는 상황을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Geeng, Roesner(2019)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홈 

사용자의 기기사용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례를 

도출하였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사례로는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돌발행동에 대한 알림을 설정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모는 자녀가 5 살이 되면 

알렉사의 알림을 중지할 것이라 답했으며 이는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관련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Zeng 외 2 인(2017)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이 집을 

출입하는 것에 대한 알림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주권한자인 아버지에게 가도록 설정하였고 이것이 

부부 간 불화의 원인이라 응답하였다. 두 상황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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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권한자의 행동을 감지하여 주권한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상황으로 피권한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정보 

수집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윤장희, 연명흠(2021)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홈 헤비유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어린아이가 아닌 

판단가능한 주체에게만 알림을 주도록 설정해두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위의 두 사례와 다르게 

스마트 디바이스가 구성원의 행동을 수집한 후 

선별하여 주권한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형식이다. 

오원준, 연명흠(2019)의 논문에서는 스마트홈 

사용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아빠가 딸 공간의 

AI 스피커를 조작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시나리오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주권한자 명령을 바탕으로 피권한자에게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권한자와 피권한자의 정보접근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이슈가 생겨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가지 사례 모두 주권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범위가 피권한자에 비해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홈 내에서 

인터랙션 모델을 시각화 하였다[그림 1]. 

 

그림 1 2 인사용자의 스마트홈 내 인터랙션 모델 선행연구 

 

2.2 프라이버시 개념 변화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19 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지만 디지털 기기가 발전한 현대에 들어  

새롭게 정의되고 있다. 초창기 프라이버시는 혼자 

있을 권리로 정의된 것에서 볼 수 있듯 [4] 사회, 

타인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5]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1967 년 웨스턴의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상태를 고독, 친밀, 익명, 보호로 

설명하였고, 1975 년 알트만은 프라이버시 관련 

상황을 고정된 환경이 아닌 지속적인 대인관계 속 

경계를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초창기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은 사회, 공간에 관한 관점으로 정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후 1996 년 머피의 연구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관리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과거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정보적 관점을 더해 

해석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에 더해 드큐는  

프라이버시를 3 가지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에서는 정보적 프라이버시 

(informational privacy), 접근 프라이버시 

(accessibility privacy), 그리고 표현적  프라이버시 

(expressive privacy)로 분류하였다. 정보적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정보에 관한 통제력이며 접근 

프라이버시는 타인에 대한 관찰 및 물리적인 근접을 

의미한다. 또한 표현적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 또한 포함한다. [6]  

최근에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프라이버시 개념이 변화하였다.  

2007 년의 라첼로 외 3 인의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를 HCI 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저자는 

프라이버시를 다른 사회적 관심사와 상호작용하는 

요소로 판단하여 행동 조사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 관련 행동과 예외상황 설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표 1. 프라이버시의 정의 

저자/년도 프라이버시 정의 

A. F. Westin 

(1967) 

고독, 친밀, 익명, 보호의 범주  

I. Altman 

(1975) 

지속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경계를 

재정의하는 프로세스 

R. S. Murphy 

(1996) 

개인에 관한 정보의 관리 

DeCew 

(1997) 

정보적 / 접근 / 표현적 프라이버시 

Lachello 외 

3 인 (2007) 

사회적 관심사와 상호작용하는 상황 

 

2.3 부모-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홈 사용상황 

다인 사용자의 스마트홈 사용상황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주권한자와 피권한자 사이에 

정보접근 차이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진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 

사례는 사용자의 관계가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부모-자녀의 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부모가 

보호자로서 자녀 공간의 기기를 제어하는 등 사용자 

관계가 기기 및 정보의 제어권한에 투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제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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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스마트 스피커를 끄거나 코드를 뽑는 등의 

반발행동을 보이는 상황 또한 존재하였다. [7] 

이처럼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인터랙션 문제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청소년 

시기의 자녀가 유아기나 성인의 자녀와 다르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디지털 원주민인 청소년기 자녀와 디지털 이주민인 

부모의 인식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란 12~13 세에서 21~22 세의 연령으로 

정의되며 이 시기에 고민과 갈등,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의존, 순종과 반항 등의 심리적 특성을 

경험한다. [8]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의 

커뮤니케이션이 신뢰와 애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경험한 

사회상황과 생활주기가 다르고 부모의 권위와 

친밀함의 정도 등의 요소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은 

어려움을 겪는다. [9]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인식차이에서도 부모-

자녀간 인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IoT 기기 

보유자의 경우 40 대 미만의 그룹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40 대 이상의 그룹이 인식하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10]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청소년기 자녀는 다중매체와 컨텐츠의 

시공간적 활용이 높은 것으로 관찰된다. [11] 

따라서 스마트홈 내에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서로가 인식하는 프라이버시 

범위와 보호자로서 부모의 입장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자녀의 상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4 부모-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홈 사용시나리오 

본 논문에서는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스마트홈 

가상 사용 시나리오를 드큐의 3 가지 프라이버시 

정의를 바탕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드큐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정보적, 접근, 표현적 

프라이버시로 나뉜다. 스마트홈 사용 상황에서 

정보적 프라이버시는 보호자의 통제 하에 자녀의 

사적정보가 성인의 통제력에 비해 약화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가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접근 프라이버시는 스마트홈의 기기제어 및 

컨텐츠 활용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의 접근과 

간섭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표현적 

프라이버시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자녀의 사적정보 표현의 자유도와 자율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2. 스마트홈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정의 

정의 자녀의 프라이버시 

정보적 

프라이버시 

사적정보에 대한 통제력 범위 

접근 

프라이버시 

부모로부터의 접근, 간섭 차단 

표현적 

프라이버시 

사적정보 표현의 자유도, 자율성 

 

2.4.1 정보적 프라이버시 관련 시나리오 

[ 아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스마트스피커로 알림이 
전송된다. -AI 생활기록부에서 학습 진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버지 : “00 아, 지난 번 시험 
성적이 20 점이나 떨어졌던데, 학습량을 늘려야하지 
않겠니?” 아들 : “이번 주는 한 주 쉬려고 진도를 늦춘 
건데… 제가 알아서 설정하게 내버려두세요!”]  

청소년기 자녀의 학습 데이터는 교육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채널을 통해 부모에게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하며 

학생생활기록부나 성적표, 시험별 오답표 등의 

내역을 공유하는 NEIS 학부모서비스와 같이 자녀의 

성적을 부모에게 공유하는 사회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서비스에서는 

자녀가 공개하고 싶은 정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자녀는 자신의 성적 및 진도라는 

사적정보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부모는 시간, 공간적 

제약 없이 자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녀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보호자로서 

부모에게 자녀의 학습과 관련한 정보가 대부분 

있으며 자녀의 사적정보에 대한 통제력의 범위를 

부모와 자녀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채널이 부재한 상황이다.  

2.4.2 접근 프라이버시 관련 시나리오 

[ 가족회의가 열린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들에게 
게임과 관련한 훈계를 한다. 부모 : “이번 주에만 
10 시간이나 게임을 했더구나. 심지어 폭력적으로 
보이던데, 이제부터 그 게임은 금지하마.” 아들 :  
‘부모님께 들킬까봐 일부러 거실이 아니라 방에서 
했는데… 어떻게 아셨지? 다음 주 부터는 이 게임도 
못하겠구나, 쳇.’] 

2015 년부터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유해물 차단 어플 설치 강제화’ 정책과 같이 자녀의 

정보에 부모가 접근하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프라이버시를 위한 법적 제도, 혹은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상황과 같이 자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스마트홈의 원격 조절 기능, 알림 

기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접근과 간섭을 

차단하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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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표현적 프라이버시 관련 시나리오 

[ 어머니가 딸의 방을 홈 CCTV 를 통해 관찰하고 
있다. 이후 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다. 어머니 : 
“00 아, 화장하지 말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책상위에 화장품들은 뭐니?” 딸 : “언제까지 
CCTV 가 제 방에 있어야해요? 저는 이제 애도 아닌 
걸요!”] 

자녀의 휴대폰 GPS 를 통한 실시간 위치 확인, 집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홈 CCTV’ 등, 자녀의 안전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의 역할을 위해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아기의 자녀의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 

혹은 유괴 및 납치 등의 범죄 방지 등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또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기의 자녀를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 및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관한 사생활 보호 조항에서도 부모만은 

예외로 규정해 두는 등 자녀가 사적정보를 표현하는 

것에 자유도가 떨어지거나 생각지 못한 자신의 

정보를 부모와 공유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3.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홈 사용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청소년기 자녀 간 프라이버시 이슈를 

탐색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2 인사용자의 스마트홈 

사용 상황을 수집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주권한자와 

피권한자의 정보접근 차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주권한자와 피권한자의 이슈가 부모와 청소년기의 

자녀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변화를 분석하고 

드큐의 3 가지 프라이버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스마트홈 내에서 프라이버시를 재정의하였다. 3 가지 

프라이버시 정의는 스마트홈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및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정책적 대안 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속에서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정보접근의 권한의 차이를 분석하고 청소년기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기기 

채널 탐색 및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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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valence of insomnia, anxiety and 

depression disorders has exacerbated significantly 

post COVID-19. Treatments such as therapy and 

pharmaceutical interventions exist, however often 

have adverse side effects and are costly. A 

quantitative survey (n = 71) demonstrated the 

need for a non-pharmaceutical, easy-to-use, and 

accessible product that employs the slow 

breathing method. As the field of slow breathing 

is relatively under-explored, an in-depth interview 

(n = 10) was conducted to find the optimal slow 

breathing rate. The results found that inhale 4 

seconds - hold for 4 seconds - exhale 4 seconds 

was the easiest and most relaxing breathing 

method to execute. Based on this research, a 

pneumatic-based huggable tactile aid that 

emulates the optimal human breathing rate was 

developed. By synchronizing one’s breathing to 

the rhythmical inflation and deflation of breaZZZ, 

the users can use breaZZZ as an affordable 

solution to alleviate anxiety and fall asleep. 

Keyword 

Slow Breathing, Interaction Design, Tactile Aid, 

Pneumatic System 

1. Introduction 

Studies show that COVID-19 is associated with a 

surge in anxiety, depression, and insomnia. 

Existing solutions are available on the market, 

however, they often rely on costly pharmaceutical 

treatment and phones that lead to poor mental 

health and sleep quality [1]. Although under-

explored,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slow 

breathing technique is an affordable and effective 

alternative to promote better mental health and 

sleep. The research aims to delve into the efficacy 

of the slow breathing technique, find the optimal 

breathing rate, and employ the method in a 

prototype that can help reduce anxiety, 

depression, and insomnia. 

2. Background 

2.1 Increase in Anxiety, Insomnia and 

Depression Post COVID-19 

A population-based study of insomnia in Canada 

revealed that the prevalence of insomnia 

increased an overall 26.7% from 2018 to 2020 

indicating that the surge in insomnia is associated 

with COVID-19 [2]. Research from China also 

showed a 181.94% and 1431.01% increase in 

students’ anxiety and depression after the 

pandemic [3]. 

2.2 Slow Breathing Techniques as an Adjunctive 
Treatment of Insomnia 

Although there is limited research investigating 

treatment with slow, deep breathing, studies 

reveal that slow breathing techniques in adjunct 

to relaxation techniques and sleep hygiene may 

be a more powerful tool in combating insomnia 

than the prevailing method of using hypnotics 

and other pharmaceutical interventions [4]. 

2.3 Effectiveness of Controlled Breathing 
Techniques on Anxiety and Depression 

In a randomized clinical study, controlled 

breathing exercises improved anxiety and 

depression in patients hospitalized for COPD 

exacerbation [5]. 

3. Survey 

3.1 Purpose and Method 

A qualitative surve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design and the technical goals of the product.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three days via 

Google Forms. 71 respondents, 11 male and 60 

female, mostly in their 20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categories included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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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leeping habits, sleep aid product perception, 

and perception of slow breathing techniques. 

3.2 Results 

95.8% of participants replied that they preferred 

non-pharmaceutical over pharmaceutical 

treatment due to its potential long-term adverse 

effect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olerance 

to the drug. 36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used sleep aid products before. Respondents 

commented that “it has better accessibility than 

medications that can be only prescribed after 

consulting with specialists” and “they preferred 

methods that were easy and simple to follow.” 

83.1% of respondents were willing to use the 

slow breathing method as it appeared to be 

“easy,” “effective,” and have “no side effects.” With 

the gathered data, we established the design and 

technical goal of the prototype as follows: 

• The product shall be non-pharmaceutical

• The product shall be easy and simple to use

• The product shall possess high accessibility

• The product shall employ the slow breathing

method

4. In-Depth Interview

4.1 Purpose and Method 

As limited research was available regarding the 

slow breathing technique, a qualitativ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ost 

effective breathing technique in terms of its 

difficulty and relaxation effect. 10 participants 

took part in this interview, of which 4 were male 

and 6 were female. They were in the age range of 

19 to 24 years old (M = 22.2, SD = 2.1) The 

interview was moderated and conducted in -

person.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four 

breathing techniques were chosen to be tested: 

• Inhale 4 seconds - Exhale 6 seconds (4-6) [6]

• Inhale 4 seconds - Hold for 4 seconds - Exhale
6 seconds (4-4-6) [7]

• Inhale 4 seconds - Hold for 7 seconds - Exhale
8 seconds (4-7-8) [8]

• Inhale 4 seconds - Hold for 4 seconds - Exhale
4 seconds (4-4-4) [9]

First,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use the 

designated breathing technique for 1 minute and 

were asked to give feedback on each breathing 

technique. Second, the participants ranked ranked 

the breathing technique from 1 to 4 based on the 

difficulty and the relaxation effect the method 

had. Lastly, overall feedback on breathing 

technique and the interview is asked. 

4.2 Results 

As demonstrated by the difficulty and relaxation 

effect ratings shown in Table 1 and Table 2, the 4-

4-4 breathing technique was found to be both

the easiest and the most relaxing method to

execute. The most difficult and least relaxing

breathing technique was overwhelmingly the 4-6

method. One participant commented that

“exhaling as soon as I finish inhaling made me run

out of oxygen,” suggesting that users prefer

breathing techniques that require one to hold

their breath. In addition, interviewees that

preferred the 4-4-4 method responded “the same

seconds made it easier to keep count and to do”

indicating that a consistent rhythmical breathing

rate is easier and more relaxing to emulate.

Table 1. Breathing Technique Difficulty Ranking  

Breathing 

Technique 

4-6 4-4-6 4-7-8 4-4-4

M 3.4 2 2.8 1.5 

SD 1.07 0.67 0.92 1.14 

Table 2. Breathing Technique Relaxation Ranking  

Breathing 

Technique 

4-6 4-4-6 4-7-8 4-4-4

M 3.5 2.2 2.3 2 

SD 1.08 0.63 1.06 1.15 

5. Prototype Development

5.1 Prototype Design 

Based on the user research, breaZZZ, a pneumatic 

system-based huggable tactile aid that emulates 

the optimal human breathing rate was chosen as 

the final prototype. The prototype is intended to 

allow users to synchronize one’s breathing to the 

rhythmical inflation and deflation of the prototype,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19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199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viding an affordable solution to alleviate 

anxiety and fall asleep faster. The prototype was 

55 cm in length, 40 cm in width, and 20 cm thick. 

It was designed to be large enough to cover the 

stomach and the chest area when being held. This 

size allows the users to directly feel the inflation 

and the deflation to the stomach and to better 

synchronize to the optimal breathing rate. The 

prototype was fabricated with nylon as the high 

elasticity allows the product to stretch during 

inflation. Bio-bead foams were used to create a 

lightweight, hygienic, and breathable tactile aid. 

As research reveals blue has the most relaxing 

effect on users, blue was chosen as the color of 

the prototype [10].

Figure 1  breaZZZ being used by participants 

5.2 Interface Mechanism 

breaZZZ’s interface is driven by a pneumatic 

system that functions through an Adafruit Crickit, 

Adafruit Circuit Playground Express, an air valve, 

two air pumps, and a PVC balloon. The air is 

inflated for 45 seconds into the balloon through 

the air pump and the air valve to first enlarge the 

prototype. After breaZZZ inflates for 45 seconds, 

an auditory notification alerts the user that the 

product is ready for use. The prototype then 

emulates the 4-4-4 breathing rate by inflating for 

4 seconds, holding the air for 4 seconds, and 

deflating for 4 seconds. This process repeated for 

15 minutes. By hugging the prototype, the user 

can inhale and exhale along with the inflation and 

deflation of the prototype. By synchronizing to the 

slow breathing technique, the user’s anxiety and 

insomnia are expected to be reduced. 

Figure 2  breaZZZ Circuit Diagram 

6. Evaluation

6.1 Purpose and Method 

We conducted a qualitative in-person moderated 

usability testing to evaluate the prototype in terms 

of four categories: ease of use, efficacy, design, 

and overall satisfaction. 3 to 4 questions were 

asked in each category. 10 participants took part 

in this test, of which 3 were male and 7 were 

female. They were in the age range of 20 to 24 

years old (M = 21.4, SD = 1.17) and were 

students from Yonsei University who were 

recruited through personal contact or word of 

mouth. All participants answered that they 

experienced either insomnia, anxiety, or 

de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briefed about 

the prototypes and were given 3 minutes to 

interact with the prototypes freely. After 15 

minutes of usag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the prototype on a 5 points scale. 

Table 3. Usability Test Questions 

Categories Questions 

Ease of Use Q1 Auditory Notification 

Q2 Breathing Guidance 

Q3 Inflation and Deflation 

Q4 Interface Noise 

Efficacy Q5 Insomnia 

Q6 Anxiety 

Q7 Depression 

Design Q8 Material 

Q9 Color 

Q10 Weight 

Q11 Stuffing 

Satisfaction Q12 Overall Satisfaction 

6.2 Results 

Participan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prototype’s breathing guidance and its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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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flation rate. However, the auditory aspect 

of the prototype was perceived negatively with 

most of the participants commenting that “the 

auditory notification was too small” and “the 

motor sound was too noisy to fall asleep.” Most 

participants found that the prototype helped 

alleviate insomnia and anxiety, responding that 

“breathing along with the product made me feel 

relaxed and sleepy,” but found the efficacy against 

depression questionable. The overwhelming 

feedback on the prototype’s design was positive, 

with participants describing the design as 

“calming”, “comforting” or “relaxing.” Negative 

comments regarding the design were that the 

blue color and the nylon textile made the 

prototype “feel too cold.”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prototype was given a 3.85 out of 5, 

indicating other than the auditory aspect that the 

prototype’s ease of use, design, and efficacy was 

primarily perceived positively. 

Table 4. Usability Test Result 

Category Q M SD 

Ease of Use Q1 1.5 0.70 

Q2 4.1 0.57 

Q3 4 0.67 

Q4 3 1.15 

Efficacy Q5 4.3 0.48 

Q6 4.1 0.74 

Q7 3.3 0.67 

Design Q8 3.75 0.63 

Q9 4.35 0.82 

Q10 4.3 0.67 

Q11 4.5 0.71 

Satisfaction Q12 3.85 0.34 

7. Discussion

7.1 4-4-4 Breathing Method 

Usability testing demonstrated that the inhale 4 

seconds - hold for 4 seconds - exhale 4 seconds 

method was the easiest and most relaxing 

breathing technique of the four methods tested. 

7.2 Efficacy on Anxiety and Depression 

Our findings suggest slow breathing technique is 

effective in reducing anxiety and insomnia with all 

participants from both the in-depth interview and 

usability testing giving positive feedback. 

7.3 Efficacy of Tactile Aids 

Usability testing reveals that the design element of 

the tactile prototype such as its size, weight, 

texture, and color has a significant effect in 

reducing anxiety and promoting better sleep. 

8. Limitation and Future Works

8.1 Efficacy on Depression 

Although literature suggests slow breathing 

techniques may be effective for depression, 

usability testing reveals that it had limited effect in 

mitigating depression. Further development is 

needed in the prototype for it to be a contributing 

factor in reducing depression. 

8.2 Interface Insulation 

The insulation that soundproofed the interface 

was under-insulated to soundproof the air pumps 

but was also over-insulated that it blocked the 

sound of the auditory notification. Different 

insulation needs to be incorporated to provide an 

effective auditory experience. 

9. Conclusion

In this study, we presented the design and testing 

of a slow-breathing-based prototype for reducing 

anxiety and insomnia. Conduc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user research allowed us to 

establish design and technical goals and find the 

most effective slow-breathing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totype. The usability 

testing demonstrated that the prototype was easy 

to use, ergonomically designed, and effective at 

reducing anxiety and insomnia without the need 

for guidance or prior education on the method.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breaZZZ is an 

affordable and effective non-pharmaceutical 

alternative to mitigate anxiety and insomnia. The 

study further suggests that the domain of slow 

breathing technique as an anxiety and sleep aid 

should be explored more in-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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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연구에서 우리는 기존의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플랫폼들보다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정보 구조를 제안한다.

우리의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ROS

플랫폼의 하드웨어 모델 조인트 설정, 코딩,

시뮬레이션, 업로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능

구현에 적합한 여러 패키지 및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하며 추가로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도 지원한다.

주제어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UI/UX 디자인 

1. 서 론

로봇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계 구조와 센서로 

이루어져있다. 그 결과, 프로그래밍 구조 또한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래밍 편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있다.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라이브러리 및 디버깅 도구, 활성 

커뮤니티 및 패키지 관리를 제공한다[1-8]. 

그러나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여전히 코드를 

수정하는 데 많은 오류를 일으킨다.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개발되고 있지만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초보자를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만 사용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개발되었다. 오픈소스의 장점으로는 사용자들이 

직접 수정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많은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있다. 대표적으로 

ROS (Robotic Operating System)가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사용자가 있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이다[6-7]. ROS 는 여러 

개발 도구와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며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펌웨어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버전과 라이브러리, 

패키지 간의 호환성이 낮아 입문자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성을 위한 새로운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하며 ROS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펌웨어 업로드 기능을 사용가능하게 

한다. Section 2 에서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리뷰하고 Section 3 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information architecture (user flow, 

hierarchy)를 제안한다.  

2. 관련 소프트웨어 리뷰

최근까지 많은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ROS, MSRS, 

NaOqi, OROCOS, OPRoS 등이 있다. Section 

2 에서 각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의 프로그래밍 방식 

및 커뮤니티 활성화, 상업화 유무를 비교한다.   

표 1. 관련 소프트웨어 비교 테이블 

Programm

ing 

method 

Commun

ity 

commercializa

tion 

ROS Text Active Non 

MSRS Block Active Yes 

NaOqi Text Active Yes 

OROC

OS 

Text Non 

active 

Yes 

OPRoS Text Non 

activ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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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서 보듯이, ‘ROS’ 플랫폼은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하며 오픈소스이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개발사의 홍보와 마케팅으로 인한 

활성화된 커뮤니티가 장점이다.   

MSRS 는 Microsoft 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며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한다. 

고급 개발자들을 위해서 C#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과 시뮬레이션도 지원한다. 

NaOqi 는 페퍼 로봇에 들어가는 OS 이다. 상용 

플랫폼이며 유저가 많고 앱 마켓이 있어 로봇 

테스크를 다운받는 시스템이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보가 제한적이다. 

OROCOS 는 EU 와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방식이며 C++만 

지원한다. 개발 도구, 컴포넌트를 제공하지 않고 

Real-time toolkit 위주의 컴포넌트 실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시간 서비스에만 적합하다. 

‘OPRoS’는 국내에서 개발된 개방형 로봇 서비스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OPRoS'를 도입한 국내 

기업들로는 로봇에버, 퓨쳐로봇, 로보스타, 유진

로봇 등이 있다. ‘ROS’ 가 리눅스 기반 플랫폼인 

것에 반해 ‘OPRoS’는 리눅스와 윈도우를 모두 

지원한다. ‘OPRoS’는 ‘ROS’ 못지 않은 개발도구 

지원과 소스코드가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비용 

그림 1 User flow of softwar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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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커뮤니티 활성화가 부족하다. 

3. 본문

우리 소프트웨어는 현재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OS (Robotic Operating 

software)의 개발 도구, 디버깅 도구, 시뮬레이션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해주면서 인터페이스 기반 

프로그래밍 방식을 제공,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각 

패키지들 간의 버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림 2 Hierarchy of software platform 

우리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업로드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의 동작을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림 1). 

처음에 로그인을 하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존에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다.  로봇의 3D model 파일을 불러오면 

관절을 지정할 수 있고 관절의 회전 축, 힘, 속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각 파트의 무게 및 표면 

마찰력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여러 블록(센서, 

모터, 제어문)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한다.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이 완성되면 소스코드 뷰가 생기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Hierachy 에서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을 

설명하고 우리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하드웨어 모델 

조인트 설정,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업로드로 

구성됨을 설명합니다(그림 2).  

다른 기존의 플랫폼들은 하드웨어 모델 설정이 

없거나 시뮬레이션 기능이 없다. 하지만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 가장 인지도 있는 ROS 

플랫폼은 이러한 기능이 전부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 구현에 필요한 여러 라이브러리 및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Github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아야 하며 각 버전 간의 호환성 문제 및 익명의 

개발자가 제공한 코드에서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점으로 기능 구현에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편의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는 ROS 의 여러 기능을 

다룸으로써 편의성을 제공한다. 우리 소프트웨어는 

ROS 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기에 

information architecture 가 유사하다. 다만, 

텍스트 위주의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블록 코딩 

방식의 인터페이스로 프로그래밍 방식이 바뀐 점, 

ROS 의 여러 기능, 패키지 및 라이브러리 등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다루는 점으로 기존의 

플랫폼보다 사용자 경험(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UX 설계 중 정보구조화를 작성한다.

우리의 새로운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기존의 소프트웨어보다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ROS(Robotic Operating System)의

기능들(URDF 3D Model 불러오기 기능,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펌웨어 업로드)을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사용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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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사회는 코로나 19 팬더믹 이후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은 방역조치차원에서 임시폐쇄 되었 

으며 생활체육인의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안전한 실내체육활동을 위해 VR 시스템 

활용, QR 코드를 이용한 출입 관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실내 체육시설 출입을 위하여 사전 스크리닝 

실시, QR 코드 입출입관리, 사전 방문 예약 기능을 

통해 코로나 19 와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한 입출입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주제어 

코로나 19, 실내체육시설, 사전스크리닝,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채널, 입출입관리시스템, COVID -

19, Indoor sports, pre-screening, mobile 

messenger, Access Management System 

1. 서 론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 팬더믹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거쳐오면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1]. 비대면 사회는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설의 영업 및 

집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이용에 제한을 

주었으며, 방문기록지 작성 등의 여러가지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불러옴으로써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방역조치 차원에서 

임시 폐쇄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근 5 년간 빠르게 

증가하던 생활 체육인들은 참여의 제한으로 참여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2]. 스포츠는 공간과 입지 

중심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 비중이 높고 문을 닫으면 

고객 환불이나 회원유지의 영속성이 어렵다[3]. 

이와 관련하여 체육 분야에서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코로나 19 전후의 운동수행능력평가, 

VR 시스템의 활용, 정책적으로의 해결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 그 

중에서도 안전한 출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QR 코드를 활용하여 방문기록을 하는 등의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5].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단지 

누가 언제 방문을 알기 위한 데이터의 누적일 뿐 

실내체육시설에서 QR 방문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도입은 부족하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온라인 시대를 앞당겼으며, 

이는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어져왔다. 모바일 

메신저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오이즈 앱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점유율이 94.4%로 가장 높다[6]. 

카카오채널(Kakao Talk Channel)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비즈니스에 활용 활 수 

있는 카카오톡 서비스 전용 플랫폼이다. 대기업들은 

기업광고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적극으로 활용 

하여 고객을 친구를 추가하는 등의 마케팅으로 활용 

하고 있으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마케팅에 적극 

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실내 체육시설 출입을 

위하여 사전 스크리닝 실시, QR 코드 입출입관리, 

사전 방문 예약 기능을 통해 코로나 19 와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한 입출입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본문

본 시스템은 프로그래시브웹앱(progressive web 

app, 줄임말:PWA)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Nodejs 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PWA 는 어플리케 

이션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푸시(Push)기능과 

같은 알림 등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참여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과 

연계 하기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형식이 아닌 웹앱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메뉴의 기능 접근은 카카 

오싱크를 이용한 회원정보와 연계하고, 카카오톡 

채널 API 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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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개발 내용으로는 사전 스크리닝 시스템, 

QR 인증 방법, 사전 방문 예약, 고객 운동 관리 

기능으로 구성되어있다. 

2.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 카카오톡채널기반입출입관리시스템구성도 

카카오톡채널기반입출입관리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 과 같다. 본시스템은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실내체육시설 관리자는 전용웹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에 접속하며, QR 

스캐너 전용 PWA 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는 카카오톡채널(smartcare 

for Clupea)을 추가한 후 접속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채널에 접속한 후 방문예정일에 방문을 예약하면 

시설관리자는 방문예약내역을 확인한다. 시설이용 

자가 방문 전 코로나 및 질환관련 사전스크리닝을 

진행하고 방문 시 QR 코드를 출력하여 시설관리자 

의 QR 스캐너를 통해 방문 사실을 확인한다. 

실내체육시설관리자는 실시간으로 방문입장사실을 

확인하고 입장을 안내한다. 

2.2 카카오톡채널 구성 

그림 2. 서비스 사용을 위한 카카오톡채널 

카카오톡채널은 “Smartcare for Clupea”이라는 

명칭으로 비즈니스 채널(그림 2)을 만들었으며, 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카카오 회원가입 및 

카카오싱크 기능을 이용하여 카카오와 개인 회원 

간의 정보를 연동한다. 이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출입관리에 필요한 QR 코드, 사전스크리닝, 내 

운동정보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2.3 입출입시스템 

그림 3. 입출입시스템 흐름도 

입출입시스템은 실내체육시설 이용자가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하여 개인백신인증서를 서비스 서버에 

최초 1 회이상(n 차 백신 투여 시 인증이미지 갱신) 

업로드를 하여 백신 투여상태를 시설관리자에게 

인증을 받는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을 

입장하기전에 사전스크리닝을 진행하고, QR 코드를 

출력하여 시설관리자의 태블릿에서 실행 중인 QR 

스캐너에 인식하여 입장정보를 입력한다. 이 때 QR 

이미지의 경우 캡쳐 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5 분단위로 QR 코드를 

암호화 갱신하여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QR 스캐너는 이용자의 QR 코드를 인식 후 시설 

이용자가 방문 당일 사전 스크리닝을 진행하였는지 

검색하고, 만약 진행하지 않았다면 입장제한 메시지 

를 띄워서 사전스크리닝을 진행 후 입장이 가능하 

도록 한다. 또한 사전 스크리닝 결과 입장이 제한된 

상태일 경우(최근에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한적이 

있다 등) 입장제한 메시지를 출력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한다. 그리고 개인백신인증서 가 업로드 

되었을 경우 확인을 거처 정상군(코로나 19 로부터 

안전한)으로 분류하여 입장을 허용하고, 백신인증서 

를 업로드 하지 않았을 경우, 고위험군 (코로나 19 

로부터 위험한)으로 분류하여 입장을 허용한다. 

2.4 사전스크리닝 시스템 

사전스크리닝 시스템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진행 

하며, 사전스크리닝에서의 결과에 따라 정상군, 

경고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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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전스크리닝 흐름도 

그림 4 는 사전스크리닝의 흐름도이다. 먼저 카카오 

톡 채널에서 사전 스크리닝을 통해서 코로나 19 와 

PAR-Q 의 스크리닝을 검사하여 입장제한, 경고군, 

안전군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 카카오톡채널에서사전스크리닝진행 

PAR-Q(표 1)란  브리티시 컬럼비아 보건부(British 

Columbia Health Department)와 다 학제 간 운동 

위원회 (Multidisciplinary Board on Exercise)에 

의해 만들어진 신체활동 준비 설문지 로 건강 및 

피트니스 시설에 대한 ACSM 표준 및 지침에서 

직접 채택되었으며,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해야하는 

간단한 자체 검사 도구 로 심장, 순환계, 균형, 약물 

치료, 정서 및 관절 문제를 발견이 목적이며, 

일반적으로 트레이너가 건강 기록, 현재 증상 및 

위험 요인을 기반으로 개인의 운동의 안전 또는 

가능한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트레이너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이상적인 운동 

처방을 설계할 수 있다. 

표 1 PAR-Q 설문한국어버전 

질문내용 답 

1.의사가 당신에게 심장질환이 있다고

말하거나, 의사가 권장하는 신체활동만

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신체 활동을 할 때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지난 달에 쉬고 있는 중에도 가슴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어지럼증으로 쓰러졌거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신체활동에 변화가 생기면 악화될 수

있는 관절이나 뼈에 문제(예를들면,

허리나 무릎이나 고관절)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6.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처방받아 복

용하는 약(예를들면,이뇨제)이 있습니

까 ?

예/ 

아니오 

7.신체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본 시스템에서는 PAR-Q 설문결과에서 모든 항목 

에서 “아니오” 라고 답을 했을 경우, 실내체육시설 

입장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예” 

라는 답이 있을 경우, 실내체육시설에서 판단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고위험 군으로 분류하여 고위험 

안전 모니터링 대상자 등록하였다.  단, 감기 나 열과 

같은 일시적인 병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운동을 시작하기에 기분이 좋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중일 경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또한 건강 상태가 

바뀌면 위의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고 

피트니스 또는 건강 전문가에게 알리고 신체 활동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상의하는 경고군으로 

등록하였다. 

2.5 방문예약 시스템 

실내체육시설을 처음 방문하기전에는 사전 방문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불시에 찾아갔을 시 상담자가 없는 경우, 

이용자는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설 

관리자가 방문예정 고객을 놓치지 않고 응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 이용자가 방문 전 사전 방문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방문예약 메시지가 전송이 되며, 시설 

관리자가 일정을 확인 후 방문승인을 하면 방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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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메시지가 대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비대면 

으로 방문예약상담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 방문예약시스템 

2.6 운동관리 시스템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운동했던 기록이 어떤 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출석 

시간도 알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내체육 

시설 관리자는 고객이 어떤 운동을 진행했는지 

입력하거나 현재까지의 진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시설관리자가 고객이 어떤 운동을 

하였는지 입력하고, 월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7. 운동관리시스템 

3.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실제 실내체육시설에 

적용하여 리빙랩을 운영하였다. 리빙랩의 선정은 중 

고등생부터 고연령층까지 다양한 이용자가 있는 

부산 소재의 피트니스센터와, 1:1 전문 퍼스널 

트레이닝숍에서 진행하였다.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실험의 참여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사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에서 업데이트를 

하였다. 의견은 동의를 구한 참가자에 한하여 운동 

후 퇴장 시 1:1 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으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나온 의견은 표 2 와 

같다. 

표 2 리빙랩 사용 의견 

의견 

1.입장시에 “백신인증자입니다.”, “백신 미인증자

입니다.”  라는 말이 불편하다. 입장하는 사람은

그냥 입장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2.사전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입장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종이에 일일히 쓰지 않아도 되서 편하다.

3.사전스크리닝으로 고위험군과 경고군, 안전군을

구분할 수 있는 설문영역이 다양한 질병영역에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

4.코로나 19 가 어느정도 끝난 시점에서 언제까지

입장 QR 에서 백신인증자를 출력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5.운동을 자주 빠지거나 지난번에 어느 부분을

운동했는지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았다.

6.메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UI 가

좀 더 사용하기 편했으면 좋겠다.

7.앱을 따로 설치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카카오톡

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 익숙한 환경이어서

좋았다.

8. 코로나 19 와 같은 팬더믹상황에서 이렇게 입장

시 QR 코드 인증하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이다.

본 실험의 인터뷰에서는 사용자에게 설문조사방식 

으로 진행하지기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하 게 

느낀점을 말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코로나 19 와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 QR 로 입장을 

확인하고, 실내체육시설의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또한 

대상자의 고위험군, 경고군, 안전군을 당뇨, 혈압 

등과 같은 분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시설관 

리자의 의견도 있었으며, 메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서 사용이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8 부산소재의 리빙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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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에서 코로나 19 로부터 안전하게 출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출입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여타 앱과는 다르게 PWA 형식으로 

개발함으로써 앱을 설치하는 부담이 없이 

카카오톡채널을 활용하여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앱보다는 접근성이 더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방문자의 예약을 QR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QR 입장만으로 어떤 고객이 

방문을 했는지 알림을 통해서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정보를 QR 코드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보다 안전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본 시스템은 향후 전문가 사용성 

평가뿐만 아니라 리빙랩 종료 후 본실험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로부터 안전함을 

느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개발하여 보다 정확한 

의견에 대한 통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본 

시스템은 실내측위센서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이동하는 개개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입장 시 

진행한 사전스크리닝, 백신인증 등록에 대한 값을 

기준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률맵을 작성하여 

고위험군의 동선을 시각화 할 것이다. 시각화 한 

바이러스 확률맵을 토대로 방역을 시행하고, 동선 

겹침이 발생한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SMS 가 발송되어 코로나 19 와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본 시스템은 향후 코로나 19 와 같은 팬더믹 상황 

에서 보다 안전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에 참고하고 서비스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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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업 경영활동에 따른 재무적 성과로 기업을 평가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환경,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활동과 더불어 비재무적 

활동으로 기업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재무적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ESG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대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ESG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ESG 정보 공시 방법, ESG 성과 측정방식, 지표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ESG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식 ESG 지표인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활용방안이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식 ESG 지표인 ‘K-ESG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과 기존 대기업들이 발행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텍스트 마이닝 및 대조학습으로 훈련된 

자연어처리 모델을 통해 교차 분석하여 ‘K-ESG 

가이드라인’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주제어 

 ESG, 자연어처리, 텍스트 마이닝 

1. 서 론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과거에는

기업이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통해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해 왔다. 그러나 

현재 탄소배출, 기후변화, 인권 문제, 여성 차별, 고용 유지, 

윤리 경영과 같은 환경, 사회적 문제들이 곳곳에서 화두 

되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함께 비재무적 

활동에 대한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비재무적 활동에 대한 지표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인 ESG 가 활용되고 있다. 

ESG 는 2004 년 UN Global compact 에서 발표한 ‘Who 

Cares Wins’ 보고서[2]에서 처음 등장하여, 2006 년 

UN 에서 제정한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적인 지표인 

ESG 를 고려해야 한다는 Principles for Responsibility 

Investment(PRI)에서 알려졌으며,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가치를 중요시하는 

지속가능금융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반 

투자자, 기업, 기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ESG 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3]. 1 

현재 국내외적으로 ESG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업에서는 기업 경영 전반에 ESG 측면의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으며, 일반 투자자 및 

투자 기관에서는 ESG 를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 및 기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ESG 관련 제도를 

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 에서 ESG 정책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2018 년 이후 직원 500 명 이상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21 년 4 월 적용대상 

기업을 확장하였고, 2020 년 11 월에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실사 제도 의무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50 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2021 년 7 월 

탄소감축 입법안인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바이든 정부의 2050 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일본정부의 ‘2050 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 인도의 CSR 의무화 회사법, 

클린인디아(Clean India) 정책 등이 있으며, 2021 년 6 월 

기준 137 개국이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하는 등, 각 기관 및 

국가에서 ESG 에 관한 노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4]. 

국내에서는 2021 년 금융위원회에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2025 년까지 자산규모 2 조원 이상 

기업, 2030 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2021 년 환경부에서 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2022 년부터 자산 총액이 2 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5]. 

국제사회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다양한 정책 

및 제도로 인하여 ESG 는 현재 기업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 ESG 는 삼성, LG, SK, 

POSCO 등 주요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ESG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각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가 

많지 않으며, 최근 협력사 선정이나 정부조달에 ESG 

수준을 평가하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6]. 따라서 ESG 정보 

공개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공시 방법, 보고서 작성 방법 

그리고 기업의 ESG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 및 지표가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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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ESG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 ESG 

평가지표 개발과 기업의 ESG 보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 년 ‘K-ESG 가이드 라인 v1.0’을 

제정하여 한국식 ESG 지표인 K-ESG 지표를 공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ESG 의 평가지표 개발 및 기업의 

ESG 보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 위해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판단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및 자연어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K-

ESG 가이드라인’과 기존 대기업들이 발간한 여러 

도메인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정성적으로 교차 

분석한다. 추가로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통해 

ESG 평가 항목의 도메인 별 가중치 부여 및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scoring 에 대해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기업의 ESG 활동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 경영 성과에 양(+)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많은 선행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6].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수준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연구[7], 

ESG 활동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재무적 특성 

별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8], 그리고 ESG 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최신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9] 등이 

수행되었으며,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기업의 ESG 경영과 기업의 ESG 

정보공시를 측정하고 기업의 재무성과를 활용하여 ESG 

활동과 정보공시가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국내 연구도 있다[19]. 국외 연구로는 ESG 등급과 

재무 성과 간의 패턴을 찾기 위한 연구[10], ESG 지표 및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상관 관계 파악 및 유럽 공기업의 

주요 재무지표를 예측한 연구[11], 중국 주식 시장의 ESG 

점수와 수익률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12]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업에서 

발간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대량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한 연구[13], 대규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자동 분류한 연구[14]가 

있다. 최근 ESG 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관련 연구를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ESG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교차 분석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 v1.0’ 과 

국내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1 K-ESG 가이드라인 

‘K-ESG 가이드라인’1은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준비 

및 평가 대응을 위해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에서의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 ESG 경영을 평가하는 

국내외 600 개 이상의 지표를 61 개 항목으로 

정리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의 진단 항목은 정보공시의 

형식 및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정보공시 항목, 환경 경영 

목표 및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의 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환경 항목, 사회 경영 목표 및 인권, 

산업안전, 양성평등, 복리후생, 고용 유지, 인재 채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사회 항목, 윤리 경영 및 이사회 구성, 

내부 감사, 주주 배당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지배구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텍스트, 표, 이미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인 

‘K-ESG 가이드라인’에서 텍스트 데이터만 추출하였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숫자 데이터는 일괄 변환하였으며, 

특수 문자 및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3.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기업의 1 년 간 ESG 활동에 

대한 성과 및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협회(KSA)2 에서 제공하는 2002 년 ~ 2021 년 

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수집하였으며 ‘K-ESG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텍스트, 표, 이미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텍스트만을 추출하여 숫자 데이터 일괄 변환, 

특수 문자 및 중복데이터 제거의 전처리 작업을 거쳤다. 

수집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영위 중인 업종을 

고려하여 전자, 자동차, 금융, 중공업, 항공 5 개 도메인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샘플링 하여 활용하였으며 

데이터는 [표 1]과 같다.12 

표 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데이터 

도메인 기업 보고서 수 

전자 
삼성전자 

LG 전자 

14 

14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17 

14 

금융 

부산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7 

10 

6 

10 

14 

1 

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6 

10 

8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7 

8 

Total 156 

[표 1]과 같이 전자(삼성전자, LG 전자), 

자동차(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금융(부산은행, 

1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

bs/bbsView.do?bbs_seq_n=631&bbs_cd_n=30  
2
https://www.ksa.or.kr/ksi/4982/subview.do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1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13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631&bbs_cd_n=30
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631&bbs_cd_n=30
https://www.ksa.or.kr/ksi/4982/subview.do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공업(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도메인의 총 15 개 기업, 

156 개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3.3 데이터 분석 

‘K-ESG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교차 

분석을 위해 1) 형식이 다른 두 데이터가 ESG 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2) 적절하게 서로 관련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키워드 추출을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였다. 키워드 추출을 위해 

한국어 자연어 처리 오픈소스인 KoNLPy[15]를 이용하여 

각 문서의 텍스트데이터를 토큰화 하였고, 키워드 

추출에는 단어의 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하는 빈도(Term 

Frequency) 기반 추출과 그래프 기반 랭킹 알고리즘인 

TextRank[16]를 활용하였으며,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키워드를 시각화 하였다. 

3.3.1 빈도 기반 키워드 추출 

‘K-ESG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 단어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출현한 상위 50 개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키워드를 시각화 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빈도 기반 키워드 시각화 

빈도 기반 키워드 추출 결과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직, 정보, 공시, 경영. 환경, 사회, 

이사회 등이 추출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직원, 사회, 고객, 환경, 경영 등이 추출되었다.  

3.3.2 TextRank 기반 키워드 추출 

TextRank 는 단어 간 동시 출현 그래프를 구축한 뒤 

그래프 랭킹 알고리즘인 PageRank[17]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TextRank 를 활용하여 상위 

50 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시각화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TextRank 기반 키워드 시각화 

TextRank 기반 키워드 추출 결과 K-ESG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직, 정보, 공시, 경영, 이사회, 환경, 

사회, 위원회, 고용 등이 추출되었으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는 직원, 고객, 사회, 환경, 협력, 경영 등이 

추출되었다.  

빈도 및 TextRank 기반 키워드 추출 결과 ‘K-ESG 

가이드라인’ 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모두 적절하게 ESG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문서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비교하였을 때 빈도 기반 

키워드 추출에서는 상위 50 개 키워드 중 사회, 환경, 경영, 

협력, 사업, 관리, 기업 등 17 개의 일치된 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TextRank 기반 키워드 추출에서는 상위 

50 개 키워드 중 사회, 환경, 사업, 협력, 경영, 관리 등 총 

14 개의 일치된 키워드가 추출되어 ‘K-ESG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형식 및 용도가 

다른 데이터임에도 서로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실험

‘K-ESG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교차

분석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항목을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 각 

진단항목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4.1  실험 셋팅 

실험을 위해 ‘K-ESG 가이드라인’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항목만을 추출하였다. 진단항목은 정보공시 5 개, 

환경 17 개, 사회 22 개, 지배구조 17 개로 총 61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영역 진단항목 

정보공시 
ESG 정보공시 방식 / ESG 정보공시 주기 / ESG 정보공시 범위 

ESG 핵심이슈 및 KPI /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환경경영 목표 수립 / 환경경영 추진체계 /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 폐기물 배출량 /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사회 

목표 수립 및 공시 /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 교육훈련비 / 복리후생비 /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 안전보건 / 추진체계 / 산업재해율 /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 협력사 ESG 경영 /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 전략적 사회공헌 /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 이사회 성별 다양성 /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 사내이사 출석률 /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 주주총회 소집 공고 /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 배당정책 및 이행 /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감사부서 설치 /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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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항목 중 분리될 수 있는 요소들은 기존의 

진단항목과 분리된 항목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항목은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신규 채용’, ‘고용 유지’ 로 

실험하였으며, 3 개의 항목 중 하나라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항목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항목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단위로 구분되고 있으나, 실험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하나의 진단항목으로 간주하였다. 

4.2 교차 분석 

기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로 

진단항목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메인 별로 각 진단항목의 

빈도 기반 분석과 진단항목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 

텍스트를 같은 벡터 공간에 맵핑하는 임베딩 기반 분석을 

진행하였다.  

4.2.1 빈도 기반 분석 

진단항목의 빈도 기반 분석은 진단항목의 항목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 직접 등장하면 해당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진단항목 빈도 

기반 분석의 경우 직접적으로 출현하지 않는 항목들이 

다수 존재하여, 5 개 도메인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된 

항목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진단항목 빈도 기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으며, 체크(‘✓‘)기호는 진단항목의 

직접적인 출현을 나타낸다.  

표 3 빈도 기반 분석 결과 

영역 항목 전자 자동차 금융 중공업 항공 

정보공시 ESG 핵심이슈 및 KPI ✓

환경 

환경경영 추진체계 ✓

온실가스 배출량 ✓ ✓ ✓ ✓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 ✓ ✓ ✓

에너지 사용량 ✓ ✓ ✓ ✓ ✓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

용수 사용량 ✓ ✓ ✓ ✓ ✓

폐기물 배출량 ✓ ✓ ✓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 ✓

사회 

목표 수립 및 공지 ✓ ✓ ✓ ✓ ✓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 ✓ ✓

정규직 비율 ✓ ✓

교육훈련비 ✓ ✓

복리후생비 ✓ ✓ ✓ ✓

장애인 고용률 ✓

산업재해율 ✓ ✓ ✓ ✓

전략적 사회공헌 ✓ ✓ ✓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 ✓

지배구조 

사외이사 비율 ✓ ✓

사외이사 전문성 ✓ ✓

이사회 산하 위원회 ✓ ✓

배당정책 및 이행 ✓ ✓

진단항목 빈도 기반 분석 결과 환경, 사회 영역에 비해 

정보공시, 지배구조 영역의 많은 진단항목들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 영역의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배출량 대한 부분은 모든 도메인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폐기물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진단항목들은 대부분의 

도메인에서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모든 도메인에서 환경적인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진단항목은 

금융 도메인에서만 직접적으로 출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각 도메인의 특성 상의 이유로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사회 영역에서는 사회적 활동의 목표 수립 및 

공시는 모든 도메인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회 영역 진단항목의 경우 제한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진단항목의 빈도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 모든 도메인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진단항목은 총 37 개로 진단항목 빈도 기반 분석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정보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제한적이다. 

4.2.2  임베딩 기반 분석 

우리는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대조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문장 임베딩을 수행하는 Simple 

Contrastive Sentence Embeddings(SimCSE)[18]의 

한국어 버전인 KoSimCSE 를 활용하여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 

문장을 같은 벡터 공간에 임베딩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진단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실험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문장 

단위로 분리하였으며, 진단항목과 가장 유사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 문장 10 개를 기준으로 해당 

진단항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진단항목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유사 

문장 추출 예시는 다음 [표 4]와 같다. 진단항목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O’,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X’로 표기하였다. 

표 4 임베딩 기반 분석 예시 

진단항목 문장 유사도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삼성전자는 제품 및 자재의 국내외 물류 운송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0.76 

O 

여기에는 부품공급 협력회사 제품의 사용 물류 

폐기 단계 등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포함합니다 

0.75 

보고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활동데이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매전력 F 가스에 의한 

공정배출 LNG 사용 등에 의한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전력 

F 가스 및 도시가스 등의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거래용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용량에 대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0.75 

삼성전자는 판매 제품 자재 부품 운송의 국내외 

물류 운송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0.74 

이는 모니터의 사용 단계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생산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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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급여 

비율 

급여액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합계 

금액이며 신입사원 인당 평균 급여액은 법정 

최저임금대비 -7 년 대비 생산직 인원의 증가로 

신입사원 인당 평균 급여액이 감소되었습니다. 

0.65 

X 

급여액은 입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합계 

금액이며 신입사원 인당 평균급여액은 법정 

최저임금대비 -7 의 높은 수준입니다. 

0.64 

여기에 포함된 항목 은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입니다 
0.62 

국내 기준 생산 직이 전체 임직원 중 -7.-7 를 

차지하는 직군 구성상 사무직이 많은 여성 

임직원의 비중은 약 -7.-7 수준이지만 여성 

관리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7 년 

기준 전년 대비 -7.-7 늘어났습니다. 

0.61 

급여액은 입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합계 

금액입니다. 
0.60 

  [표 4]와 같이 진단항목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는 문장들을 추출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 온실가스 발생량 포함 등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문장이 적절하게 추출되어 진단항목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여성급여 비율의 경우 급여액, 여성 관리자와 같은 

문장들이 추출되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에서 

여성급여 비율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베딩 기반의 방법을 활용하여 ‘K-ESG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정성적으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으며, [표 2]에서 

제시한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 61 개 항목 중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진단항목만을 제시하였다. 엑스(‘X’) 기호는 해당 

도메인에서 진단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5 임베딩 기반 분석 결과 

영역 항목 전자 자동차 금융 중공업 항공 

정보공시 

ESG 정보 공시 방식 X 

ESG 정보공시 주기 X X X X X 

ESG 정보공시 범위 X X X X X 

환경 

원부자재 사용량 X X 

재생 원부자재 비율 X X X X X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X X X 

재사용 용수 비율 X X 

폐기물 재활용 비율 X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X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X 

사회 

정규직 비율 X X 

자발적 이직률 X X 

여성 급여 비율 X X X X 

협력사 ESG 경영 X 

협력사 ESG 지원 X 

협력사 ESG 

협약사항 
X 

지배구조 

사외이사 비율 X 

이사회 성별 다양성 X 

전체 이사 출석률 X 

사내이사 출석률 X X 

이사회 안건 처리 X X X 

주주총회 소집 공고 X X X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X X X X X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X X 

배당정책 및 이행 X X X 

내부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X X 

빈도 기반 분석 결과의 경우 진단 항목 61 개 중 모든 

도메인에서 38 개 진단 항목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결과를 얻은 것에 비해, 임베딩 기반 분석 결과의 경우 

모든 도메인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은 진단 항목은 4 개의 

항목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재생 

원부자재 비율,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으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통해 진단항목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의 교차 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항목 중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신규 채용, 고용 유지, 

복리 후생, 여성 구성원 비율 등 환경, 사회 영역의 

항목들은 모든 도메인에서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지배구조 영역의 진단항목들은 다른 

진단항목들에 비해 비교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공시 

주기나 범위, 재생 원부자재 비율,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여성 급여 비율,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소집일 이외 개최, 배당정책과 같은 진단항목은 전혀 

포함되지 않거나 대부분의 도메인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도메인 특성 상 금융 업종의 경우 재생 원부자재, 폐기물 

재활용,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항공 업종의 

경우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과 같은 진단항목들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 결과는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들이 모든 도메인에 같은 

기준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양한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준비, 평가 대응, 

정보 보고를 위한 기준으로 ‘K-ESG 가이드라인’이 

일괄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제한사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진단항목의 수정 및 

보완, 도메인에 적합한 진단항목 구성과 같은 개선점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논문은 국내 ESG 의 평가지표 개발 및 기업의 ESG

보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 위해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과 기존 국내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통한 키워드 추출, 시각화, 출현 빈도 및 

KoSimCSE 를 활용한 임베딩 기반 교차 분석을 통해 두 

문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항목의 실효성 판단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추출 결과 ‘K-ESG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모두 ESG 와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포함하고 있었으며, 두 문서의 형식과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위 50 개의 키워드 중 17 개의 키워드가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K-ESG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항목을 활용한 KoSimCSE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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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딩 실험을 통해 두 문서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 사회 

영역의 진단항목에 비해 정보공시, 지배구조 영역의 

진단항목이 비교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내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진단항목 중 대부분의 

도메인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혹은 특정 도메인의 업종 

특성상 진단항목으로 활용되기 적절하지 않은 항목들을 

식별하였다. 따라서 ‘K-ESG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국내 

기업들에게 ESG 가이드라인으로 일괄 활용되기에는 

아직은 제한사항이 존재하며, 진단항목의 수정 및 보완, 

도메인에 적합한 진단항목 구성과 같은 개선점이 

필요하다.  

ESG 는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와는 달리 인간의 판단 없이는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ESG 평가 기관에서 기업의 

ESG 를 평가할 때 업종을 고려하여 각 업종 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각 기관들마다 부여하는 가중치가 

다르며 가중치 부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저자는 향후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론을 고도화하여 여러 ESG 평가 항목과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비교하여 특정 도메인 별 영역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현재 인간의 정성적 평가를 

포함한 ESG 평가가 아닌 알고리즘을 통한 정량적인 ESG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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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가 의인화가 잘 될수록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이라는 문헌조사 내용을 바
탕으로, 반말을 구사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자 경험
을 조사하였다. 실험은 반말을 구사하는 AI를 프로
토타입으로 만들고, 5점 척도 조사를 통해서 가능성
을 확인하고자 했다. 실험 결과, 반말을 하는 AI에 대
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별도로, 
사용자와친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된 시점에서, 특
정 트리거로 인해 반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면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AI, AI 어시스턴트, TTS, UX, 반말

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AI 어시스턴트는 사용자의 보이스 명령을 
인식하여 검색과 예약, 기기 조작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대화형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AI의 목소리, 커뮤니케이션, 
발화방법을 보다 사람처럼 들리게 하는 의인화가 
중요한데, 이는 사용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

한국의 언어문화에는 반말이 있다. 반말은 윗사
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거나, 친근한 사람 간에 
격식을 낮추며 사용하는 일상어이다. 이러한 반
말은대화에 있어 심리적으로 대화의 주체 간 위
계질서를 만드는 인지 현상으로 이어진다.[2]

이에 본 연구는 반말이 사람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문헌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의 관점
에서 AI 어시스턴트와 사용자 간 대화에서 반말에
대한 예상 영향과 조사하고자 한다.

1.2. 연구접근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가 반말을 사용하게 될 경
우의 모습을 영상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AI 어시스턴트
가 반말을 구사하는 시점, 반말 구사 상황에 집중
하고자 한다.

실험은 애플의 아이폰 iOS에서 시리(Siri)가 작동
하는 30초 영상의 프로토타입을 시청한 후, 인터뷰
를통해서 진행한다. 인터뷰는 사용자 입장에서 AI
가태스크를 수행하며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떻게 느껴지는지를 정성적으로 수집한다. 위 과정
을통해, 우려사항, 개선점, 장단점 등에 대해 깊게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의 반말 구
사에 있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음성 인터페이스

음성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자의 음성을 
들은 후 이를 인식하고, 명령을 해석하여 수행하는 
환경을 뜻한다. 이러한 음성 인터페이스는 사용자만 
음성으로 전달하고 시스템은 수행 결과를 문자로 답
하는 방식과, 사용자와 AI가 대화를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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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된다. 위 환경에서 사용자는 음성으로 기
기 제어, 정보 검색을 하게 된다.

음성 인터페이스에서 컴퓨터 시스템은 사용자가 희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야 상호작용
이 구현된다.[3]

그림 1 음성 인터랙션의 상호작용 모형[3] !

이처럼 사용자와 AI의 대화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응용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음
성 신호처리뿐 아니라, AI가 특정 명령 단어가 아닌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요구사항에 대한 컨텍스트를이
해할 수 있도록 지식 베이스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4] 이러한 지식 베이스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음성 인터페이스 지식 베이스 응용 및 실용 상황[4]

2.2. AI 어시스턴트 의인화

사용자와 AI의 대화가 매끄럽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
술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AI가 보다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의인화하는 접근도 그 방법
중 하나다. AI의 개성이 뚜렷할수록 사용자의 심리
는 영향을 받는다.[5]

이는 영화 ‘그녀(Her)’에서 AI인 사만다의 말투에서
드러나는 개성이 사용자의 호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
는 사례와 같다.[6] 이러한 말투의 개성은 AI가 사용
자의 출신지 사투리를 구사할 경우 심리에 영향을
받는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7]

이러한 AI 어시스턴트의 목소리, 말투에 개성을 부
여하기 위한 시도는 기업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삼성전자의 빅스비는 남, 여 성별로 목소리를 변

경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라인의 클로바
는 성별뿐 아니라 친절, 장난스러운, 앙증맞은 성격
의 목소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송인 유인나의
목소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내비게이
션 서비스에서 목소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방송인
과 아나운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목소리를 제공하
기도 한다. [그림 3]

그림 3 기업의 AI 어시스턴트 목소리 설정 UI 화면

2.3. 반말

언어는 국가 및 지역의 문화권을 대표하는 문화 요
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언어는 동일한 문자, 언어를
구사하는 문화권에서도 언어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경
우가 더러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로써 반말이 있다.

언어는 화자, 청자와같이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 관
계에 따라 그 틀이 달라지기도 한다. 반말은 대화 구
성원의 관계에서 질서에 영향을 받아 구성되는 언어
의 틀로써 대우법(待遇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대우법은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
는 규범을 바탕으로 적합한 언어를 골라 구사하는
법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동
체가 대화 구성원에 따라 대우하는 방법이 달라지
는 관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반말은 대화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각자가 인
지함으로써 구현되는데,[2] 여기서 관계는 나이, 지
위에 따른 상하관계 또는 지속된 친소관계로  구분
된다. 상하관계는 서로 간의 나이, 지위가 확인된 시
점에서 한 쪽이 말을 낮추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친
소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된 상호작용에서 친밀한 사
이로 인지된 시점에서 구성된다.[8] 이러한 구성 방
식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4]

그림 4 반말 구성 상호작용 모형

위와 같이, 나이, 지위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대
화 구성원 중 한 쪽에서만 반말을 구사하게 되는 관
계가 성립된다. 하지만, 구성원의 상황이 서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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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반말을 주고받는 관계
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친소관계에구
사되는 반말은 대화 구성원 간 암묵적인 혹은 상호
동의하에 구성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반말은 친밀감
에 긍정적이며, 대화 빈도 향상, 새로운 관계와태도
를 정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9]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의 개성을 표현하며 사용
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말투에 있어, 반말을 구사
하는 경우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제시된 AI
어시스턴트 서비스 중, 사용자와의 관계를 인식하여
반말을 구사하는 상황에 대한 서비스와 연구가부족
하기 때문이다.

3.1. 사용자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와 일정 관계를 수립한 AI 어
시스턴트가 반말을 구사하는 UX  시나리오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 상황
을 고려하여 설정한 시나리오이다.

첫째, 사용자와 AI 어시스턴트의 관계 상황이다. 현
재 AI 어시스턴트는 사용자를 높은 지위, 명령을 내
리는 주체로서 인지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태스
크 수행을 위해 AI 어시스턴트에게 명령을 하게 되
는데, 이때 사용자는 반말로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AI 어시스턴트는 요구사항을 수행한
결과를 화면, 텍스트, 보이스로 전달하게 된다. 이때, 
AI는 결과에 대한 내용과 추천 내용 등을 존댓말로
전달한다. 이는 [그림 4]에서 한쪽의 대화 구성원의
지위가 높은 관계에서 해당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
다.

둘째, AI 어시스턴트가 반말을 구사하게 되는 상황
은 현재에도 가능하긴 하다. 이는 사용자가 AI의 말
투에 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업 서비스에서 제
공하는 특정한 말투를 선택하여 말투를 설정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 이는 사용자와 AI 관계가 자연스럽기 
보다, 사용자의 강제적 명령 및 설정에 따라 구현되는 
반말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연스러운 대화 구성원의 
관계로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대화 구성원 간 관계에 친밀감이 향상되면 반
말이 구성될 수 있다. 이는 문헌조사 및 [그림 4]에서
제시한 대화 구성원 간 친소관계에 해당하는 반말
의 상황이다. 즉, 사용자와 AI의 대화 빈도가 어느 정
도 수준에 다다르면, AI는 암묵적 혹은 사용자와 상
호 동의하에 반말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구성할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 실험을 위해 설정한 시나리
오의 배경 상황 및 사용자의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사용자 시나리오

3.2. 실험방법

본 실험은 상기에 제시된 시나리오 상황에 대해 설
명을 한 후, 실험 참가자에게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진행한다. 이처럼,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것은
사용자와 친밀감이 누적되지 않은 디바이스, AI가
실험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반말을 하는 경우, 피험
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실험 참여자에게 AI를 사용한 지 3달이 넘었고, 그
로 인하여 반말을 구사하며 태스크를 수행하는 AI
를 보고 느껴지는 감정을 간단한 5점 척도와 심층 인
터뷰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본 연구는 5점 척도의 정량 데이터에서는 평균값
3.5 이상 쓸만한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한다. 그리고, 5점 척도에 영향을 미친 내용과 시나
리오에서 고려되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
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이는 본 실험이 실제로 구현된 공간과 상황에서 AI
가 반응하는 간접적 경험을 통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실험 참여자의 개개인이 상상하고 느끼
는 점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반말을 구사하는 시점
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의 보완점을 발굴하
는 목적으로 진행한다.

3.3. 설문내용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
하고자 한다.

첫째, 친밀함 요인이다. 반말로 구성된 대화 구성원
의 관계는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이다. 즉, 대화
구성원 한쪽만 친근하다고 느껴 반말을 구사하게 되
면, 대화 구성원 간 관계 및 태도에 문제가 발생하게

AI 상황 설명

사용자와 
관계

- 하루 2~3회 이상 AI를 사용하며, 총
사용 기간은 3달 이상

- 주로 음악재생, 조명 on/off, TV 채
널 조정 등 간단한 요구사항을 반복하
여 명령하는 중

사용자 

시나리오

- 사용자가 집에 들어오니, AI가 반응
하여 제안을 하는 상황

- AI는 자주 듣던 음악을 먼저 틀었다
며, 괜찮은지 문의하는 상황

- 대화 빈도가 쌓여, AI는 사용자에게
반말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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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9] 따라서, 반말을 구사하는 상황에 대한 친밀
함을 조사한다.

둘째, 대화의 만족감이다. 대화 구성원 간의 상호작
용에 만족감이 없다면, 대화는 더 이상 이어가기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말을 하는 AI에 대
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대화의 매끄러움이다.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
가 쌓여 반말을 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화를 시작하
고 이어가는 상호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대화의 매끄러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넷째, 재사용 의도이다. 다시 반말을 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되면, 대화 구성원으로서 관계의 지속성
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재사용 의도
를 조사하고자 한다.

더하여, 본 시나리오에서 개선될 점과 문제로서 예
측되는 점을 별도로 조사한다.

표 2. 설문내용

3.4. 실험물(컨셉 디자인)

실험을 위해 제작한 UI 디자인은 아이폰에서 Siri가
활성화된 화면이 약 40초간 반복된다. 이 상황에서
Siri가 먼저 대화를 요청한다. 디자인 화면은 [그림
5], 대화 내용은 [표 3]과 같다.

그림 4 실험물 UI 화면 (영상)

표 3. UI 디자인의 대화 내용

4. 실험결과

실험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하
였다. 실험은 [그림 4]의 화면과 [표 3]에 제시된 목
소리 녹음 자료를 조합하여 영상으로 만들고, 이를
보여주며 시작한다. 또한 사용자가 모바일을 사용하는 
시나리오 영상에서 화면을 통해 실험 참가자가사용
자 옆에서 AI와 대화하는 경험을 하도록 통제하고자
했다.

영상을 보고 난 뒤, [표 2]의 질문에 대하여 5점 척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결과는 5점 리커트 척도의 기
준으로 3.5가 넘으면 만족할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실험 참가자의 생
각을 수집하는데 집중하였다. 즉, 간략한 정량적 조
사와 추후 개선해야 할 정성적 데이터를 모아서 결
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1. 설문조사 결과

설문 조사는 총 87명이 참여하였다. 피험자는 AI 어
시스턴트를 사용한 경험자로서 설정하였다. 또한, 
AI 음성 서비스의 사용빈도가 높은 20대(42.3%), 30
대(38.9%)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10]

요인 질문

친밀감 AI가 친근하게 느껴지셨나요?

만족감 AI와의 대화가 만족스러우셨나요?

매끄러움 AI의 대화가 자연스러웠나요?

재사용 의
도

AI와 다시 대화를 나눌 의사가 있나
요?

주관식 위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별도로, AI가 반말
을 구사하는 경우 예측되는 문제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태스크 대화내용

#1 (2~5초) 어 왔어?

#2 (8~12초) 오늘은 날씨가 환절기라 춥더라.

#3 (15~20초) 평소에 듣던 음악 틀어줄까?

#4 (20~45초) (음악 재생)

#5 (32~35초) 이 노래는 괜찮아? 요즘 유행하는
곡이래

#6 (40~43초) 혹시나 필요하면 불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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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서 모든 요인의 평균값은 3.5 이상이었
다. 이에, 반말을 하는 AI 보이스의 사용자 경험은 만
족할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조사한 모든 요인에 대한 실험 참여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참조할 점과 개선할 점을 확인
하고자 한다.

표 4. 설문 조사 결과 (n=87)

4.2. 인터뷰 결과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한 정량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험 참여자의 주관적인 의견을듣
는데 집중하였다. 주관적인 의견은 실험 평가에미친 
요인 혹은 개선해야 하거나 도움이 될 내용에대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주관식 의견으로 수
집한 데이터에서 반복된 의견은 코딩 부호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사용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매개체로서 AI
어시스턴트의 반말은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 친근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가정 형태에서 위
로를 받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서 AI의 역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반말
은 한국 혹은 유사한 문화권에서 사용자 경험에 친
밀감을 올려주어 영어권 AI와 다른 사용자경험을 만
들 수 이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실제 대화하는 느낌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터
랙션이 보다 유연하게 느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반말에서는 축약되는 표현이 다소 많기
때문에 대화의 과정이 신속하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
다고 했다. 이에 명령어 서비스 이용 시, 존댓말은문장
이 길어서 듣는데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반말은 
보다 빠르게 전달되어 AI와 대화가 쉽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고 의견을 수렴해 주기 때문에 기존 AI보다 편안하
게 느껴졌다고 하였다.

셋째, 반말은 표현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색다른 답
변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답변의 경우, ‘응’, ‘어’, 
‘그래’, ‘알겠어’ 등 확인 답변만 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기계화된 대
화의 형태보다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
시되었다. 또한, 친구 사이에서 반말로 주고받

는 대화에 추임새가 있는데, 이는 ‘으응?’, ‘어허’, ‘헤
~’ 등 상대방의 말에 반응을 표한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서비스에 적용한다
면 대화가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AI가 반말을 하기 전,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할것
으로써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으로, ‘말 놓을
까?’, ‘말 놔도 괜찮아’ 등 친근하다고 느끼면 말을
놓아도 괜찮다는 의사 표현이 있기 전에 말을 쉽게
놓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되었
다. 또한, 처음부터 말을 놓게 한다면, AI가 어른,상
사와 같은 윗사람의 입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것을 인지하여야한다
고 했다. 즉, 사용자와 관계 형성을 맺으면서 대화 빈
도가 높아졌어도, 특정 트리거가 있기 전에는반말을 
쉽게 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고객의 서비
스 사용 흐름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더 잘사용할 방
법을 알려주고, 고객이 진심으로 필요한것을 미리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솔루션인 ‘선제적 대응 기
술’은 온라인 서비스의 트렌드 중 하나이다.[11] 이러
한 선제적 대응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어느 정도 
친밀감이 누적된 시점에 선제적으로 AI가 반말의 합
의를 구하게 된다면, 사용자를 더잘 이해하는 서비스
로서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한다.

다섯째, 반말은 사용자가 AI의 연령대, 성별, 성격을직
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제
시되었다. 예를 들어, 20대의 경우, 친구 간에 욕설과 
비속어가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반말은 친한 사이일
수록 구현되는 언어문화이기 때문에, 같은 반말을 구
사한다 하더라도 연령대, 성별에 따라 적용되는 반
말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을 호출하는 언어도 연령별로 다
르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젊은 세대의 경우, ‘헤이’, 
’야’와 같은 표현으로 사람을 부르나 연령대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어이’, ‘여보게’, ’자기’ 등의표현을 사
용하는 점도 연령별 반말 형태의 차이로써 제시되었
다.

5. 결론

본 연구는 AI 어시스턴트가 반말을 구사함에 따라,
보이스 명령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가 느끼는 긍정
적인 측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 내용은
사용자가 AI에게 느끼는 친밀감, 만족감, 매끄러움,
재사용 의사를 확인하는 5점 척도를 통해, 반말을 하
는 AI 음성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거부감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수집한 주관식 답변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분류하였을 때, 기기와의 직접적이고 반복적
인 대화를 통해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
게 하며, 이러한 점이 외로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동시에, 존댓말을 사용하는 음성

요인 평균

친밀감 3.65

만족감 3.59

매끄러움 3.64

재사용 의도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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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의 경우보다 유연한 인터랙션이 가능하여 원활한 
대화 전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말이 길고 어려운 존댓말의 특성을 대신해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짧고 간결하게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AI와의 대화가 신속하고 편
리할 것이라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표현의 
방식이 다양한 반말의 특성상 대화를 할 때마다 매
번 색다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
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시 느끼게 될 기대감과 같이 
긍정적인 영향이 유발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화 집단의 연령대, 성별을 고려하여 집단에 따라 
반말의 형태와 수용 정도가 다름을 인지하는 것 역
시 중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AI와 사용자 간에 반말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특정 트리거를 통한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는 급작스러
운 반말이 사용자 경험에 부정적이 될 것임을 예측
하는 의견으로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이 반말을 구사하는 AI가 사용
자 경험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사
용자와 대화 빈도 및 특정 명령 트리거로 인하여 반
말을 사용해야 하는 명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
가 부족하였다. 이에, 추후 연구로서 반말을 시도하
는 시점에 관한 트리거에 대하여 연구를 지속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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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가상현실 기반의 사회불안장애 치료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가상현실 

기반 사회불안장애 치료 프로그램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SAQ 상황 요소, 양방향 소통, 비언어적 

모달리티를 시나리오 디자인에 반영하여 새로운 

가상현실 기반 사회불안수준 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2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용자 연구 

결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고불안 그룹과 저불안 

그룹이 느낀 사회 불안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터뷰 결과는 VR 시나리오의 상황, 

대사, 목소리, 표정, 제스처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실험자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유도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가상현실, 사회불안장애, 시나리오 디자인 

1. 서 론

가상현실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경험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SAD) 치료 

분야에서도 가상현실 (VR)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가상현실 환경은 전통적인 치료 기법에 비해 실제와 

유사한 사회적 상황을 재현할 수 있고,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 연구[1]는 

VR 게임 콘텐츠를 통해 사회불안장애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플랫폼을 제안했고, 피실험자들의 

생체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한 점진적인 

치료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존의 가상현실 

기반 사회불안장애 치료 프로그램은 내담자와 

가상현실 환경이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가상현실 시나리오 디자인에 있어 

과학적 근거의 부재, 내담자와 아바타간의 단편적인 

상호작용, 아바타의 언어적/비언어적 모달리티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의 부재가 서로 다른 

원인으로써 가상환경의 상호작용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내담자가 가상환경 안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팀은 SAQ 상황 요소, 양방향 소통, 비언어적 

모달리티를 포함하는 가상환경 기반 사회불안장애 

감지 프로그램을 직접 디자인하였고, 사용자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두 그룹 (고불안, 저불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두 그룹이 느낀 사회 불안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 경험 인터뷰 

결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VR 시나리오에 반영된 

양방향 소통, 비언어적 모달리티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2. 가상환경 시나리오 디자인

2.1 SAQ 상황 요소

가상환경 내에서 내담자가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회불안 수준에 상응하는 

불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특정 

시나리오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느낄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행 연구[2][3]를 

보면, 단순히 가상환경 시나리오 상황을 서술하고 있을 

뿐 그러한 시나리오를 디자인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 불안 요소를 시나리오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의도한 상황에서 내담자의 

불안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불안 

요소로는 Social Anxiety Questionnaire (SAQ)의 

5 가지 상황 요소 (사교활동, 수행평가, 이성관계, 

비난무시, 자기주장)를 사용했으며, 이를 시나리오 

곳곳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내담자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그림 1). 예를 들어, 면접 

시나리오에서 피실험자의 응답에 대해 아바타가 “흠.. 

그건 조금.. 그게 다에요? 다른 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디자인하여 SAQ 중 비난무시 상황 

요소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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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양방향 소통 

선행 연구[1-4]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내담자와 아바타의 상호작용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 연구[2]는 총 12 개의 시나리오 상황을 

구성했지만, 모두 단편적인 상호작용만을 담고있었다. 

이러한 일회성 시나리오는 연속적인 대화가 오가는 

현실에서의 상황과 거리가 멀다. 이는 내담자의 몰입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된 

상황의 연속이 아닌 하나의 상황에서 이어지는 소통을 

구현함으로써 내담자의 몰입감을 높이고 그로 인해 

효과적으로 불안을 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처럼 

전체 시나리오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구성하였으며, 

하나의 단계는 아바타가 정해진 스크립트대로 

이야기를 한 후 그에 대해 피실험자가 응답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러 단계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도록 구현함으로써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팀이 디자인한 2 개의 

시나리오는 각각 6~7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3 비언어적 모달리티 

시나리오에 언어적 모달리티 뿐만 아니라 감정과 

제스처의 비언어적 모달리티를 함께 구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폴 

에크만의 6 가지 감정(분노, 혐오, 두려움, 행복, 슬픔, 

놀람)[5]에 무표정을 더하여 7 가지 감정을 표현했고, 

긍정, 중립, 부정을 나타내는 20 가지 다양한 제스처를 

구현했다. 특히 부정적 제스처를 통해 사회적 거절의 

단서를 표현하여 피실험자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턱을 괴며 아래를 

쳐다보는 제스처는 아바타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여 피실험자의 불안을 자극할 것이다. 이러한 

제스처는 직접 포즈를 취하는 과정을 거쳐 실재감있게 

구현되었고, 피실험자의 몰입을 이끌어낼 것이다. 

감정과 제스처의 비언어적 모달리티는 그림 1 과 같이 

시나리오의 각 장면마다 알맞게 배치되었다. 

3. 사용자 연구 설계

피실험자는 VR 헤드셋(HTC VIVE Pro Eye)을 착용한 

채로 실험을 진행하며, 실험 전 실험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다. 

실험이 시작되면, 피실험자는 SAQ 를 통해 사회 불안 

수준을 점검한다. 이후 VR 첫 번째 시나리오를 

체험하고 사용자 경험 설문(사후처리[6], IPQ[7], 

AEQ[8])에 응답한다. 또한, 자신이 참여한 VR 

시나리오의 녹화 영상을 연구진과 함께 청취하면서 

불안 상황에 대한 이미지 재구성을 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을 거친다. 동일한 과정을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반복한다. 전체적인 연구 과정은 그림 4 와 같다. 

3.1 실험 참가자 

주 실험군은 20 대로, 교내 포스터 전단을 통해 

모집하였다. 사회 불안 장애가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발현된다는 관련 연구[9]에 따라 사회 불안 장애가 

발병한 개인을 초기에 진단하고자하는 목적에 있어 주 

연령을 20 대로 선정하였다.  

3.2 VR 시나리오 

그림 2. 새로운 모임 시나리오 VR 화면 

그림 3. 면접 시나리오 VR 화면 

본 연구팀은 주 실험군인 20 대의 불안을 가장 잘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새로운 모임(그림 

2)과 면접(그림 3)을 시나리오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시나리오에 따라 아바타와의 거리를 다르게 설정하고

그림 1.   가상환경 시나리오 디자인(왼쪽)과 환경 디자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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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에 맞도록 배경을 구현했으며, 연령대에 맞는 

목소리를 입힘으로써 피실험자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다. 아바타가 정해진 스크립트대로 

이야기를 한 후에 피실험자가 응답을 해야할 상황이 

오면 화면에 글자가 나타난다 (그림 2,3 의 오른쪽). 

3.3 설문, 인터뷰 

표 1. 설문, 인터뷰 디자인 

Step 1. 기본 인적사항 & 사용자 경험 

1-1. 기본 인적사항

•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1-2. 사용자 경험

• 면접 경험, 새로운 사람과의 그룹활동 경험

Step 2. 사회불안척도 SAQ 

2-1. 5 가지 상황요소에 대한 사회불안척도 (7-Likert)

• 각 상황 요소별 6 문항

Step 3. 사후처리 설문 PEPQ-R 

3-1. VR 프로그램을 통해 야기된 불안수준 (7-Likert)

• 9 문항

Step 4. IPQ, AEQ 

4-1. VR 체험 과정에서의 실재감과 감정 (7-Likert)

• 실재감 3 문항

• 긍정적 감정 3 문항, 부정적 감정 3 문항

Step 5. 이미지 재구성 

5-1. VR 녹화 영상을 청취하며 인터뷰 진행

• 이 장면에서 얼마나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까?

• 이 장면이 자신의 실제 경험과 일치합니까?

• 아바타의 제스처나 표정이 자연스러웠습니까?

피실험자는 실험에 앞서 기본 인적사항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설문을 작성한다. 사용자 경험은 본 

연구팀이 디자인한 시나리오 상황에 해당하는 면접과 

새로운 모임에 대한 경험을 포함한다. SAQ 는 

피실험자의 사회불안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각 상황 

요소별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처리 설문은 

VR 콘텐츠를 통해 야기된 불안 수준을 측정할 수 있고, 

IPQ 와 AEQ 는 VR 체험 과정에서의 실재감과 감정을 

측정할 수 있다. 모두 7-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한다. 

이미지 재구성 단계에서는 표 1 의 질문을 포함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장면에 대한 피실험자의 경험을 리뷰한다. 

4. 사용자 연구 분석

4.1 피실험자 SAD 집단 분류

피실험자는 20 대 남성 3 명과 여성 9 명으

로 구성되었고, 실험 전 SAQ 를 통해 측정한 피실험

자의 사회 불안 수준에 따라 두 그룹 (고불안 그룹, 

저불안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두 그룹은 중위값

(4.23)을 기준으로 분류되었으며, Mann-Whitney U 

test 를 통해 두 그룹 간 SAD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표 2. SAQ 결과에 따른 두 그룹 

명 평균 Statistic p 

고불안 그룹 5 115 
0.00 0.006** 

저불안 그룹 7 94.7 

4.2 사용자 경험 설문 

VR 실험 이후 수집된 사용자 경험 (사후처리) 설문 

결과가 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 를 실시하였다. 

표 3. 두 그룹 간 사후처리 Mann-Whitney U test 결과 

Statistic p 

시나리오#1 4.00 0.03* 

시나리오#2 5.50 0.061 

표 3 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사후처리 점수는 VR 

콘텐츠를 통해 많은 불안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 데이터 분포를 살펴보면 고불안 그룹의 사후처리 

점수가 저불안 그룹에 비해 높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의 왼쪽). 이는 VR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자신의 사회 불안 수준에 상응하는 불안을 

잘 이끌어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p 값이 0.05 에 근사하고, 

데이터의 분포도 고불안 그룹이 저불안 그룹에 비해 

높은 점수대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의 오른쪽). 또한, 두 그룹의 사후처리 점수가 첫 번째 

그림 4.   사용자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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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면접이라는 상황이 그룹에 관계없이 모든 

피실험자들의 불안 요소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시나리오별 사후처리 설문 결과 

4.3 인터뷰 

이미지 재구성 단계에서 수집한 인터뷰에 대해 정성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답변이 끝나면 다른 질문을 하며 

상황이 이어져서, 혼자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

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몰입감이 왔다”는 응답은 

본 연구팀이 디자인한 양방향 소통이 피실험

자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남자 면접관이 턱을 괴거나 한숨

을 쉬는 등 부정적인 제스처를 보일 때 불안했다.” 

“말을 하고 나서 여자 면접관이 팔짱을 끼는 제스처에

서 불안함을 느꼈다.”는 응답은 비언어적 모달리티

가 피실험자의 불안 수준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작용

했음을 의미한다. "자기 소개를 할 때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오면서 떨리는 감정이 평소와 비슷했다.”라는 응

답에서 VR 시나리오 상황이 피실험자의 경험과 

일치하여 실재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시나리오의 한계점도 존재했는데, "시선을 한 

곳에만 두는 것보다 잠깐 이동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말을 할 때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는 

부분이 부자연스러웠다.”는 응답을 통해 본 연구팀이 

제안한 시나리오에서 개선할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SAQ 상황 요소, 양방향 소통, 비언어적 

모달리티를 포함하는 가상현실 기반 사회불안장애 

감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VR 시나리오가 

피실험자로 하여금 자신의 불안 수준에 상응하는 

불안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했음

을 보여주었다. 추후 시나리오의 한계점을 개선

하고 장기간의 사용자 연구를 통해 피실험자를 추

적하며 사회불안수준의 호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

다면, 본 

연구팀이 제안하는 시나리오가 사회불안장애 치료의 

단계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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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의 가상환경 실재감 향상모델을 위한 제자리걸음 방식에 

따른 사용자 경험 비교 연구 
Comparison Study of User Experience on Walking-in Place Locomotion 

for Virtual Reality Universal Design 

요약문 

가상 현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동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장애 유무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자리 걸음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이동 조작 방식과 제자리 걸음 자세의 

다양한 조합이 사용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동 조작 방식은 팔 

흔들기 방식과 다리 들어올리기 방식을, 제자리 

걸음 자세는 앉은 자세와 서있는 자세를 대상으로 

한다. 총 20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특정 제자리 

걸음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룬 모든 제자리 걸음 방식이 

사용자 경험적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대등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가상 현실, 현장감, 유니버설 디자인, 사용자 경험 

1. 서 론

가상 현실(VR)은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사용자가 

‘그곳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 매체이다. VR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상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컨트롤러에 의존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걷는 방식(Walking-in Place)으로 

움직임을 구현함으로써 현장감을 증진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2]. 반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이와 같은 워킹 방식의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용하는 모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소외 해소를 목표로, 걸음이 힘든 

사용자도 앉은 상태에서 팔의 움직임을 통하여 VR 

환경에서의 현장감을 높일 수 있는 유니버설 

인공지능 모델(universal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효과적인 모델 

구축을 위하여 앉은 자세로 팔 흔들기 방식이 

보편적인 제자리걸음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였다. 

한편 제자리걸음의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동에 다리를 사용하는지’ 또는 ‘팔을 

사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앉아서 VR 을 사용하는지’ 

또는 ‘일어서서 사용하는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각 변수, 그리고 변수들의 조합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통찰이 

필요하였다. 이에 서로 다른 (1) 제자리 걸음 움직임 

방식과 (2) 제자리 걸음 자세 유형이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사용자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용자 연구를 통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앉은 자세로 팔 흔들기 방식’의 강점과 

한계를 파악한 후 얻어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유니버설 모델의 보완방향을 설계하기 위함에 있다. 

2. 선행 연구

Calandra 는 팔 흔들기, 트레드밀, 일반적인 

제자리걸음 방식 간의 효과를 비교하였다[3]. 팔 

흔들기 방식이 순수한 오락이 아닌 교육, 치료 

목적으로 설계된 VR 게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적용성이 높은 이동 방법인 반면 더 신체적인 

수행력이 요구되는 VR 응용 프로그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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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용자 연구에 사용된 제자리 걸음 움직임과 

자세 조합. 왼쪽부터 ‘앉아서 팔 흔들기’, ‘서서 팔 

흔들기’,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서서 다리 

들어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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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드밀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게임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가상 환경 이동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n 은 여러 제자리 

걸음 방식의 특징 이해를 목표로 네 가지 제자리 

걸음 조작 방식을 비교하였다[4]. 결과로서 이동을 

위한 신체의 움직임이 적은 방식에서 사이버 

멀미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선행 연구의 접근을 따르되, 이동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하여 변인 조합을 달리하며 사용자 경험을 

비교하기로 하였다.  

3. 실험 설계

3.1 변인

실험의 독립 변인들은 피험자의 가상 현실 

환경에서의 이동을 조작하는 방식(locomotion) 과 

피험자가 취하는 자세(position)다. 우리는 전자를 

피험자간 독립 변인으로 두고 후자를 피험자내 독

립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총 20 명의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제자리에서 팔을 앞

뒤로 흔들어서, 다른 그룹은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어서 움직이게 하였다. 각 실험은 총 두 번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험자는 첫번째 세션에

서 앉은 상태 또는 서있는 상태 중 하나의 자세로 

컨텐츠 내의 과제를 먼저 수행한다. 과제 종

료 후 두번째 세션에서는 제자리 걸음 자세를 

바꾸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다. 이 때 제자리 

걸음 자세 순서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험자의 자세 순서를 교차하여 진행

하였다. 

실험의 종속 변인은 가상 환경에서의 사용

자 경험으로서 총 6 가지 요소가  측정되었다. 사용

자가 가상 환경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총체적인 

경험을 사이버 멀미, 현장감, 컨텐츠에 관해 느

낀 감정, 안전 정도,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나누

어 설문과 가상 환경 기기 데이터의 형태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독립 변인과 변

인 조합별로 비교함으로써 각 방식이 사용자 경험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종

속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3.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기기 및 컨텐츠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HTC VIVE PRO EYE HMD, 

손 컨트롤러, 다리 트래커 그리고 방향 조작을 위한 

허리 트래커다. 모든 피험자는 HMD 와 허리 

트래커를 착용하였다. 다리 들어올리기 그룹은 

추가로 다리 트래커를 착용하였고 팔 흔들기 그룹

은 다리 트래커 대신 손 컨트롤러를 착용하였다(그

림 1). 단, 앉은 상태에서 팔 흔들기 방식을 사용

한 집단에게는 다리 움직임이 어려운 사용자라는 

가정 하에 몸을 틀어 방향을 전환하는 대신 

손 컨트롤러의 버튼을 눌러 방향을 조작하게 하였

다. 실험 컨텐츠는 유니티 3D 게임 엔진으로 제

작한 과제형 체험 게임이다. 과제는 피험자가 방에 

있는 보석을 모두 모아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내

용이다. 피험자가 직진 및 좌우 방향 회전을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경로를 디자인하였다(그림 2). 

3.3 데이터 수집 

피험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착용 기기들의 x, 

y, z 좌표 데이터와 회전 데이터를 초당 90FPS 

로 수집하였고, 개별 세션 종료 후 피실험

자를 대상으로 이동 조작 방식과 수행 자세에 

대한 경험을 설문 형태로 조사하였다. 가상 환

경에서 느낀 실재감, 피로도, 감정, 안전하다고 느

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목적으로 구

성된 총 63 개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설문 지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SSQ)

시뮬레이터 멀미 측정에 사용되는 지표로 변수 간 

멀미 정도 비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5]. 멀미 

정도를 0 이상 4 이하의 점수로 측정하였으며, 

제시된 연산법에 따라 종합 점수와 하위척도 점수를 

계산하였다. 

• Igroup Presence Questionnaire (IPQ)

가상 환경 내에서의 존재감 정도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6]. 항목은 0 이상 6 이하의 

점수를 가진다. 

• Game Experience Questionnaire (GEQ)

게임 플레이어의 기술과 참여에 관한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나는 여행에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와 같이 주로 게임 경험에 대한 

감정을 문항으로 한다.실험에서는 게임 진행 중 

경험(in-game)과 게임을 끝낸 후의 경험(post 

game module) 모듈이 사용되었다[7]. 각 항목은 

0 이상 4 이하의 점수이다. 

• 안전 관련 문항

그림 2 실험 컨텐츠의 도면(위)과 사용자 입장에서 본 

컨텐츠의 모습(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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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환경이 보이지 않는 VR 특성상 피험자는 

충돌에 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사용자의 

위치가 무의식적으로 변화하는 것(Involuntary 

Position Shift)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감 정도를 

0 이상 4 이하의 점수로 묻는 질문 두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실험 도중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까?’와 ‘실험 도중 벽이나 

물체에 부딪힐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까?’ 이다. 

4. 분석 결과

4.1 타 방식에 상응하는 ‘앉아서 팔 흔들기’

모델의 사용자 경험 증명 

각 변인이 가상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동 조작 방식 ‘팔 흔들기 방식’과 

‘다리 들어올리기 방식’을 사용한 집단 간의 

SSQ 종합점수, SSQ 하위척도 점수, IPQ 하위척도 

점수, GEQ 하위척도 점수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움직임 수행 자세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에서도 앉은 자세와 서있는 자세가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앉아서 팔 흔들기’, ‘서서 팔 흔들기’,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서서 다리 들어올리기’ 

네 가지 변인 조합에 대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또한 SSQ, IPQ, GEQ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모든 제자리 걸음 방식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대등한 수준이라는 결과는, ‘앉아서 팔 

흔들기’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개발될 경우 

일반적인 보행방식을 포함한 타 방식에 상응하는 

실재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음을 

가리킨다. 

다만 SSQ 종합과 하위척도, IPQ 하위척도에서 

집계된 점수를 시각화한 결과 ‘앉아서 팔 

흔들기’방식을 사용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미약하게 SSQ 가 높고 IPQ 가 낮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그림 3).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앉아서 팔을 흔든 그룹이 회전이동시에 신체를 

돌리지 못하고 컨트롤러의 버튼을 눌러야 하였던 

조건이 멀미현상을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VR 공간에서 멀미는 실제 움직임과 

가상 환경 내에서 보여지는 시각정보 간의 부조화 

때문에 발생[8]하는데, 신체를 고정한 채로 

회전하는 방식이 멀미를 일으켜 가상 공간 내에서

의 몰입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였다. 우

리는 이러한 앉아서 팔 흔들기 방식의 비 직

관적인 회전방식을 유니버설 모델 개발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각 방식이 명확하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회전방식을 개선한다면 보편적인 보행방식과 유

사한 방식에 상응하는 실재감을 앉아서 팔을 흔

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크다. 

4.2   안전 측면에서 앉은 자세 방식의 강점 

앉은 자세와 서있는 자세 간에 사용자의 무의식적

인 위치 변화 정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HMD 

좌표 데이터로 피험자의 평면상 움직임을 밀도 그

래프로 나타냈다(그림 4). 앉은 자세에서 피험자의 

위치가 시작점(0,0)으로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서있는 자세에서는 크게 변하였다(오른

쪽 위, 오른쪽 아래). 또한 단일 중심점(밀도가 큰 

지점)을 지니고 있는 앉은 자세와 달리 서있는 자

세에서는 중심점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이는 제자

리 걸음 중 지속적으로 중심이 변하였음을 의미한

다.  

무의식적 위치 변화(IPS)에 대한 불안감 또한 

서있는 자세보다 앉은 자세가 명확히 낮았다. 

서있는 자세(평균=2.17, 표준편차=1.13)에서 

계산된 IPS 불안감 문항의 평균점수가 앉은 

자세(평균=1.05, 표준편차=1.06)에서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38)=-3.25, p<.01 (그림 5). 

특히 ‘실험 도중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

다’에 대하여 서있는 자세(평균=2.15, 표준편차

=1.42)와 앉은 자세(평균=0.65, 표준편차

=1.23)가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8)=-3.57, p<.001. 

가상 환경에서의 무의식적인 위치 변화는 충돌이

나 넘어짐과 같은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고, 

사고 가능성에 대한 사용자의 불안은 VR 경험 

동안의 몰입을 약화시킨다[9]. 따라서, 위 결과는 

그림 3 방식별 SSQ 와 IPQ 점수(A: SSQ 종합, B: SSQ 하위척도, C: IPQ 하위척도 평균). SSQ 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멀미가 심하고, IPQ 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상 환경에서의 존재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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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불안과 그로 인한 몰입 저하 

측면에서 앉은 자세가 서있는 자세보다 강점을 지

니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이동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가상 환경에서의 

현장감을 포용하는 제자리 걸음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이동 조작 방식과 수행 자세를 

조합한 다양한 방식의 사용자 경험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용자 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서있는 자세 기반 방식은 앉은 자세에 비하여 

무의식적인 위치 변화 정도가 뚜렷하게 컸으며 

사용자의 불안감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앉아서 팔 흔들기 방식이 타 방식에 

상응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과 안전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음을 증명함에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앉아서 팔 흔들기 방식의 잠재적 한계를 

발견함으로써 유니버설 가상 환경 설계 방향에 대

한 통찰을 제공함에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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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온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Virtual Reality 

(VR)는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VR 대중화의 큰 걸림돌인 사이버 멀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 멀미 예측 모델 

구축을 제안한다. 18 명을 대상으로 user study 를 

진행하여 사이버 멀미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 (SSQ)와 Fast 

Motion Sickness Scale (FMS)의 설문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FMS 응답은 사이버 

멀미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했다. 

우리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를 

활용하여 사이버 멀미를 예측하였다. 우리의 모델은 

77.18%의 정확도를 보였다. SSQ 응답을 분석한 

결과, VR 체험 전후로 p<.001 의 유의미한 사이버 

멀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높은 정확도로 사이버 

멀미 예측이 가능해진다면, 사용자의 VR 체험 중 

사이버 멀미를 방지함으로써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고 VR 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VR 의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Virtual Reality, Cybersickness, CNN, SSQ, FMS 

1. 서 론

1.1 연구 배경

코로나 19 를 거치면서 온택트 시대가 도래했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의하고 수업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장벽이 낮아진 

대중들은 보다 다양한 경험을 찾아 나섰고, 

자연스레 가상현실에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되었다. 가능한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받게 

메타버스는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 1992)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며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universe)를 합성하였다. 사람들이 

가상현실 공간에 모여 있지만 실제 현실세계처럼 

행동한다는 개념이다. 

게임과 공연 관람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또는 

디지털 헬스 케어 등 여러 분야로의 활용이 

기대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에 대한 탐색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가상 현실의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VR 

기술과의 혼합이 주목받고 있다[1].  그 대표적인 

예로는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가 

있다. VR 기술은 기대되는 활용도에 비해 상용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비용 문제를 제외하고 

VR 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한 사이버 VR 의 기술적 한계로 

멀미(cybersickness)이다[2]. 사이버 멀미란 

디지털 기기 화면의 빠른 움직임을 보면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는 증상이다. 보다 빠른 

메타버스의 상용화 및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멀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2 연구 목적 

멀미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감각 갈등 이론이며, 시각으로 입력되는 

정보와 전정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멀미 증상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3]. VR 

콘텐츠를 제작할 때 몰입 저해요소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사이버 멀미는 대표적인 몰입 저해요소다[3, 

4]. 본 논문을 통해 사이버 멀미 예측 모델을 통

한 사용자의 VR 경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

다. 

1.3 선행 연구 

Jung et al. [5]은 사이버 멀미를 겪을 때 발생하는 

생체 신호 데이터를 CNN 으로 분석하였다. CNN 은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생체 신호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바꾸는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집할 센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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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방식으로 전처리를 거치면,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Kim et al. [6]은 사이버 멀미를 겪을 때 발생하는 

생체 신호를 예측하는 다중 분류 모델링에서 

CNN 으로 87.13%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연구에서는 Leaky Rectified Linear Unit (ReLU) 

활성 함수, Adam Optimizer, Max Pooling 등의 

hyperparameter 를 조정하여 정확도를 높였다. 

Islam et al. [7]은 CNN 과 Long-Short Term 

Memory (LSTM) 모델을 결합하여 생체 데이터를 

예측하였고, 97.44%의 정확도를 보였다. 나아가, 

미리 훈련된 CNN-LSTM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이버 멀미 정도를 감지하고, VR 사용자에게 

알리는 데 활용하는 가능성을 말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신호를 통한 사이버 멀미 측정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해 사용자로부터 

생체신호와, SSQ, 그리고 FMS 응답을 받아 

활용하였다[9]. 사용자의 생체신호와 멀미 

수준(FMS) 응답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CNN 

모델을 통해 사용자들의 eye, head 데이터와 EDA 

(피부 전기전도도), BVP (Blood Volume Pulse)를 

포함한 생체 신호 데이터로 해당 시점의 FMS 를 

예측하고자 한다. 

2. USER STUDY

2.1 User study 개요

유저 스터디는 2022 년 11 월 4 일부터 11 월 

18 일까지 진행되었다. 눈 및 머리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 Head Mounted Display (HMD)인 

HTC VIVE Pro Eye 를 머리에 착용했으며, BVP, 

EDA, 피부 표면 온도와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Empatica E4 wristband 를 손목에 착용하였다. 

총 22 명의 사용자가 참여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과정 중 기기 오류가 발생한 4 명을 제외한 18 인의 

데이터가 분석 및 모델링에 이용되었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 8 명(약 45%), 남성 10 명(약 55%)으로, 

남녀 성비를 1:1 에 가깝게 맞추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나이는 

평균 22 세(SD = 1.95)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구성되었다. 

2.2 User Study 진행 방법 

유저 스터디는 3 가지 단계(체험 전 설문, 비디오 

영상 시청, 체험 후 설문)로 진행되었다. 유저 

스터디를 진행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체험 진행 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 

SSQ 는 Kennedy 가 제안한 Simulator Sickness 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설문이며, 네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진다(N; nausea, O; oculomotor, 

D; disorientation, TS; total severity)[8]. 실험 전 

설문으로, 참여자는 SSQ 에 응답하였다.  

체험 전 설문 응답 후, 사용자는 45 초 길이의 VR 

영상 20 개를 시청하였다. 20 개의 비디오는 총 

4 개의 세션으로 구분되고, 각 세션은 5 개의 

비디오로 구성된다. 시청 시간에 따른 사이버 

멀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비디오가 끝낼 

때마다 약 15 초의 대기 시간을,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최대 7 분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 만

약 사이버 멀미를 심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 

휴식 시간을 조기 종료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그림 1). 비디오 시청 중, FMS 를 

이용해 15 초 간격으로 어지러움 

정도를 측정하였다(그림 2). FMS 는 영상이 시작한 

뒤 끝날 때까지 15 초 간격으로 총 3 번, 

얼마나 어지러운지에 대해 참여자가 0-20 사이의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 때, 0 은 ‘아무런 어

지러움도 느껴지지 않는 정도’, 20 은 ‘매우 어지러

워 실험을 당장 중단하고 싶은 정도’임을 사전에 공

지하였다. 

모든 체험이 끝난 후, 유저는 설문을 응답하였다.  

체험 후 설문으로는 체험 전 설문과 동일한 SSQ 를 

사용했다. 

그림 1 20 개의 비디오가 4 개의 세션으로 나눠진 모습 

그림 2 각 비디오가 3 번의 FMS 응답으로 이루어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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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데이터 설명 

데이터는 총 두 가지로 나뉜다. HMD 와 E4 

wristband 에서 수집된 센서 데이터와 체험 전/후 

설문과 FMS 데이터로 이루어진 설문 데이터이다. 

센서 데이터는 eye, head 데이터와 EDA, BVP 를 

포함한 생체 신호 데이터로 구성된다. 

• 머리 위치(position)

• 머리의 각도(rotation)

• 눈의 좌우 측 gaze origin (x, y, z)

• 좌우 측 눈이 바라보는 방향(direction, x, y, z)

• 좌우 측 동공 크기(pupil diameter)

• 좌우 측 동공 위치(position of pupil, x, y)

• Combined gaze origin (x, y, z)

• 생체 신호(BVP, EDA, 피부 온도)

총 18 명의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 센서 수집 날

짜 데이터를 제거한 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진 

모든 센서 데이터에 window size 가 7 인 

median filter 를 통해 noise 를 제거하는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이는 FMS 값을 예측하는 딥

러닝 모델 구축에 활용된다. 

3. NEURAL NETWORK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멀미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CNN 모델을 활용하였다. User study 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eye, head 및 생체 데이터가 

포함된 35 가지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최종적으로 

FMS 응답을 예측하도록 설계되었다. FMS 응답은 

원래 0-20 의 범위를 가지지만, 사람마다 멀미의 

기준이 다르고 FMS 응답 수준 1 의 차이가 크지 

않는다. 이에 ‘거의 없음’ - ‘약간 어지러움’ - ‘많이 

어지러움’ - ‘멀미를 심하게 느낌’의 4 단계로 

구별하여 FMS 응답을 0-4 (0) / 5-9 (1) / 

10-14 (2) / 15-20 (3)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CNN 

모델은4 개의 클래스로 사이버 멀미를 예측한다.

3.1 CNN 구조 

그림 3 은 모델의 구조를 나타낸다. Neural 

Network 는 1 개의 1 차원 Convolutional layer, 

Gaussian Error Linear Unit 활성 함수와 Fully 

Connected layer 를 2 번씩 지난다. 

입력 데이터는 각각이 90Hz 프레임의 3 초짜리 

데이터인데 전처리로 삭제된 row 로 인하여 원래 

데이터 중 20%의 손실만 감수한 216 프레임으로 

크기를 조정하였다. 

최종 입력 데이터는 128 의 배치 사이즈에 

35*216 의 7560 길이를 가졌으며 예측 결과는 4 의 

길이를 가졌다. CNN 모델의 hidden dimension 은 

32 이다. 0.01 의 weight decay 를 포함한 AdamW 

optimizer 를 통해 모델을 최적화하였다. 200 번의 

epoch 동안 모델을 훈련했고, 더욱 정교한 예측을 

위해 learning rate scheduler 를 이용하여 90 번의 

epoch 을 실행할 때마다 learning rate 를 0.1 배로 

줄였다. 

그림 3 예측 모델의 구조 

4. 결론

4.1 모델 결과

수집한 데이터 중 대부분은 0 의 FMS 응답을 

가졌다. 따라서 모델이 편향된 예측 성능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자 클래스에 대한 oversampling 및 

undersampling 을 진행하였다. FMS 응답 중 

10 개는 100 이하의 클래스 수를 가졌고, 

1122 개였던 클래스 0 을 제외한 나머지 10 개는 

최소 108, 최대 707 개였다. 따라서 전체 클래스를 

약 300 개로 조정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클래스를 

5 개씩 (마지막은 15 부터 20 까지 6 개) 묶어 4 개의 

타겟 클래스를 만들었다. 모든 hyperparameter 

tuning 이후 초기 learning rate 를 0.001 

로 설정하여 77.18%의 정확도를 얻었다. 

그림 4 200 번의 모델 훈련 동안의 손실 변화 그래프 

그림 5 200 번의 모델 훈련 동안의 정확도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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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체험 전/후 SSQ 분석 결과 

비디오 시청 전후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SSQ 에 

대해서 paired t-test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SSQ 를 사이버 멀미의 측정 기준으로 두고, 비디오 

영상 시청이 사이버 멀미 증상 발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검정 결과는 표 1, 그림 

6 과 같다. 체험 전에 비해 체험 후 SSQ 의 S (Mean 

difference 50.35, SE difference 12.09), O (Mean 

difference 37.06, SE difference 9.61), D (Mean 

difference 78.11, SE difference 18.19), TS 

(Mean difference 31.15, SE difference 7.24) 

값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방향 상실(D)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을 보였다. 즉, 영상을 통해 

사이버 멀미 증상이 발현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영상 시청이 사이버 멀미와 이로 인한 증상 발현에 

유의한 영향(p<.001)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paired t-test 결과 (N; Nausea, D; Disorientation, 

O; Oculomotor, TS; Total Score 를 나타냄, p<.001***) 

Measure 1 Measure 2 t(17) 

Pre_N Post_N -4.164

Pre_D Post_D -4.295

re_O Post_O -3.856

Pre_TS Post_TS -4.305

그림 6 paired-t test 그래프 

5. DISCUSSION

해당 연구의 CNN 모델은 VR 콘텐츠 시청 중 3 

초 단위로로 수집된 생체신호를 통해 사용자가 

어느 정도로 멀미감을 느끼는지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실제 VR 체험에 접목시켜 실

시간으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수집하여 사이버 멀

미 정도를 예측하고 심한 멀미감을 느끼기 전에 

미리 휴식을 권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연

구에서 사용한 요소는 사용자의 생체 신호와 

FMS 응답이다. 사이버 멀미의 정도를 예측할 

때 영상에 따른 구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의 특성까지 반영한 정밀한 예측은 어려웠다. 이

를 반영하여 추후 보완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tudy 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20 대의 공과대학 재학생이기 

때문에 기기 친밀도가 높은 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 멀미 예측 모델을 상용화하려면 

균일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user bias 를 줄여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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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Unity의 DOTS 기술에 대해 분석해보고 

Unity의 기존 시스템과 DOTS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각각 제작하여 성능 향상 수치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한다. 기존 시스템인 MonoBehaviour

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성

능의 지표가 되는 FPS(Frame Per Second)뿐만 

아니라 CPU, GPU 점유율 등 엔진 연산 속도의 수치

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제작한 시뮬레이션과 

DOTS로 제작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분석해 

보았을 때 DOTS 기술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Unity 

프로젝트의 성능을 기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까

지 끌어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멀티 스레드(Multi-Thread), Unity DOTS (Data-

Oriented Technology Stack), 게임 개발 엔진, 

데이터 지향 설계(DOD, Data-Oriented Design), 

대규모 시뮬레이션, 시스템 최적화 

1. 서 론

1.1 연구 목적 

게임 엔진 Unity는 접근성이 낮고 개발 난이도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으로 인해 게임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임 개발 엔진이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게임이 Unity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디자인 및 

영화, 애니메이션, VR/AR 시뮬레이션이 제작되고 

있는 등 Unity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Unity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엔진이 가볍고 퍼포먼스가 비교적 낮다는 단점이 

있다. 멀티코어 하드웨어 및 GPU와 같이 발전하는 

하드웨어의 스펙에 비해 Unity Engine은 Single-

Thread 및 객체 중심 구조로 인해 엔진의 연산량 

제한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분산되는 메모리의 

한계와 같은 문제로 개발자가 원하는 성능을 

끌어올리기 어려웠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Unity Engine은 

DOTS (Data-Oriented Technology Stack) 기술을 

공개하였다[1]. DOTS는 Unity의 기존의 방식인 

객체 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대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ECS, Job System, 

Burst의 3가지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자가 

Multi-Thread 및 메모리 중심으로 소스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DOTS는 멀티 

스레드 지원 및 퍼포먼스 향상을 중점으로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 22년도 12월 기준 

alpha 1.0 실험 버전까지 공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Unity DOTS 기술에 대해 분석한 후 

기존에 사용되던 Unity 시스템인 MonoBehaviour를 

기반으로 제작한 프로젝트와 Unity DOTS를 

기반으로 제작한 프로젝트 사이의 성능을 비교해본

다. 또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DOTS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퍼포먼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Multi-Thread 시스

템 및 대규모의 콘텐츠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제작하

기 위해 적절한 DOTS 기술을 활용함을 제안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선행연구 

Unity DOTS의 설계 구조인 데이터 지향 

디자인(DOD, Data-Oriented Design)의 필요성과 

그 효용성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고[2][3]. 

데이터 지향 디자인에 대해 분석하며 비디오 게임 

업계에서의 데이터 지향 디자인의 의의와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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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nity DOTS의 기술에 대해 분석해보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본 연구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3]. 해당 논문에서는 DOTS 기술의 기능

을 분석하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성

능을 측정함으로 정해진 프로그래밍 가이드라인 

안에서 DOTS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제작할 때 높은 

성능의 Multi-Thread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제

안했다. 

2. 이론적 배경

2.1 Unity DOTS의 구성요소 

Unity DOTS의 시스템은 기존의 객체에 집중하는 

OOP(Object-Oriented Programing,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닌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초점에 맞춘 DOD(Data-Oriented Design, 데이터 

지향 디자인)이다. 이는 Unity의 객체 즉 오브젝트를 

데이터로 변화시켜서 데이터의 타입, 메모리의 위치, 

데이터의 사용 용도를 배열과 같은 방식으로 분리 및 

정렬하는 기법이다[5]. 기존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객체가 그림 1과 같이 메모리 상에 

데이터가 올라갔다면 데이터 지향 디자인의 시스템

은 그림 2와 같이 객체 안에서 같은 종류의 데이터끼

리 배열로 묶여서 저장된다. 

그림 2: 데이터 지향 디자인의 메모리 상 데이터 등록 

데이터 지향 디자인의 경우 시스템을 데이터 자체를 

중심으로 디자인한다.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하여 

다룰 수 있어 참조 관계 및 동기화에 대한 문제 

발생률이 낮으며 병렬적인 시스템 처리가 가능하다. 

데이터가 배열에 연속적으로 배치되므로 캐시 미스

가 발생할 확률이 낮으며, 데이터 지향 디자인의 경

우는 객체에 포함되어 있던 데이터를 분리하여 연속

적으로 배치하고 인덱스를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모듈화에 더 용이하다. 

Unity DOTS는 이러한 데이터 지향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ECS, Job System, Burst 

Compiler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2.2 ECS 

ECS는 기존 Unity Engine의 컴포넌트 시스템을 

대체하며 Entity, Components, System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Entity는 기존 시스템의 

오브젝트를 대체하는 데이터인 Component를 

가지고 있는 인덱스이며 Component는 읽고 쓰기 

위한 실제 데이터를 뜻한다. System은 필요한 

Entity와 Component에 접근하여 소스코드에 정의

된 로직을 수행한다. 

그림 3: ECS 시스템 

DOTS 시스템은 오버헤드를 방지하고 데이터의 

삭제와 추가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16KB 

Chunk 단위의 연결 리스트로 정렬하고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배열의 인덱스를 참조한다. 만약 배열의 

삭제나 추가가 이루어질 경우엔 자동으로 시스템이 

Chunk를 기준으로 배열을 재정렬한다. 

2.3 Job System 

Job System은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하며 멀티 

스레드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Unity 시스템은 하나의 Thread만을 사용하는데 

만약 여러 개의 Thread를 사용하게 되면 Thread의 

명령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정 

값이 시스템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기존의 Unity 

Engine은 멀티 코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Job 

그림 1: OOP 의 메모리 상 객체 등록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3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System은 수행할 동작을 Job으로, 동작을 수행할 

여러 개의 Thread를 Worker Thread로 정의한다. 

그림 4: Job System 

  Job은 단일 작업을 수행하는 가장 단위이며 

오브젝트의 방향을 x축으로 10만큼 이동하는 것

과 같은 형태를 띤다. Worker Thread는 스

레드 사이에서 혼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적으로 하드웨어의 CPU 코어 하나당 1개만 생성된

다. Job System은 Job을 대기열에 배치하고 여

러 개의 Worker Thread에 분배하며 Job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동작을 수행하도록 

한다. 

Job System을 통해 N개의 오브젝트에 동작을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 N을 N/Worker Thread로 

줄여 처리 속도가 빨라지며 기존 시스템의 모든 

로직을 하나의 CPU 코어에만 처리하여 생기는 

부하의 분산을 기대할 수 있다. 

2.4 Burst Compiler 

Burst Compiler는 C# 소스코드를 하드웨어에 

최적화하여 Native 코드로 변경한다. Job System 

및 DOTS 기반 코드를 제한적인 환경에서 작성

하고 코드의 일부분을 미리 컴파일하여 성능을 향

상하는 기법이다. 

Burst Compil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제한적인 환경에서 작성해야 한다. 구조체나 Value 

Types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reference type인 

class, string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static 선언 

변수나 try/catch문의 사용이 불가능한 등의 제약된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Burst Compiler는 Job 

구조체 위에 [BurstCompile] 어트리뷰트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3. 실험 방법

Unity DOTS와 기존 시스템인 MonoBehaviour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로직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들

을 제작하고 그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Cube 

Object 낙하 시뮬레이션, Sphere Object 충돌 시

뮬레이션, Cube Object 회전 시뮬레이션의 총 

3가지의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시스템의 성능은 1초 동안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화면의 수인 FPS와 하드웨어의 모든 코어의 CPU 

전체 이용률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FPS는 Unity 

에셋 Lite FPS Counter[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CPU 전체 사용량은 Window Task Manager의 CPU 

성능 탭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이 생성하는 오브젝트의 수는 

MonoBehaviour 시스템이 평균 60FPS, 30FPS에 

근접한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경우와 Unity DOTS 

시스템이 평균 60FPS에 근접한 성능을 갖는 경우 총 

세 가지의 상황에서 성능을 측정하였다. 

3.1 Cube Object 낙하 시뮬레이션 

Cube Object 낙하 시뮬레이션은 에디터를 실행할 

때 가로, 세로, 높이 수치만큼의 Cube Object가 

가운데가 빈 박스의 테두리 모양을 띠며 정해진 

위치에서 생성되도록 하였고 모든 Cube Object의 

낙하가 끝날 때까지 수치를 측정하였다. 

그림 5: Cube Object 낙하 시뮬레이션 동작 

3.2 Sphere Object 충돌 시뮬레이션 

Sphere Object 충돌 시뮬레이션은 에디터를 실행할 

때 가로, 세로, 높이 수치만큼의 Sphere Object를 두 

위치에서 생성하게 하여 중간 지점에서 Sphere 

Object끼리 충돌 및 낙하를 유도하였다.

그림 6: Sphere Object 충돌 시뮬레이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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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ube Object 회전 시뮬레이션 

Cube Object 회전 시뮬레이션은 Cube Object에 

1초에 100도 회전하는 동작을 정의하고 높이 100, 

길이 100, 너비 100의 영역에 Cube Object를 랜덤 

위치로 정해진 수치만큼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7: Cube Object 회전 시뮬레이션 동작 

3.4 오픈소스 군집 시뮬레이션 

Github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등록한 DOTS를 

사용한 군집 시뮬레이션 (Boid Simulation) 

프로젝트[7]를 분석하여 기존 MonoBehaviour 

시스템과 Unity DOTS 시스템도 비교해보았다. 군집 

시뮬레이션은 그림 8과 같이 세 가지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동작한다[8]. 주변 군체의 최대 인식 

사거리, 군체의 이동 속도와 같은 값들을 조절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8: 군집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4. 실험 결과

실험은 각 시뮬레이션 당 10 회씩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동과 CPU, FPS 두 가지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값의 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Cube Object 낙하 시뮬레이션의 경우 생성한 

Object 의 개수는 MonoBehaviour 시스템이 대략 

30FPS, 60FPS 의 성능을 가지는 6,860 개, 

8,820 개와 Unity DOTS 시스템이 대략 60FPS 의 

성능을 가지는 17,640 개의 환경을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하였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Object 가 바닥에 

닿기 전과 닿은 후의 물리 계산 연산량으로 인한 성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FPS 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추가로 측정하였다. 

표 1 을 볼 때 MonoBehaviour 시스템이 평균 

62.4FPS 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환경에서 Unity 

DOTS 시스템은 평균 379FPS 정도로 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Unity DOTS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인 FPS 를 유지할 수 있는 

Object 의 수의 약 2.6 배 정도의 많은 Object 가 

존재하는 환경도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9 는 8,820 개의 Object 가 생성되는 

환경에서의 평균 FPS 와 CPU 사용량에 대한 

그래프이다.  

표 1. Cube Object 낙하 시뮬레이션 

Object 개수 6,860개 8,820개 17,640개 

Mono

FPS 

Min 

Max 

Avg 

45.4FPS 

81.2FPS 

62.4FPS 

12.4FPS 

26.3FPS 

22.7FPS 

5.3FPS 

7.2FPS 

5.8FPS 

DOTS

FPS 

Min 

Max 

Avg 

263FPS 

395FPS 

379FPS 

292.6FPS 

332.3FPS 

304.1FPS 

34.2FPS 

101FPS 

58.9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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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ube Object 낙하 시뮬레이션 성능 비교 

Sphere 충돌 시뮬레이션의 경우 MonoBehaviour 

시스템이 대략 30FPS, 60FPS 의 성능을 가지는 

6,000 개, 10,000 개와 Unity DOTS 시스템이 대략 

60FPS 의 성능을 가지는 26,000 개의 환경을 

기준으로 성능을 측정하였다. Cube Object 낙하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표 2 와 그림을 통해 Unity 

DOTS 환경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표 2. Sphere Object 충돌 시뮬레이션 

Object 

개수 
6,000개 10,000개 26,000개 

Mono

FPS 
58.2FPS 29.8FPS 2.4FPS 

DOTS

FPS 
296.8FPS 273.3FPS 58.4FPS 

그림 10: Sphere Object 충돌 시뮬레이션 성능 비교 

Cube Object의 회전 시뮬레이션의 경우 생성한 

Object의 개수는 MonoBehaviour 시스템이 대략 

30FPS, 60FPS의 성능을 가지는 5,000개, 

10,000개와 Unity DOTS 시스템이 대략 60FPS의 

성능을 가지는 120,000개의 환경에서 성능을 

측정하였다. 

표 3의 실험 결과를 보면 MonoBehaviour 

시스템보다 DOTS 시스템의 환경의 FPS가 눈에 띄

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DOTS의 

Job System 시스템의 성능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표 3. Cube Object 회전 시뮬레이션 평균 FPS 

Object 

개수 
5,000개 10,000개 120,000개 

Mono 

FPS 
62.4FPS 31.3FPS 2.4FPS 

DOTS 

FPS 
283.4FPS 261.1FPS 67.2FPS 

10,000개의 Cube Object를 생성할 때를 기준으로 

정리한 FPS와 CPU 사용량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Cube Object 회전 시뮬레이션 성능 

MonoBehaviour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는 환경에서 

DOTS 시스템은 500,000개의 큐브 오브젝트의 경

우 평균 12.48FPS에 CPU 사용률 64%, 1,000,000

개의 큐브 오브젝트의 경우 평균 5.7FPS에 CPU 

사용률 74%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DOTS의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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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스템당 군집 시뮬레이션의 Object 최대 개수 

System을 활용할 때 하드웨어의 멀티 코어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높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Unity DOTS with Entity & Jobs로 구현한 오픈 소스 

군집 시뮬레이션의 경우 MonoBehaviour, Job 

System, Burst Compiler가 적용된 시뮬레이션이 

존재하였다. 해당 시뮬레이션들이 각각 60FPS의 

안정적인 성능을 가질 수 있는 Object의 개수는 

표4와 같다. 

표 4. 군집 시뮬레이션을 제작한 시스템당 안정적인 

프레임을 보장하는 오브젝트 개수 

시스템 Mono ECS 
ECS 

+Job

ECS +Job 

+ Burst

Object

개수 
360 500 7,800 220,000 

MonoBehavior  ECS + Job 

ECS + Job + Burst  ECS + Job + Burst 

그림 13: 구현 시스템당 군집 시뮬레이션 

4. 결론

데이터 지향 디자인의 Unity DOTS 기반

프로젝트가 기존 MonoBehaviour 기반의 

프로젝트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프로그래밍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생각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학습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Unity DOTS가 현재 개발 단계의 기술이기 

때문에 수시로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작동 

방식이나 문법 등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공식 가이드라인과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Unity DOTS를 당장 프로젝트에 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Unity Engine 기업에서는 추후 DOTS 기술을 

Unity 정식 릴리즈에 추가할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도 Job System 등의 기술이 이미 정식 

release에 포함되어 있다. DOTS 기술이 안정화되고 

사용자 중심적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Unity 

프로젝트를 높은 수준의 성능을 적용하여 제작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Unity의 개발 단계에 있는 DOTS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실제 제작한 프로젝트 결과에 

기반하여 DOTS 기술의 효용성과 학습 가치가 

충분함을 주장한다. 

필자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군중 이동 시 밀집도 

계산이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DOTS 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군중 오브젝트를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있는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식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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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모델 하우스나 분양 홍보관 같은 가건물은 건물 

홍보라는 역할이 끝나면 철거되거나 폐건물로 

전락한다.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들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COVID-19 로 인해 

비대면 만남도 추구하고 있는 현재, VR 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VR 을 

사용해 가상공간에서 모델하우스를 제작하면서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플랫폼으로 현 문제를 해결하고 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모델하우스 

1. 서 론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모델하우스나 분양 홍보관은 

가설건축물로 지어져 분양 후 철거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건설 폐기물이 발생한다[1]. 철거 후 

나온 건설 폐기물들은 대부분 재활용으로 사용되지만, 

2018 년에는 소각이 24,132 톤, 매립 31,533 톤, 

2019 년에는 소각 23,723 톤, 매립 27,679 톤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양의 폐기물들을 소각하거나 

매립시킨다[2]. 하지만 VR 에서 모델하우스를 

제작한다면 건설 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시켜 환경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 VR 은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실제에 

근접한 공간적, 시간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현실 모델하우스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 

COVID-19 로 인해 대면이 부담스러워진 현재, 

접촉을 조심하는 부분도 VR 에서 비대면 만남으로 

충분히 해결가능 하다. 건설업체에서는 가상공간에서 

비대면으로 협력해 모델을 배치하고, 배치가 완료된 

scene 을 소비자들이 직접 가상공간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VR 속에서 실제 모델과 같은 

사이즈인 object 를 배치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object 는 각 업체들의 모델로만 바꾸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다양한 회사에서의 활용이 용이하다. 따라서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보안하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VR 을 이용한 모델하우스 제작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2. 관련연구

2.1 360도 이미지를 활용한 서비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

람들이 모이거나 밀집되고, 근거리에서 잦은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최적의 환경이 건축분야의 모델하

우스 현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기존의 마케팅 방법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에 온라인 환경에서 360도 영상 서비스를 이용한 

마케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마케

팅 방안을 구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

나19 바이러스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

하우스 마케팅 전략으로서 온 라인 서비스를 360도 

영상을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

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델하우스를 체험할 수 있는 강

화된 마케팅 서비스를 제시하고 개발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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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강현실을 이용한 모델하우스 

실제 환경에 가상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인 증강현실을 이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AR ToolKit 과 Unity3D 를 사용하였다. 

가상현실은 PC 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SDK 로 빌드하여 스마트 폰에서 

이용이 가능한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Unity3D 로 

제작된 화면은 버추얼 버튼을 통해 제어하고 버튼이 

눌러졌을 때, 모델이 배치된다[4]. 

2.3 맞춤형 가상 모델하우스 

가상환경에서 사용자의 선호하는 방향에 따라 

직관적이고 효과적이게 대응하기 위해 햅틱 

상호작용이 있는 가상 모델하우스를 위한 플렛폼을 

제안한다. 고객의 니즈를 집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시간으로 모델하우스 인테리어를 

수정할 때 고객과 집 사이의 몰입형 상호작용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모델 하우스를 수정할 때 

사용자에게 현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OmniTM 과 

같은 햅틱 장치와 햅틱 상호작용을 위한 오픈소스 

CHAI3D 를 기반으로 한다.[5] 

3. 본론

Unity 에서 VR 디바이스인 Oculus Quest2(Meta 

Quest2)를 사용해서 구현하였다. Oculus 의 

컨트롤러를 이용해 플레이어의 이동 및 회전, UI 

선택과 scene 이동이 가능하다. 방 구조부터 만드는 

scene 과 기본적으로 미리 제작된 scene 으로 

나눠진다. 빈 scene 에서는 벽을 직접 세워 구조를 

처음부터 제작이 가능하다. 

그림 1 시작 첫 화면 

그림 2 빈 scene 과 기본적인 방 구조 

그림 3 제작된 방 

3.1 모델링 

기본적으로 현재 보여지는 object 는 unity 내에 있는 

asset store 에서 구입하였다. 하지만 VR 을 통한 

모델하우스 platform 제작이 목표이기에 

object 모델은 후에 각 건설업체나 가구 기업에서 

모델링을 통해 자사제품을 두기를 기대한다. 

그림 4 구입한 asset 

그림 5 asset 으로 제작한 scen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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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구배치 

원하는 scene 화면으로 들어왔을 때, 플레이어 기준 

상단에 가구 이미지가 놓여있는 UI 를 Oculus 

컨트롤러를 이용해 선택해서 배치한다. 오른쪽 

컨트롤러의 A 버튼으로 가구 이미지를 선택한 후 두고 

싶은 위치에 바닥을 클릭하면 이미지에 맞는 

object 가 생성된다. 만들어진 object 를 다시 

A 버튼으로 클릭하면 시계방향 기준 90 도씩 

회전한다. 

그림 6 가구 이미지 UI 

오른쪽 컨트롤러의 B 버튼으로 생성된 object 를 

누르면 배치된 가구는 지워진다. 이는 laser 의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시하였다. 플레이어의 이동은 왼쪽 

컨트롤러의 thumbstick 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컨트롤러의 thumbstick 으로는 회전한다. 

3.3 결과 

배치가 끝나면 상단 UI 에 있는 view mode 버튼을 

누르면 시야가 바뀌면서 배치한 대로 저장된 

scene 으로 이동하게 된다. 제작할 때처럼 위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아닌, 1 인칭 시점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볼 수 있게 한다. 이동은 전과 똑같이 

왼쪽 컨트롤러의 thumbstick 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컨트롤러의 thumbstick 으로 회전한다. 다른 버튼을 

눌러도 생성된 object 의 회전과 이동은 불가하고 

오직 만들어진 scene 관람용으로만 가능하다. 

그림 7 가구 생성 

그림 8 가구 삭제 

그림 9 결과화면 1 

그림 10 결과화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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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모델하우스의 역할은 새로 지어지거나 짓는 중인 

아파트의 홍보와 분양을 위해 건설사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체험해 볼 수 있어야 그만큼 분양율도 올라가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나 환경문제를 생각해보면 

위험도도 크다. 그래서 VR 공간에서 실사와 비슷한 

object 를 두고 모델하우스를 건축해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구경이 가능하게 한다. 또 플랫폼으로 

확장해 각 건설사들의 특징에 맞춰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설하는 모델하우스보다 더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R 공간을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하우스나 

분양홍보관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멀티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한 scene 에 들어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림 11 실행중인 모습 1 

그림 12 실행중인 모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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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식재료 공유 웹 플랫폼 
Food Sharing Web Platform to Reduce Foo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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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구당 배출하는 식품 쓰레기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1 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용량, 소포장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식품 쓰레기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기존 

다목적 거래 플랫폼 대비 식재료라는 단일 주제를 

지정해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용자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앞으로의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식품 쓰레기, 웹 어플리케이션, 웹 플랫폼, Zero-

Waste 

1. 서 론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코로나 19 이후 가정

내 식사가 증가하면서 가구당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증가했다.[1] 또한 1~2 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용량/소포장’ 제품이 늘어나며 

가격은 기존보다 비싸지고 일회용 포장 용기의 

사용량도 증가한다. [2] 

국내 하루 평균 약 1 만 5,000 톤의 식품 쓰레기를 

배출하여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간 10 조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식품 쓰레기를 20% 줄이면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1,600 억 원이 절약되며, 약 5 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는 식품 쓰레기 처리 과정 중 

발생한다.[3] 

이를 통해 1) 국내 식품 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와 

2) 1 인 가구에서 낭비되는 대용량의 식자재를 본

애플리케이션의 나눔, 교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여

이에 따른 과도한 소포장 제품 사용의 줄어들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본문

2.1 애플리케이션 소개 및 기능 

본 연구는 다목적 공유 웹 플랫폼의 자세한 

형태로 ‘식재료 공유 웹 플랫폼(Food Sharing Web 

Platform)’ 개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기대 

효과에 관해 기술한다. 

본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식자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물을 

게시한다. 게시글을 기록되면 해당 식자재가 필요한 

그 밖의 사용자가 글 작성자에게 채팅을 통해 거래 

시도를 한다. 협의 후 거래가 완료되면 게시글 

작성자는 거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다른 사용자에게 거래 상태 정보를 글 

화면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User Service 

세부 기능의 첫 번째는, 소셜네트워크 로그인을 

통해 간편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식자재의 리스트를 한눈에 

보기 쉽게 관심 재료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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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사용자는 조회수에 따른 게시글 타입별 

인기 게시물을 볼 수 있다. 

2.2 애플리케이션 설계 

그림 2 기술 스택 및 흐름도 

본 애플리케이션의 서버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로 간편하게 도메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OAuth2 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로그인을 이용하여 간편한 로그인, 

회원가입 처리를 구현했다. Front-end Server 는 

친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하기 위해 

Javascript 기반의 프레임워크인 Vue.js 와 

Nuxt.js 를 사용하고 Amazon EC2 를 통해 가상 

서버를 구축하고 도메인을 발급받아 실제 서비스 

배포를 했다. 이는 Amazon SSL 인증서를 발급 

받아 HTTPS 암호화 프로토콜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사용자 간의 

연결을 책임지는 채팅 서버는 Websocket 위에 

Stomp 를 사용하여 세션을 직접 관리하지 않아 

간편한 메시지 처리 방식을 구현하였다. 

그림 3 데이터베이스 구조 

 Back-end Server 는 Java 기반의 Spring 

boot 으로 구성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와 매핑하기 위해 ORM 프레임워크인 Data 

JPA 와 인증, 인가를 위해 JWT 방식을 채택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서버로 구동하고 

있는 환경과 분리하기 위해 Amazon RDS Cloud 

Service 를 통해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동 백업 

및 복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사용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었다. 추가로 게시글에 따른 이미지 

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mazon S3 

Storage 를 통해 트래픽에 따른 시스템 적인 문제를 

없애고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호스팅 용도로 사용함을 방지하였다. 

2.3  FRONT-END SERVER 

Front-end Server 를 구현하기 위해 HTML, 

CSS, Javascript, Vue.js, Nuxt.js 를 활용하였다. 

Front-end Server 의 컴포넌트 상태는 Vuex 

Store 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각각의 컴포넌트가 

동일한 상태를 공유해야 할 때 효율적으로 상태값 

전달 및 업데이트할 수 있는 Vuex Store 의 특징을 

활용하여 컴포넌트별 필요한 상태를 참조한다. 

사용자별 JWT 토큰을 Vuex Store 로 상태를 

관리하면 로그인 후 Back-end Server 에서 

응답받은 JWT 토큰을 모든 요청 헤더에 

Authorization Header 의 Bearer 타입의 JWT 

토큰을 참조하여 요청한다. Back-end Server 는 

요청받은 JWT 토큰을 유효한지 검사하여 인증이 

필요한 API 에 대한 데이터를 응답하게 된다.  

 기반으로 한정된 데이터를 렌더링할 때도 

로그인한 사용자의 별명, 주소 정보, 등급과 같은 

개인 정보나 관심상품 유무 등을 Vuex Store 로 

상태 관리하여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요청 시 

사용자의 정보를 참조하여 허용된 데이터를 

렌더링하도록 구현하였다. 

UI 화면의 직관성을 위해 기능별 필요 정보만을 

렌더링하고자 설계하였다. 이는 vue-router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라우팅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 요소의 

경우 재사용성을 위해 외부 배경 요소와 내부 내용 

요소로 나누어 컴포넌트를 구현하였다. 게시글 

타입에 따른 페이지 나눔, 교환, 레시피 페이지의 

공통 요소인 인기 게시물, 게시글 리스트를 

컴포넌트로 나누어 페이지에서는 두 개의 

컴포넌트만 구현하여 내부 내용을 props 로 

넘겨주어 기존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원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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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링함으로써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높였다. 

그림 4 재사용 가능한 Modal 컴포넌트 

2.4 식품 거래 문제 

 본 논문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업장이 

아닌 제 3 자가 구매한 식품을 사용자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지 현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문의를 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 농산물(자연산)과 완제품(제조, 축산품 포함)은

공유 가능 

- 가공품은 유통 불가

- 완제품이지만 뜯어진 제품은 유통불가

- 소분된 축산품은 유통 불가

식품은 소분업 개념이 있어 거래가 가능하지만 

축산품은 완제품 그 상태만 공유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개봉한 완제품과 소분된 축산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거래가 가능하다. 

3. 결론

식재료를 줄이기 위한 식재료 거래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1 인 

가구 추세에 대해 3~4 인 기준의 식자재 처리와 

소용량,소포장 제품의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거래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구당 낭비되는 식재료를 나눔과 교환을 통해 

해결하여 식품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 창출과 과도한 소포장 제품 사용이 

줄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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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대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래프 형태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시각화는 정보 설계자

의 실수 또는 의도로 인해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

가 존재하고, 결국 수용자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래프 정보의 왜곡을 줄이고자 웹페이지상에

서 이를 탐지하고 교정하여 올바른 그래프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접속한 웹페이지의 모든 이미

지가 서버로 전송되며 그래프인 경우에 대해 표시된 텍

스트 값과 그래프 이미지의 크기를 인식하여 왜곡 여부

를 판단하고, 왜곡이 감지할 경우 그래프를 재구성하여

웹페이지에 표출한다. 본 연구는 시각적 데이터와 텍스

트 데이터의 차이가 존재하는 왜곡된 정보를 가진 막대

그래프를 교정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추정 가능한 대상

이 특정 조건을 갖춘 막대그래프라는 한계를 갖는다. 향

후 다양한 그래프 유형에 대한 정보 왜곡을 판단할 

수있도록 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며, 해당 확장 프로그램

으로 웹사이트 상의 정보 왜곡을 파악하는 것이 정보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용성 평가를 통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그래프 왜곡, 머신러닝, 정보디자인, 데이터시각화 

1. 서론

1.1 현대 사회의 그래프 왜곡 

현대 사회에서는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라는 수단을 통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시각화를 진행할 때 이해하

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언론사와 같이 대중

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관은 공정하고 중립적

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미디어 매

체나 정부 기관에서 왜곡된 시각화를 제공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1][2]. 심지어 Science 저널

에서도 전체 그래프 중 30%가 오류를 포함하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다[3]. 그래프는 문자 대비 직관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데, 정보 수용자들은 꼼꼼하게 이를 

살피지 않고 피상적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다. 결국, 

정보 설계자의 의도 또는 실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정보 수용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4]. 

1.2 연구 목표 

그래프 왜곡의 종류들은 실제 시각화와 수치를 의도적

으로 다르게 표시하거나 축을 비롯한 공간적 요소를 의

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5]. 이러한 

그래프 왜곡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 전달을 줄이고자 본 

연구에서는 막대그래프 상에 수치와 시각화의 불일치

가 존재하는 그래프의 왜곡을 감지하여 이를 본래의 데

이터에 걸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자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왜곡을 감지하기 위해서 정보 수용자

가 직접 그래프 상의 수치와 시각화 요소를 일일이 확

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또한, 매우 교묘하게

왜곡된 그래프의 경우 감지가 어렵고 정보 수용자로 하

여금 피로를 가중시킨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

템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플랫폼을 이용하여 웹사이트 

상의 그래프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해당 그래프에 존재

하는 수치와 시각화의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비

교한다. 불일치가 존재하여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그래프를 제작

하여 웹사이트 상에 원본 그래프와 비교하여 표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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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시스템

2.1 프로그램 데이터 흐름 

웹페이지 상의 그래프 수집, 그래프 분류, 그래프 상

의 데이터 추정, 정확한 그래프 생성의 기능으로 구성된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데이

터 흐름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크롬 확장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2.2 그래프 종류 분류 

그래프의 종류를 분류하는 작업은 [6]에서 제시한 학습

된 그래프 분류 모델을 이식하여 구현하였다. 해당 모델

은 VGG-19 기반의 ImageNet 데이터 세트로 사전 훈

련되어 있는 모델[7]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에서 추가

로 수집한 차트 데이터들을 학습시켜 조정된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그래프를 총 13 가지의 종류로 분류하

며 평균 검증 정확도는 82.11%를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6]. 이를 그래프 추정 전 단계에 배치하

여 입력 받은 이미지가 막대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

단하여 막대그래프인 경우 데이터 추정을 진행한다. 

2.3 그래프 데이터 추정 

그래프 내부의 수치 텍스트와 시각화된 데이터를 수치

화하는 작업은 [6]에서 제시한 막대그래프 데이터 추정 

방법을 중심으로, 한글 환경에서 그래프 왜곡 여부 판별

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정을 

가하는 등 본 연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여 이식하였

다. 제시된 추정 방법은 그래프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의 

위치 정보와 축의 위치정보를 추정해내고 이를 바탕으

로 x 축과 y 축의 텍스트 정보, 범례 정보를 구분하고 범

례 정보의 색상을 탐지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데

이터 막대들의 위치를 파악해 막대의 픽셀 길이와 y 

축 텍스트의 y 좌표 값을 대조하여 해당 막대가 어떠한 

수치를 표현하는지 파악한다. 

2.3.1 텍스트 인식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상의 텍스트 정보를 분석하기 위

해 Naver 의 Clova OCR API 를 사용하였다. 이는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의 좌표와 크기, 그리

고 내용을 인식하여 수집한다. 텍스트의 좌표와 크기는 

해당 텍스트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하여 어떤 역할

을 지니는지 추정하는 데 사용한다.  

2.3.2 x,y 축 추정 

 그래프에 존재하는 축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 그래프 

사진을 회색조로 변환하여 휘도가 200 이상인 모든 픽

셀을 1(흰색)으로 바꾸고 그 외의 모든 픽셀은 0(검정)

으로 변환하여 사진을 이진화한다. 변환된 사진에서 연

속된 검정 픽셀이 제일 길게 존재하는 행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행을 x 축이라고 판단하고 제일 길게 존재

하는 열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열을 y 축이라고 판단

한다. 

2.3.3 막대 위 숫자 인식 

수집한 텍스트들의 정보와 x, y 축의 위치 정보를 바탕

으로 x 축보다 오른쪽에, y 축보다 위쪽에 있는 텍스트

들을 검사한다. 이들 중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텍스트

들을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 막대에 매칭되는 숫자라

고 판단한다. 

2.3.4 범례 추정 

먼저 수집한 숫자들을 제외하고 남은 텍스트 중 가로나 

세로로 정렬되어 있는 텍스트 집합을 검사하여 이들 중 

가장 많이 정렬되어 있는 집합을 범례라고 판단한다. 이 

중 거리가 10 미만인 텍스트들은 연결되는 단어라고 판

단하여 한 단어로 집계하고, 오차 막대를 잘못 판단하여 

생성되는 “I”문자는 집계 시 제외한다.  

2.3.5 범례 - 막대 색상 추정 

범례로 추정되는 박스들 중 흰색을 제외한 가장 큰 크

기를 가진 동일 색상 박스를 해당 범례에 매칭되는 막

대의 색상이라고 판단한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5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2.3.6 막대 데이터 수치 추정 

앞서 추정한 범례-막대 색상 값을 바탕으로 해당 색상 

값을 지닌 막대들의 세로 길이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래

프 상의 내부 픽셀 길이 값과 실제 데이터 수치의 값을 

연결하기 위해 y 축 텍스트들의 간격과 이들의 y 좌표를 

대입하여 수치 : 픽셀 길이의 비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비율을 바탕으로 각 막대들의 길이 값을 대입하

여 해당 막대가 나타내는 수치를 추정한다. 

2.4 그래프 왜곡 판별 

앞선 단계에서 추정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래프의 

막대 데이터 값과 각 막대 위에 존재하는 수치들의 값

을 비교하여 왜곡이 존재하는지 판별한다. 여러 그래프

를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추정된 막대 데

이터 값은 최대 10%의 오차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막

대 위의 텍스트 수치와 해당 막대가 나타내는 추정 값

의 차이가 텍스트를 기준으로 10% 이상의 차이가 존재

할 경우 그래프가 왜곡되었다고 판단한다.  

2.5 크롬 확장 프로그램 

본 연구 시스템은 웹브라우저인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으로 배포되어 페이지 내 오류가 존재하는 막대그래프 

이미지가 감지되었을 때 해당 이미지의 오류를 즉시 확

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사용자는 크롬에서 운영하

는 확장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해당 시스템을 크롬 브라

우저에 설치할 수 있고, 사용자는 페이지 내의 원본 막

대그래프 이미지와 교정된 그래프를 비교하며 오류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2.5.1 시스템 사용법 및 조작 제공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크롬 확장 프로그램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하는 

팝업 기능을 활용하여 시스템 사용법을 사용자에게 제

공한다. 사용자는 팝업창을 이용해 시스템의 소개 및 목

적을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의 오류 교정 방식을 알 수 

있다. 또한 팝업창은 그림 2 와 같이 교정 그래프와 오

류 내역 텍스트 표시 각각의 on · off 버튼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교정 형태로 페이지가 구성될 수 있도

록 돕는다. 

2.5.2 그래프 재구성 

웹사이트 상에 존재하는 그래프 이미지를 전송하여 해

당 사진에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결과를 받으면 

같이 전달받은 그래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재

구성하여 페이지에 표시한다. 그래프는 chart.js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여 서버에서 분석한 수치 텍스트 데이터

를 바탕으로 재구성한다. 재구성되는 그래프의 크기는 

원본 이미지의 크기를 따르며 y 축 범위와 범례 별 색상, 

텍스트 데이터를 그대로 인식하여 원본 그래프와 흡사

하게 제작한다.  

2.5.3 왜곡 내역 표시 

왜곡이 존재할 경우 해당 왜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표시된다. 특정 막대가 왜곡됐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해당 막대에 대한 데이터와 어느 정도 왜곡되었는지

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이에 사용자는 오류가 존재하

는 막대그래프 이미지의 어떤 막대에서 오류가 존재하

는지 파악할 수 있고, 텍스트로 정의된 데이터 수치와 

막대 데이터 수치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

류 수치와 대응되는 해당 막대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

악하기 쉽도록 오류 내역 텍스트에는 해당 막대의 색상

이 표시된다.

그림 2 크롬 확장프로그램 팝업 창 

3. 결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주는 그래프 왜곡 여부 

판별 및 그래프 재구성 결과는 다음 그림 3, 4 와 같다. 

그림 3 은 원본 그래프를 나타내며, 그림 4 는 교정된 이

후에 새롭게 생성된 그래프를 나타낸다. 재구성된 그래

프 하단에 어떤 항목의 어떤 막대가 얼마나 왜곡되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왜곡 정보를 텍스트로 같이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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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원본그래프 예시 

그림 4 시스템을 통해 교정된 그래프 및 설명 

그림 5 감지된 오류의 수정 사례 (Sun 항목) 

그림 6 감지된 오류의 수정 사례 (Tue 항목) 

그림 5 는 x 축의 “Sun”항목에서 “비행기 3”이 텍스트

에 비해 막대를 짧게 나타내어 해당 수치를 과소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왜곡 사례를 교정하였다. 그림 6 의 

“Tue”항목에서는 “비행기 2”가 수치에 비해 막대를 길

게 나타내어 해당 수치를 과대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정

보 왜곡을 교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6]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미지 상의 그래프

를 분류하고 데이터를 추정하여 텍스트와 막대의 데이

터 간에 왜곡 여부를 판별하는 서버를 구축하였다. 그리

고 이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수용자가 접

하게 되는 웹 상의 그래프의 정보 왜곡 여부를 판별하

여 제공하고, 왜곡되었을 경우에 교정된 그래프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웹 상에서 노출되는 정보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별다른 조작 없이 웹사이트 상의 그래

프 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왜곡을 판단한 결과를 사

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기존에 정보 수용자가 스스로 

그래프의 왜곡 여부를 판단해야만 했던 과정을 자동화

하여 편리함을 제공하게 된다. 왜곡이 존재할 경우 비교

적 정확한 대체 그래프 역시 제공함으로써 원본 그래프

와 비교하여 어떠한 부분이 왜곡되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보 설계자의 의도 역시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정보 전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크롬 계열의 브라우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크

롬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이므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4.1 한계 

해당 프로그램은 [6]의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그

대로 답습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선 ICDAR 2019[8]의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막대그래프의 데이터 추정을 시

도하였을 때 198,010 건의 전체 데이터에서 100 건

을 무작위 추출했을 때는 27.19%의 정확도를, 전체 

데이터에서 대상을 범례가 RGB 로 표현된 수직 막대 

그래프로 제한하여 100 건을 무작위 추출했을 때는 

45.45%의 정확도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

럼 정확도가 낮은 이유는 데이터 추정에 필요한 모든 

값의 탐지에 성공해도 단 하나의 정보의 추정에 실패하

면 결과적으로 막대의 데이터 자체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범례가 존재하지 않거나 색상 의외의 방식으

로 범례가표기되어 있어 범례와 막대의 관계를 추정해

내지 못하는 경우, 축에 해당하는 선이 존재하지 않거

나 텍스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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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가 상정한 범위를 벗어날 때 바로 추정할 수 없

는 문제가 발생한다. 

4.2 향후 연구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막대그래프 분석에

서 발생하는 각종 제약 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차트 데이터 추정 과정을 개선하여 

정보 왜곡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고, 단순히 텍스트와 막

대 데이터 간의 왜곡만이 아닌 축 왜곡 등 다른 막대그

래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정보 왜곡 또한 감지

하여 이를 교정할 예정이다. 또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정보 왜곡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정보 수용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사용성 평가 방식

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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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태 공유를 위한 비대면 스터디 애플리케이션  
Design Study Streaming Application for Sharing Presence Status 

요약문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여가 생활 등의 주된 활동 장소
가 주거 공간으로 바뀌었다. 특히 학교, 학원, 독서실,
카페와 같은 기존의 학습 공간 또한 주요 학습 환경이
주거 공간으로 변하며 타인의 시선을 통해 적절한 긴
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전과 달리 생활 공간과 분
리되지 않아 생기는 집중 저해 요소 때문에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
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듯한 긴장 수준을 제공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을 활용하여 각자의 실시간 학
습 상태를 공유하고 학습 몰입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경험 제공을 위해 머신 러닝을
활용한 실시간 상태 공유 비대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학습 경험을 이해하
기 위해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
와 에스노그래피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
습 몰입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상태 공유 방
식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공간에서도 학습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비대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제
작하여 변화된 학습 환경에서의 학습 만족을 경험하도
록 하였다.

주제어 

머신러닝, 사용자 경험, 인터랙션 디자인 

1. 서 론

코로나19를 겪으며 주거 생활과 환경에 변화가 생겨났
다. 대표적으로 집단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 근무
와 비대면 학습이 시행되면서 주거 공간 내 별도의 업
무와 학습 공간이 필요해졌다[1]. 학생의 경우에도 학
교, 학원, 독서실 등이 주거 공간으로 통합되면서 학습 
몰입과 집중력 저하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2].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쌍방향 실시간 상태 공유
가 가능한 서비스를 사용해서 다른 학생과 함께 있는
가상 환경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화상 회의 플랫폼
(Zoom, Google Meet)을 사용해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
밍으로 쌍방향 상태 공유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잠금
앱(Forest, 열품타)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라 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학습하는 환경에 따라 학습자의 행동과 몰입을 방해하
는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 몰입을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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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학습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주거 공간인 집의 역할이 확대되어 주요 학
습 공간이 되었으나, 변화된 학습 환경에서의 적합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집이라는 
주거 공간에서 학습을 진행할 때 학습 몰입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상태 공유 방식은 무엇인가?라
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첫째, 심층 인터
뷰와 에스노그래피를 실시하여 변화된 학습 환경에서 
학습 몰입을 위해 사용되던 두 가지 시스템의 경험 이
해 및 사용 행태를 관찰하였다. 둘째, 앞선 결과를 종합
하여 주거 공간에서의 학습 몰입을 위한 적합한 실시
간 상태 공유 유형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새로운 비대면 학습 애플리케이션
을 제안한다. 이후 잠재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테
스트를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2. 사용자 조사 방법 및 결과

2.1. 심층 인터뷰 목표 및 방법 

주거 공간이 주요 학습 공간이 된 이후, 학습 몰입과 집
중도 향상을 위해 화상 회의 플랫폼(Zoom, Google 
Meet)을 사용해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쌍방
향 상태 공유를 한 경험이 있거나 스마트폰 잠금 앱
(Forest, 열품타)을 활용하여 실시간 학습 상태 공유를 
한 경험이 있는 12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인터뷰를 진행
했다. 인터뷰는 각각 4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실시간 학습 상태 공유가 가능한 비대면 스터디 애플리
케이션 사용 경험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거 공간이 주
요 학습 공간이 되었을 때의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구
성되었다. 참가자들은 평균 2.5개월가량 실시간 상태 
공유가 가능한 비대면 스터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주요 학습 공간은 집이라고 응답하였다. 

2.2. 분석 결과  

2.2.1.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 

•첫 번째,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분산된다. 실시간 스트
리밍을 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모
습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울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Mirror Image는 자기 평
가 행동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한
다[3]. Zoom의 경우 “Hide Self View”라는 기능이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
에 카메라를 통해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한 번씩 확
인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사적인 공간이 보여지는 것이 불편하고 부
담된다. 업무 및 학습 공간과 주거 공간이 통합되면
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분리가 불가능해졌다. 특
히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난입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
상 배경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얼굴을 보이지 않고 상반신만 스트리밍하
는 경우에는 가상 배경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
적 공간 노출 및 통제에 취약하다.

•세 번째, 학습 상태 여부 판단을 위한 행동 외의 습관
등이 타인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될 때 불편하다. 이는
사적인 공간에서 학습할 때 몰입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나오는 습관을 의식하고 통제하려는 과정에서 집
중력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과정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학습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행동보다 습관을 통제하려 의
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2.2.2.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통한 실시간 상태 공유

•첫 번째, 주거 공간에서는 스마트폰 외에도 방해 요
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만을 통제하는
것은 몰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거 공간은 사적
인 공간이기 때문에 침대, TV 등 집중을 분산시킬 물
품이 학교, 학원, 독서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경쟁심과 체면 유지를 위한 부정 측정 문제
가 발생하여 실시간 학습 상태에 대한 신뢰도가 낮
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열품타”의
경우, 동일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그룹화하고
그들의 공부 시간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준다. 자신
의 실제 모습이 타인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통해 학습 여부를 판단하
기 때문에, 공부는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스마트폰만
사용하지 않고 공부 시간을 늘리는 학생들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공부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
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내 랭킹 집계
시, 일일 최대 집중시간 9시간, 하루 공부 20시간 이
상이면 제외 등 규약이 있다고 한다.

2.3. 사용 행태 관찰 목표 및 방법 

심층 인터뷰를 통해 두 가지 실시간 상태 공유 유형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공유 유형별 학습자가 인지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는 무엇이고 몰입 저해 시, 보이
는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
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화상 회의 플랫폼(Zoom, Google Meet)을 활용한 실시
간 비디오 스트리밍과 열품타를 활용한 실시간 상태 공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6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6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유를 통해 비대면 학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관찰을 진행하였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인 실시간 비디
오 스트리밍 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해 4명이 1개의 미팅
룸에서 오디오를 끄고 비디오를 켠 채 3시간 학습을 진
행하였다. 그리고 미팅룸 내의 비디오를 수집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통한 실시간 상태
가 공유되는 그룹에서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 동일한
그룹에서 5일동안 학습하도록 해서 공부 시간을 수집하
였다. 또한 3일째 학습하던 날, 3시간 학습을 진행하는
방 공간 비디오를 수집했다.

2.4. 분석 결과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진행한 비디오 에스노그라피 연
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학습하는 그룹의 경
우 집중력이 분산되었을 때 스마트폰 사용 여부로 학
습 여부를 판단하는 그룹보다 학습 상태로의 복귀 시
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는 실시간 스트리밍의 경
우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이 송출되기 때문에 이를 의
식하여 학습과 무관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쉽게 학습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을
보인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학습하는 경우 타인에
게 학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학습과 무관한
다른 행동을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 상태를 판단하는 그
룹의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학
습도 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실
제로 집중하지 않는 상태지만 타인에게는 학습에 몰
입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학습 상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동 판별되어야 하며 그 유형 또한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 시대에 새로
워진 주거 공간의 용도 변모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
야 한다. 

3. 디자인 및 시스템 구현

앞의 심층 인터뷰와 관찰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 
사이트를 종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터랙션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3.1. 인터랙션 시나리오 
학생들은 생성된 그룹 스터디 룸에 접속한다. 스터디 
룸에서 손이 보인 상태로 학습을 진행하면 머신 러닝 

을 통해 실시간 상태를 자동으로 판별한다. 이렇게 판
별된 상태는 스터디 룸 내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두 
공유되며 이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통해 공유되지 않더
라도 실시간 상태에 대해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머신러닝을 통해 판별되는 상태
는 총 네 가지다. 첫째, 학습 중이다. 이는 손이 지속적
으로 움직이면 학습을 한다고 판단한다. 둘째, 손의 움
직임이 없을 경우, 졸음으로 판별한다. 셋째, 손이 보이
지 않을 경우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한다. 넷째, 손에 스
마트폰을 잡았을 경우, 스마트폰 사용 중이라고 판단한
다. 만약 공부 외의 다른 상태가 포착되었을 경우, 팝업
창을 통해 해당 상태를 사용자가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다. 

그림 1. 스터디 룸 사진 

3.2.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집중도의 증가 
행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긍정 평가(Posit ive 
Estimation)와 감소 행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부정 평
가(Negative Estimation) 방식 중 머신 러닝 관련 모델 
선정 기준의 모호성을 해결하고자 부정 평가 방식을 채
택하였다. 이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 조사를 통
해 상위 집중 저해 요소를 분석한 뒤 해당 요소를 판별
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여 부정 평가 방식의 모델링
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MediaPipe Hands 모델을 활
용한 손가락 마디 랜드마크 정보 및 Object Detection 
등을 활용해 사용자 존재 여부, 스마트폰 사용 여부, 졸
음 여부를 판단하여 부정 평가를 진행했다. 

웹 개발의 경우 머신 러닝 예측 결과에 대한 실시간 처
리를 통해 동일 공부방 내에 존재하는 다른 사용자에
게 참여자의 학습상태를 공유해야 했기에 클라이언 트
에서는 TypeScript 기반 RxJS 및 TensorflowJS를 활용
한 머신 러닝 결과 데이터 처리와 정적 웹 사이트 를 구
현했고 이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서버에서 
FastAPI 기반 Redis를 활용한 인-메모리(In- 
Memory) 방식으로 하여 소켓(Socket)을 통해 상호 통
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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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1개의 손가락 관절 랜드마크 

4. 사용자 테스트

제작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향후 주요 사용자로 예상되
는 10대 후반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을 테스트 대상
자로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했다. 측정 지표로 사용 경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활용해 1점(매우 불만족)에서 5점(매우 만족) 사이로
응답받았고 추가적인 인터뷰를 진행한 후 종합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용 경험 만족도는 2명에게 4점과 나머지
1명으로부터 5점을 받았다.

공통적인 긍정적 사용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자동으로 판별해주는 것이다.
캠스터디 어플리케이션 “구르미(Gooroomee)”에서
스터디룸 내 벌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스터디원
중 한 명이 돌아가면서 감시자 역할을 하며 핸드폰을
쓰거나 자리를 비우는 스터디원을 기록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되는 날에는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하
지만 해당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판별해주는 것이
만족스러운 경험 중 하나였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자기 모습이 노출되지 않지만 상태 변화가
공유된다는 점이다. 상호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
유하기 위해 캠스터디를 진행하지만 주거 공간의 특
성상 원치 않은 사생활 노출이 발생해 불편함을 느낀
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의 경우 상태 변화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동시에 자신의 모습을 타
인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학습 몰입에 긍정적인 경험
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공통적인 부정적 사용 경험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5초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졸고 있는 상태’
로 인식되는 점이다. 개인에 따라 공부 과정에서 움직
임의 차이가 있기에 졸고 있지 않더라도 5~10초 이
상 움직이지 않는 사용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개인화된 판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졸음 여부 판별 화면 

•두 번째, 학습 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규칙이 다르
다는 점이다. 종이 교재가 주요 학습 자료인 고등학생
과 달리 태블릿 내 대부분의 학습 자료가 있는 대학생
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인식되어서 팝업창이 나왔을
때 공부가 중단되어 불편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4. 스마트폰 사용 여부 판별 화면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거 공간에서의 학습 몰입과 만족을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비대면 스터디 애플리케

이션을 제작하였다.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

화 심층 인터뷰와 비디오 에스노그래피를 실시하여

경험을 이해하고 기존 시스템 사용 과정에서의 어려

움을 정리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는 주

거 공간에서 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실시

간 비디오 스트리밍이 아닌 아이콘의 형태로 실시간

으로 판별해줌으로써 사적 공간으로 분류되는 주거

공간 내에서의 학습 몰입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

구에서 개선점을 반영한 시스템을 통해 학습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지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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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는 영화 대본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 이해하고 

디지털 휴먼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감정적 표현과 

신체적 행동을 자동 생성해, 사전 시각화(Previz, Pre-

visualization)를 자동화한 시스템을 소개한다. 

주제어 

프리비즈, 애니메이션, 디지털 휴먼, 자연어 처리 

1. 서 론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임과 

동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노동 집약적인 일이다. 

프리비즈(Previz, Pre-visualization)는 영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영화 속 장면을 미리 만들어 보는 

시각화 작업을 의미한다 [1]. 프리비즈를 통해 영화 

제작 관계자들은 시나리오 작가가 구상하고 있는 

대본의 이미지를 촬영 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해, 

작가와의 이해 차이를 줄일 수 있고, 촬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최근에는 본 촬영에 

앞서 프리비즈를 행하는 작업은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프리비즈 준비 과정은 큰 비용과 노력,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버거운 작업이다. 따라서 영화 

산업계는 프리비즈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등장을 항상 바라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리의 시스템은 

디지털 휴먼을 가상의 배우로서 활용하며, 자연어 

처리를 통해 영화 대본을 이해하고 대본으로부터 

디지털 휴먼의 발화 및 액션에 대한 신체적 동작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지원해, 프리비즈 애니메이션 

제작을 자동화/간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 본문

이절에서는 우리가 활용하는 영화 대본의 구조와 디지털

휴먼의 비/언어적 행동과 감정적 표현, 그리고 신체적

행동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그림 1 XML 포맷으로 추출된 영화 대본의 일부

2.1 영화 스크립트의 구조 및 이해 

우리의 시스템은 가장 독점적인 대본 작성 도구인 Final 

Draft 로 작성된 영화 대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은 

XML 포맷으로 추출된 대본의 일부이다. 우리 시스템은 

Character, Dialogue, Parenthetical 그리고 

Action 에 해당하는 Text 값을 추출해 대본을 이해한다.  

2.2 등장인물 활용: 디지털 휴먼 선택 

본 시스템은 등장인물(즉, Character) 정보를 이용해 

인물들의 이름을 추출한 뒤, 사용자가 각 인물을 연기할 

디지털 휴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선택된 디지털 휴먼들은 (이름, 디지털 

휴먼)의 한 페어(Pair)로서 그림 2 와 같은 가상의 

환경에 배치된다. 이 페어는 프리비즈가 재생되는 동안, 

대본에 작성된 이름에 해당하는 디지털 휴먼은 해당 

장면을 연기할 인물 혹은 배우가 되며, 대본에 따라 자동 

생성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의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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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자동 생성된 디지털 휴먼의 비/언어적 행동, 감정적 표현과 신체적 행동 

2.3 대사 활용: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생성 

인물이 발언하는 대사(즉, Dialogue)는 디지털 휴먼의 

비/언어적 행동을 자동 생성하는데 활용된다. 먼저, 

언어적 행동인 발화의 경우, Text-to-Speech API 

를 이용해 디지털 휴먼의 목소리를 생성해 제공한다. 

그 다음, 디지털 휴먼의 음성이 제공되는 동안, 자연스러

운 움직임을 제공하기 위해 립싱크,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대사에 맞춰 자동으로 생성한

다. 

2.4 소지문 활용: 얼굴 감정 표현 

소지문(즉, Parenthetical)은 디지털 휴먼의 감정적 

표현을 위해 활용된다. 소지문은 “조이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제임스를 바라본다.” 와 같이 직설적으로 쓰여 

감정 분석에 용이하다. 우리는 지문에서 감정을 

분석하기 위해 BERT[2]를 적용하였으며, 화남, 역겨움, 

두려움, 행복, 중립, 놀람, 슬픔의 총 7 가지의 기본 

감정을 추출한다. 또한, 소지문에 감정의 세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감정의 세기를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시스템에서 추출된 감정과 세기는 디지털 

휴먼의 얼굴 메시에 적용되며, 표정 애니메이션이 앞서 

기술한 발화 연기와 함께 제공된다.  

2.5 액션 지문 활용: 신체적 행동 표현 

본 시스템은 액션(즉, Action) 지문으로부터 주체, 행동, 

대상을 표현하는 단어를 추출한 뒤, 이를 매개로 액션 

지문을 이행하는 디지털 휴먼의 신체적 행동을 

생성한다. 액션의 매개가 되는 특정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 휴먼으로 표현 가능한 

1,782 문장을 데이터셋으로서 준비했다. 액션 지문은 

“에이든은 왼쪽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연다.”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갖는다. 준비된 문장은 BERT[2]를 통해 

문장 벡터의 형태로 처리되었으며, 주체, 행동, 대상에 

해당하는 단어를 추출하기 분류 모델을 학습시켰다. 

대본이 프리비즈의 형태로 재생될 때, 본 시스템은 영화 

대본의 액션 지문에서 매개가 되는 단어를 분류 모델을 

이용해 추출하고 (주체, 행동, 대상)의 액션 조합을 

구성한다. 우리의 시스템 속 가상 환경에 위치한 모든 

오브젝트는 씬 그래프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오브젝트마다 가능한 액션 조합이 사전 정의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스템은 액션 지문에서 추출한 액션 

조합을 주체가 되는 디지털 휴먼이 위치한 그래픽 

환경의 씬 그래프에서 검색한다. 액션 조합이 

검색되었다면, 우리의 시스템은 해당하는 액션 조합을 

표현하는 디지털 휴먼의 일련의 신체적 행동을 

제공함으로써 대본의 액션 지문을 표현한다. 

3. 결론

우리는 영화 대본을 이해하고 디지털 휴먼을 활용해 

프리비즈를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우리는 

본 시스템이 실제 영화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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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영호 시리즈>는 ‘정영호’라는 가상 예술가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 과정과 작품에 대한 태도를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으로 표현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본 

작품은 메타버스와 정체성육종을 통한 가상예술가의 

생성과 육종을 내용으로 하는 MIV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 제작되었다.  

과거의 흑백 필름과 그 속의 예술작품에 대한 향수를 

청년 정용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실제 원로작가의 

작업실에서 느꼈던 풍경과 감각으로 원로 예술가 

정영호의 현재를 생각한다. 원로 조각가와의 경험을 

통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잊혀진 예술은 

무엇이며 과거의 예술가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주제어 

메타버스, 가상인간, 페르소나, 정체성육종, 원로작가, 

조각, 아우라 

1. 서 론

1.1  연구 배경

본 작품은 메타버스와 정체성육종을 통한 

가상예술가의 생성과 육종을 내용으로 하는 MIV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 제작되었다.  MIVA 

프로젝트는 “어빙 고프만의 자아연출의 사회학[1]에서 

출발해,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무대 

뒤의 삶을 메타휴먼 페르소나를 차용해 자아 연출을 

하는 과정 속에 드러내고자 기획”된 전시이다[2]. 특히 

MIVA 프로젝트는 정체성육종(identity breeding)의 

개념을 제안하는데, 이는 오늘날 SNS 와 메타버스 

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행위로써, 이름, 나이, 

성별, 신체조건, 삶의 방식, 습관, 직업 등 다양한 

정체성 지표를 원래 본인의 것과 차별적으로 상이하게 

규정하여 정체성을 싹틔우고 이를 키워나가는 과정” 

[3]이다.

1.2 <정영호 시리즈>의 기획의도 

<정영호 시리즈>는 과거 왕성히 활동한 과거의 예술가, 

원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과거 이름이 알려진 

예술가들 대부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름이 알려지고 전시 기회가 생겨도 

3 년이라는 기간 동안 소비되고 새로운 예술가로 

채워지는 예술계의 유행과 흐름 속에서 잊혀진 

예술가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노년의 예술가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가상의 원로 

조각가 정영호를 설정했다. 과거와 현재, 허구와 

현실사이에서 예술가 정영호의 삶에 대한 서사를 

만들고 시대 변화와 예술, 그리고 잊혀져 가는 

예술가들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원로 

예술가들이 지닌 아우라를 표현하고자 했다. 

1.3 연구 방법 

작품 제작은 먼저 정영호라는 가상 예술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정체성 지표를 구성하는 

페르소나 기획을 거쳐, 정영호가 제작했을 법한 작품과 

그의 작품세계를 SNS 상에서 드러내는 정체성 육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과거와 

현재의 정영호를 메타휴먼 3D 와 필름, 영상 등을 통해 

두개의 작품 <정영호>와 <정영호의 영상>을 2022 년 

10 월 KOTE 에서 열린 <MIVA 프로젝트 쇼케이스: 

Somewhere Over There> 전시를 통해 가상아티스트 

정영호와 실제 아티스트 김준서, 구동현의 협업 

형식으로 구현 전시했다. 

2. 본문

2.1 정영호 페르소나 기획 및 정체성 육종

정영호’를 과거와 현재, 시간에 따라 변모하는 

페르소나를 기획했다. 과거의 ‘정영호’는 왕성한 활동을 

하며 자연을 주제로 한 조각을 하는 예술가이다. 현재의 

‘정영호’는 전시와 명예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만들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알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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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찾는 예술가이다. 자연과 일상 속에서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고 살아간다.  

표 1. <정영호> 정영호 정체성 지표 

이름 정영호 성별 남 

나이 60 장르 조소(조각) 

학력(전공) 조각 전공 결혼여부 미혼 

소득 협회 전시, 연금 

거주환경 양평에 있는 작업실 

커뮤니티 00 조각회 

SNS 

@jungyoungho4 

작품 위주의 인스타그램 

젊은 시절 예술가인 자신과 작업, 현재의 

관심사를 표현 

2.2 정영호의 작품 및 정체성 육종 

정영호의 과거와 현재, 작품에 대한 태도와 변화과정은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으로 생산되어 SNS 내에 업로드 

하며 정체성을 육종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영호’를 통해 시대가 변하며 사람도, 

예술도 변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고 남겨진, 

남고 싶은 예술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2.1 정영호 작업 

 SNS 를 기준으로 초기 정영호 작업의 모습은 정영호의 

모습이 주를 이룬다. 젊은 시절 프랑스 여행을 간 청년 

정영호, 돌조각을 하는 모습, 조각대전에 수상한 정영호 

등 과거 조각가에 대한 이미지와 원로작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정영호의 정체성이 구체화되면서 그의 작업들을 

제작하였다. 몇 장의 이미지로 정영호를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영호의 서사를 이미지로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종된 정영호가 

추구한 작업들을 3D rendering 방식의 순수 디지

털 이미지로 구현하며 정영호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돌

과 나무, 바람을 중심으로 한 총 120 장의 이미

지를 생산하였고 이를 통해 ‘조각을 통해 사라지는 

상념, 수행하는 조각’이라는 키워드를 생산했다. 

그림 1. 정영호 SNS 내 과거 정영호의 작품 

https://www.instagram.com/jungyoungho4/ 

그림 2. 정영호가 바라보는 풍경 (1920x1080 hd  3min)  

https://www.youtube.com/watch?v=sWGX4dGFqGg 

2.2.2 정영호 구현 

그림 3. 정영호 메타 휴먼 제작 과정 

가상 예술가 정영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언리얼(Unreal) 엔진에서 제공하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사용하여 ‘정영호’를 모델링하고 젊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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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음을 뒤바꾸며 원로작가 정용호와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한 청년 예술가 정영호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젊은 정영호의 작업은 과거의 작가들을 보고 느꼈던 

동경과 그들이 가진 아우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현재의 정영호는 원로 예술가로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표현하고자 

한다. 현재와 과거의 모습은 컬러와 흑백을 통해 차이를 

주었다. 

그림 4.정영호  과거와  현재 - 메타휴먼 디자인 

2.3 작품 <정영호> 

작품 <정영호>는 정영호의 SNS 에 업로드한 예술가의 

과거 작품에 대한 태도와 변화과정을 표현한 디지털 

이미지들을 흑백 보정작업을 거친 뒤 슬라이드 필름 

통해 아날로그화한 영상설치 작품이다. 작품은 

전시에서 실제 참여 작가인 구동현, 김준서가 

정영호라는 가상예술가와 진행한 협업의 형식으로 

관객에게 제시되었다.  

작품은 선명한 이미지에 노이즈 혹은 흐림(blur) 

처리를 하여 오래된 필름이 가진 축적된 시간과 

선명하지 않은 이미지가 가진 아우라를 살리고자 

하였다. 슬라이드 필름을 환등기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과거 예술작품에 대한 향수를 아날로그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아두이노를 통해 환등기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그 환등기의 소리로 공간의 

분위기(아우라)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림 5. <정영호> 제작 과정 

그림 6  구동현, 김준서, 정영호 - 정영호(Youngho Jung), 가

변사이즈, 환등기, 아두이노, 릴레이, 35mm 슬라이드필름, 마

운트, 2022 설치 장면 

2.4 작품 <정영호 영상> 

<정영호 영상>은 작가 정영호의 페르소나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고, 과거의 정영호부터 현재 

정영호의 모습과 시각을 시간순으로 보여주며 현재의 

정영호가 일상과 자연에서 발견하는 예술, 그의 작업실 

풍경에서 느껴지는 노년의 시간들, 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일상의 발견들을 3D digital render 

방식의 컬러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영상의 최종 

결과물을 오래된 브라운관 TV 를 통해 재생해 

보여줌으로써 시간의 흐름 속 원로작가의 삶을 

정서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사운드는 배경음악 ‘류이치 사카모토-Flower is not a 

flower’과 Ambient 사운드만을 사용하였다. 음악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유연제로써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고[2] 전체적인 분위기와 과거 

예술가의 아우라, 그리고 우리가 정영호에게 느낀 

쓸쓸함, 죽음, 과거에 대한 향수, 시대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엠비언트 사운드를 통해 영상 

스크린 내의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구성했다. 

그림 7. <정영호> 정영호 영상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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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구동현, 김준서, 정영호 - 정영호 영상 (Video of 

YoungHo Jung) 가변사이즈, 1920x1080x1ch (HD), 

29.97fps, H.264, stereo, 2022 전시 모습 

(영상 링크: https://youtu.be/X-hLvkgYySE ) 

3. 결 론

 본 연구에서 정체성육종(identity breeding)을 통

해 새로운 가상의 예술가를 만들고 작품의 배경과 

제작 프로세스에 관해 설명하였다. 작품은 현 예술계의 

문제 중 하나인 ‘소비되는 예술가’와 ‘원로 예

술가의 아우라’에 대해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디지털 이미지와 영상을 통한 

아날로그식 접근 (환등기, 옛 텔레비전)을 차용하였으

며, 이를 통해 원로 조각가와의 경험을 통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잊혀진 예술은 무엇이며 현

재의 예술가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 

그림 10. <정영호 시리즈> 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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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개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 속 
데이터’의 차별화된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상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인 ‘강수량 데이터’와 내부적(개인적) 요인인 ‘걸음 
수 데이터’를 데이터 물질화(Data Physicalization)를 

통해 표현하였다. 일상 속에서 강수량을 가늠할 때, 
청바지 밑단의 젖음 정도를 확인한다. 다음과 같은 
행태에 기반하여 청바지를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월별 

평균 강수량을 청바지 밑단을 염색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비가 오는 날에 걸을 때마다 물이 튀는 형태를 
연상하였고, 걸음 수 데이터를 물 자국 형태와 유사하게 

디자인하여 청바지 위의 자수로 표현하였다. 

주제어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데이터 
물질화(Data Physicalization), 공공 데이터(Public 

Data), 개인 데이터(Personal Data), Small Data 

1. 연구 배경 및 목적

빅데이터에 관련한 문제 해결 및 시각화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인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를 통한 
미래 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과는 다른 

변화 사항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예외적 
데이터보다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분석 결과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개인화된 스몰 데이터(small data)를 

통해 차별화된 특성과 창의적인 관점에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다.[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 요소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공적 혹은 개인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사례를 도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데이터 물질화 

데이터 물질화는 ‘구조 혹은 재질적 성질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물리적 인공물’이다.[3] 기존의 2 차원 형태로 

표현되는 데이터 시각화보다 풍부한 경험이 가능한 물

리적 형태로 제공되며, 다양한 물질(material)의 속성

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림 2>의 작품은 

버스/기차 지연 시간을 물질화한 작품으로, 하루에 두 

줄씩 뜨개질을 하고 달라지는 지연 시간을 색상으로 표

현하였다. 이렇듯  데이터-물질 속성 매핑을 기반으로 

데이터 물질화를 진행한다. 

그림 1 Self knitted Scarf of Train Delays (2019)[2] 

2.2 일상 데이터 종류 

데이터를 분류하는 여러 기준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림 3>와 같이 일상의 환경적 요

인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와 내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개인 데이터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2 일상 데이터 분류 

2.3 연상 

의미적으로 먼 요소들 사이에 새로운 연관을 맺는 
사고를 뜻한다.[1] 여러 창의성 관련 연구에서 연상이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72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창의적 활동에서 중요한 능력임을 주장하고 있다.

[6] 따라서, 데이터 시각화에서의 주요 구성 요소 중, 데

이터 물질화 단계의 데이터-물질을 매핑하는 과정에

서 이 연상 요소가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단어 및 

이미지 연상, 색상 연상이 있다.  

3. 작품

3.1 기획의도 

데이터 물질화 과정에서 일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

적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의 각각의 연상 요소를 규명하

고, 두 데이터 간의 상호 작용 요소를 물질화하였다. 

3.2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및 연상 요소 

그림 3 강수량 데이터[5] 

<그림 3>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속성, 주 표현 

방법, 연상 요소를 아래 <표 1>과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공공 데이터 

데이터� 1년�강수량�데이터(22.1�~�22.�12)�

데이터�속성� 양�

주�표현�방법� 색상,�높이�

연상�단어� 눈,�비,�우산,�우비,�방향�

연상�색상� 청색�계열�

연상�형태� 비�자국,�젖은�자국�

개인 데이터 및 연상 요소 

그림 4 개인 걸음 수 데이터 

<그림 4>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로 아래 <표 2>과같이 정리하였다. 

표 2 개인 데이터 

데이터� 개인�걸음�수�(22.1�~�22.12)�

데이터�속성� 수�

주�표현�방법� 수치,�길이(높이),�거리,�경로�

연상�단어� 경로,�거리�

연상�색상� 갈색,�초록색,�검은색�등�

연상�형태� 수치,�이동�경로,�장소,�바닥�

3.3 표현 방법 

재료 선택 

일반적으로 공공 데이터에서는 강수량을 높이 속성을 

통해 표현하며, 일상 속에서는 바지 밑단의 젖은 정도

를 통해 비의 강도를 가늠하곤 한다. 따라서 일상 속

에서 데이터를 가늠하는 행태를 기반으로, 해당 

행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청바지를 데이터를 

표현하는 프레임으로 설정하였다. 

표현 방법 

걸음 수가 많을수록 빗물이 튀는 현상을 기반으로, 

강수량 데이터 위에 자수를 이용하여 빗물이 튄 듯

한 자국을 표현하였다. 이때, 일별 걸음 수 그래

프를 원형으로 왜곡하여 마치 물이 사방으로 튀는 

듯한 행태를 <그림 5>와 같이 연상하였다. 

그림 5 걸음 수 데이터 연상 형태 

<그림 6>과같이 월별 형태를 형성하였고, 월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강수량이 적으면 ‘적색’에 가깝게, 

강수량이 많으면 ‘남색’에 가깝게 매핑하였다. 

그림 6월별 걸음 수 이미지 및 색상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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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를 기준으로 왼쪽 밑단부터 오른쪽 밑단까지 
22 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데이터를 표현하였다. 

형태의 크기는 걸음 수가 많을수록 크게 표현하였으며, 
걸음 수 데이터에 기반한 형태 위에 물이 튄 느낌을 
극대화하고자 물방울 형태를 추가하였다.  물방울은 

월별 평균 걸음 수의 천의 자리의 수만큼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3 월 평균 걸음 수가 3,780 보라면, 물방울 

형태를 3개 위치 시킨다. 

그림 7 청바지 도식화 

3.4 결과물 

월별 강수량 그래프의 형태를 청바지가 물에 젖은 듯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청바지 밑단부터 염색하였다. 

또한 그 위에 물이 튄 형태의 걸음 수 데이터를 자수로 

표현하였다. 해당 요소를 청바지 위에 월별 평균 걸

음 수를 기반으로 배치하였으며, 걸음 수 데이터는 하

나의 물 자국이 한 달을 의미하고 뻗어 나온 가지는 일

별 걸음 수를 표현하였다. 자수의 색상은 월별 강수

량에 따라 적색부터 청색까지 코딩하였다. 

그림 8결과물(매핑 이미지[4]) 

4. 결론

본 연구는 공공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물질화를 통해, 두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일상 속 강수량을 가늠하는 청바지 밑단에 
청바지에 튀는 빗물을 걸음 수를 통해 매핑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작품 표현 과정에서 각 
데이터의 연상 요소를 기반으로 데이터 간의 영향 
요소와 사용된 재료 간의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그리고 연상 요인이 
결합하여 하나의 데이터 물질화 요소가 도출된다. 이를 
통해  일상 데이터의 외부적, 내부적 요인의 연상 요소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표현함으로써, 두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사례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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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종이접기의 움직임이 연속적으

로 반복되는 윤환체(輪環體)의 접이식 구조를 창작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적 구조를 연구하였다. 

시작과 끝이 연결되는 움직임을 구현하여 기존의 

종이접기 구조를 응용한 사례들의 개합(開闔)식 

움직임과 차별화를 주고자 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매직볼 종이접기 원리에 착안하여 접이

식 윤환체의 단면을 갈라 기어와 모터에 연결

하여 종이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게 

끔 하였다. 기계장치는 종이 구조의 등분 방법, 

회전 기어판의 개수와 설치 방법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기계장치의 노출을 

줄이고, 윤환체의 상단부를 세로로 갈라 두 

개의 회전기어판을 설치하고, 중력에 의해 종이

구조가 불균형 하게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내부 회전 구조를 개발하였다. 

주제어 

종이접기, 키네틱 인스톨레이션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운동성을 결합한 대부분의 종이접기 구조 사례는 개
합기능 구현에 목적을 두거나, 움직임을 통해 신기함
과 조형의 심미성을 보여주는 데에 창작의 의의를 두
는 경향이 있다. 움직임의 차원에서는 펼쳐져 있던 구
조를 접거나, 접혔던 구조를 펼치는 단순한 개폐의 운
동을 반복하는 데에서 그친다. 이것은 그 외의 움직임
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료 및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야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기계 장치의 고안이 필요하
다. 
동력을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매직볼[1]이라고 불리는 
종이접기 구조는 주름패턴의 축소×확장성을 이용하
여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또는 반대방향으로 종이 
구조를 뒤집듯이 변형하여 끊임없이 시작과 끝이 연
결되는 연속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사례이다.

이 구조의 동작 원리에서 착안하여 종이접기 구조가

접힘과 펼침을 무한히 순환하는 것처럼 연출할 수있

을 것으로 여겨졌고, 이를 가능케 하기위한 윤환체종

이접기 구조가 원형 중심축으로 회전하는 기계적구조

를 고안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선행연구로 순환형 움직임이 적용 가능한 가변적 

형태를 가진 종이접기 방식을 조사하였다.    

2.1 Tessellation 과 Magic Ball 

평평한 시트의 "타일링"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접

기 테셀레이션(주름패턴)은 패턴의 설계에 따라 

면의 확장 없이 종이 한 장의 전체적 외형의 곡률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2] 매직 볼[3]은 단일 주

름패턴의 종이로 만들거나, 여러 종이접기 유닛을 

이어 붙인 공의 형태로 만든 접이식 구조이다. 

공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주름패턴의 종이 

접기 구조가 안 밖을 뒤집어 순환하는 움직임에 

사용이 가능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  

다만 매직볼 등의 사례는 종이가 열려 있는 구조

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 연결

되기 위해서는 윤환체의 형태로 도안의 가장자리를 

이어 붙이고, 이를 회전시킬 기계장치가 필요하다. 

3. 종이접기 키네틱 인스톨레이션 연구

3.1 움직는 윤환체 구조 및 기계장치 연구 

모터와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윤환체의 테셀레이션 

종이구조가 회전하는 기계장치를 만들고자 하였다. 

수직으로 세운 윤환체 종이구조를 z 축 뱡향으로 가른 

단면에 회전판을 설치하고, 모터를 이용해 단면

의 중심축으로 회전시키면 윤환체 중앙으로 향한 종

이는 접히고 외각으로 향한 부분은 펼쳐짐으로써 

파손 없이 종이 구조가 연속적으로 회전하게 된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종이구조의 등분
방법, 회전기어판의 개수와 설치 방법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회전 장치를 연구하였다. 회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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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베어링이 설치된 회전기어판을 한 쌍 씩 
설치하고 회전기어판에 등분된 윤환체 종이 구조를 

고정시키는데, (a)첫번째로 윤환체를 삼등분하고 세 
쌍의 회전기어판을 z축을 중심으로 120도로 등분된 
위치에 설치해 보았다. (b)두번째로 종이구조를 

이등분하고, 2쌍의 회전기어판을 수평으로 맞물려서 
설치하였다. (c)세번째로 종이접기 윤환체의 
상단부를 세로로 갈라 한 쌍의 회전기어판을 

설치하여 종이구조가 회전하도록 하였다.  

그림 1 세 가지 종이접기 윤환체 회전구조의 작동 원리. 
3쌍의 회전기어판를 이용한 방식(좌), 2쌍의 회전기어판를 
이용한 방식(중)과 1쌍의 회전기어판을 이용한 방식(우) 

[그림 2]과 같이 회전판이 움직이면 전체 윤환체도 

함께 회전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종이가 단면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전체 
윤환체의 위치는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윤환체 내부에 

별도의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종이 테셀레이션 
윤환체를 수직으로 세울 경우 중력 때문에 종이가 
아래로 쳐지고, 중앙 하단으로 갈수록 주름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위한 장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그림 2 윤환체 회전구조 작동 시 요구되는 힘의 방향 

[그림 1]의 (a)방식은 종이구조를 등분한 횟수가 많은 
만큼 종이가 아래로 처지거나 전체적으로 

회전방향으로 딸려가는 문제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별도의 회전 각도 제어장치와 
소프트웨어가 없을 경우, 오랜 기간 작동 시 기계적인 

요인으로 세 쌍의 기어판의 회전속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종이구조가 틀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b)의 

방법은 두 쌍의 회전기어판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기어판끼리 회전각도가 맞지 않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상부의 종이 구조는 규격이 
올바르면 회전방향으로 딸려가는 문제는 없었으나 
하부의 종이구조는 중력에 의해 늘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부에 종이구조가 쳐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고안하여야 했다. 또한 다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기어판의 크기가 커져 눈에 띄는 이슈가 

있었다. (c)의 경우 회전기어판이 가장 눈에 띄지 
않으나, 쏠림, 처짐, 주름 몰림 문제가 가장 
심하였기에 종이 구조의 단면이 의도한 위치에서 

회전할 수 있는 틀이 종이 구조 내부에 설치되어야 

했다.  

(c)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윤환체

안쪽을 관통하는 원형 회전축을 만들어 기계장치
프레임에 고정한 후, 일정한 위치에서 종이접기
구조를 지탱하는 회전 가이드판을 회전축에

배치시켰다. 이 가이드판은 종이구조의 산 주름
단면의 형태에 맞게 재단되었고, 가이드판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전할 수 있도록 슬립링과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부품을 3D 프린팅하여
윤환체를 관통하는 축에 고정 시켰다. 회전기어판에
체인을 설치하고 모터와 연결시켜 종이구조가 회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 윤환체 회전구조 기계장치 세부 도면 

4. 결론

윤환체 주름패턴 종이접기 구조가 회전하는 

기계장치를 개발하여 유기적으로 순환 회전하는 
종이접기 윤환체 키네틱 인스톨레이션을 창작하였다. 
세 단계에 거쳐 기계장치가 가장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여 왔으나 각 방식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인스톨레이션의 컨셉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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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프로젝트 ‘Captain Gramo’는 PC단말기 유저와 VR단

말기 유저가 함께 협력하며 진행하는 게임으로서, 게임 

속 유저(User) 캐릭터인 전축(Gramophone)에서 프로

젝트의 이름을 따와서 ‘Captain Gramo’로 하였다. 

‘Captain Gramo’는 횡스크롤 방식의 2D 화면 모니터

와 1인칭 슈팅게임 방식의 3D VR HMD를 2명의 유저

가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는데, 동일한 공간임에도 불

구하고 2D와 3D라는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인해 발생되

는 정보 결핍의 문제를 서로 대화를 통해 채워 줌으로

써 해결해 나가는 ‘다차원 협력 슈팅 게임’이다. 이를 통

해 유저들은 이제까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재

미와 협력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다.

주제어 

가상현실, 게임, 협동게임 

1. 프로젝트 기획

본 프로젝트의 디자인 콘셉트는, 기술의 진보에 따라

‘등장과 도태’를 거듭해 온 음악플레이어(Music

Player) 단말기의 시대적 변화를 통해 체감되었던 아날

로그와 디지털의 대립이다. 아래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시대별로 유행했던 음악플레이어들을 정리해

둔 것이다(그림1).

그림 1. 시대별 유행한 음악플레이어 

우리는 가장 오래된 음악플레이어인 전축을 아날로그

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정하고, 나머지 음악플레이어들

은 아날로그에 대립하는 디지털을 대표하는 캐릭터들

로 설정하였다.  

게임의 기본 스토리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MP3플

레이어, 스마트폰 등 진보된 음악플레이어들에 밀려 폐

기처분 되거나 장식용 골동품이 되어버린 전축

(Gramophone)이 다른 음악플레이어 단말기들에게 복

수를 하며 옛 영광을 회복한다는 내용이다. 기획단계에

서는 유저(User) 캐릭터인 ‘Gramo(전축)’가 시대의 흐

름에 따라 ‘Walk-Man(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Mr.Punk 3rd(MP3플레이어)’, ‘Smartron(스마트폰)’

을 전부 물리치는 것으로 게임을 구상하였으나, 개발기

간의 부족으로 현재는 ‘Smartron(스마트폰)’ 과의 결투

만이 구현되어 있다(그림2). 

그림2. 몬스터 콘셉아트 

2. 프로젝트 디자인

프로젝트의 콘셉트가 음악플레이어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 속 요소들 또한 음악과 관련

된 요소들에서 모티브(motive)를 가져왔다. 우선 유저

(User) 캐릭터인 ‘Gramo’는 전축이 의인화 된 캐릭터

이며 전반적인 모습은 그리스 신화 속 ‘켄타우로스’를

모티브로 따왔다(그림3).

그림3. 메인 캐릭터(좌)의 모티브가 된 켄타우로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7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78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유저(User)가 사용하는 무기는 LP판을 발사하는 전동

공구 모양의 총이며 게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

템들 또한 LP판의 형태를 하고 있다. 유저(User)는 게

임 속에서 자신의 체력이나 필살기 아이템의 개수와 같

은 정보를 UI(User Interface)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1) 

표 1. 유저 캐릭터의 무기와 방어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등장 확률 

초당 
공격속도 

공격력 
회복량 

(방어량) 

기본총 100% 2.5회 20 / 

업그레이드총 30% 5회 20 / 

방어막 

아이템 
30% / / 

3초간 

무적 

체력회복 

아이템 
30% / / 

30만큼 

회복 

필살기 

아이템 
10% 1회 200 / 

 ‘Smatron’은 스마트폰을 모티브로 제작된 인간형 몬스

터이며 그 이름에 어울리게 공격무기 역시 애플리케이

션 블록, 무선이어폰과 이어폰 케이스, 보조배터리 등 

스마트폰과 관련된 요소들이다(그림4, 표2).  

그림4.몬스터 캐릭터와 공격패턴 요소 

 배경은 피아노 건반과 블루투스 스피커(Bluetooth-

speaker)들을 모티브로 구성하였는데, 차원을 알 수 없

는 우주공간 속에서 바닥은 피아노 건반, 진행 방향의 

양측 벽면은 다양한 블루투스 스피커들의 형상으로 이

루어져 있다,  

표 2. 몬스터 캐릭터의 공격패턴 

공격방식 공격 확률 공격력 해결방법(파해법) 

블록공격 35% 20 
‘부숴!’가  

적혀있는 블록 파괴 

지뢰공격 35% 20 
‘밟아!’가 

적혀있는 지뢰 밟기 

소형미사일 
공격 

25% 10 미사일을 공격해서 파괴 

대형미사일 
공격 

15% 40 
‘L 부숴!’ 또는 ‘R 부숴! 
라는 문구를 확인 후 

해당 이어폰 파괴 

체력 5000 

3. 프로젝트(게임)의 장르와 플레이 방법

최근 출시되는 게임들의 장르를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고, 굳이 장르를 지정해야 하느냐는 의문

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본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Captain Gramo’는 2 Dimension PC화면과 3

Dimension VR(가상현실)화면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

에서 장르 지정이 더욱 난해하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정

의하자면 ‘멀티플랫폼 기반 협력 슈팅 게임’이라고 정의

할 수 있겠다.

‘Captain Gramo’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어떤 플랫폼

으로 게임하는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VR유저는 3

차원 가상현실 공간에서 적을 조준하고 공격하는 1인칭 

슈팅게임 방식으로 플레이하게 되며, PC유저는 2차원 

횡스크롤 모니터 화면에서 아이템을 수집하고 몬스터

의 공격을 회피하는 러닝게임 방식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게 된다(그림5, 6). 

그림5. PC모니터로 횡스크롤 방식 조작 

그림6. HMD로 VR 1인칭 슈팅 방식 조작 

4. 프로젝트의 의의

‘Captain Gramo’가 지향하는 바는 VR유저와 PC유저

의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미’이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VR유저는 1인칭 시점으로 3D의 공간에서 앞으로

만 달려 나가게 된 환경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반면, PC

유저의 경우는 좌에서 우로 횡스크롤 되는 전지적 관찰

자 시점의 2D 화면에서 컨트롤하게 된다. 두 유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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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점, 다른 차원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 오는 정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몬스

터가 2개의 블록으로 길을 막으면 VR유저의 시점에서

는 어떤 블록을 공격해야 부서지는 블록인지 알 수 없

지만, PC유저의 시점에서는 아래의 분홍색 블록을 공

격해야 한다는 것을 블록측면에 새겨진 정보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때 PC유저는 재빨리 VR유저에게 자기가 파

악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어 VR유저로 하여금 블록을 

부수고 길을 뚫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식이다.  

게임은 앞서 예시를 든 것과 유사하게 악당이 발사하는 

지뢰, 블록, 미사일 등의 몬스터 공격을 유저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정보를 매워가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유저들은 VR의 3차원 시

점과 모니터의 2차원 시점의 차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것

을 바라보고 있는 유저들이 협력함으로써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경험을 터득하게 된다. 

5. 결론

그림 7 게임 엔딩장면 

횡스크롤 화면과 가상현실 VR은 마치 전축과 스마트폰

처럼 기술적 진보에 의한 역사성이 느껴지는 컨트롤 방

식이지만,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말기를 동시에 조작

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차이가 게임으로 구성되면 

협력이라는 방식 아래에서 새로운 재미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원이 다른 제한된 시점에서 오는 부족한 정보의 차이

를 두 명의 유저가 서로 소통하며 해결하는 방식의 게

임은 여태까지 확인된 바 없는 새로운 시도이며, 이를 

통해 경험하는 Good Timing, Good Information의 ‘소

통’ 역시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

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2022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졸업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참고 문헌 

1. 그림3(우측이미지)

https://www.breaknews.com/908368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80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ARGhost: 증강현실 기반 인터랙티브 소리 합성 게임
ARGhost: AR Interactive Sound Synthesizer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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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게임 플레이 화면(좌) 플레이어 시연 장면(우)

요약문
ARGhost는 소리를 디자인하고 저장하는 새로운

매체로서의 AR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존의

유물이라는 시간성이 담긴 개념을 디지털로 옮겨와

이를 AR환경에서 경험하는 게임의 형식으로 새로운

시각적, 청각적 인터랙션을 제시한다. ARGhost는 AR

오브젝트 형태로 소리 유물을 구성함으로써 가상의

오브젝트와 개인의 관계 형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미래에 남을 현 인류의 유산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사운드, 소리 합성, 사운드

비주얼라이제이션

1. 서 론

1.1 프로젝트 배경
인류가 음악이나 소리를 텍스트 형태가 아닌 소리 그

자체로 저장할 수 있게 된 건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악보에서 LP, 카세트테이프, CD

그리고 디지털 음원까지 소리 매체가 달라짐에 따라

음악의 형식과 저장 방식도 변화해왔다. ARGhost는

증강 현실 기반 게임의 형식을 통해 현재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XR 기술이 음악의 창작과 저장 방식

에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또

한,현재의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 유물들이 미

래에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어떤 형태로 보존

되고있을까를 상상하며 가상 오브젝트의 시간

성과유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1.2 관련 연구 및 작품

XR, AI 분야에 음악 기술(Music Technology)

의결합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시하는 연구 

및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1]. ‘Blob Opera’[2]

는Google Arts & Culture와 David Li가 협업한 기

계학습 기반 인터랙티브 앙상블 시스템으로, 음악적 교

육경험 없이도 간단한 인터랙션을 통해 4성부의 합창단

의화음을 조정할 수 있다. ‘ARPiano’[3]는 증강 현실 기

반피아노 교육 어플리케이션으로 연주자의 MIDI 음

과AR 비주얼 이펙트를 연동하여 멀티모달 음악 

학습경험을 제시한다. Virtual Pottery[4]는 키네틱 센

서로인식된 손의 움직임이 가상의 도자기의 모

양과사운드를 변형시키는 3D 오디오 비

주얼인스톨레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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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2.1 게임 시나리오

그림 2. 게임 시작 화면(위) AR 소리 유물함 (아래)

본 게임은 현재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2100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소리 연구자이자 개발자였던 한

할머니가 2025년에 남긴 디지털 유물이 담긴 유물함을

먼 미래의 후손이 우연히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그림2).

여기서 유물함은 할머니의 소지품인 실제 플룻

케이스이고, 여기에 담긴 디지털 유물은 다양한 형태의

소리가 담긴 증강현실 상의 가상 오브젝트들이다. 플룻

케이스를 열면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유령 캐릭터들이

도망가면서 플레이어는 소리의 방향을 따라 유령

을찾아 유물함 안으로 다시 가져오고, 도망가는 과정에

서모양과 소리가 변형된 유령들을 원래대로 복원

해야한다. 전체적인 게임 시나리오 및 플레이 모습

은 [7]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2 게임 플로우

그림 3. 게임 플로우

ARGhost는 증강현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운드

인터랙티브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게임 시나리오를

전개해나가며 자연스럽게 3D 공간음향(Spatial 

Sound)과 인터랙티브 소리 합성을 경험할 수 있다.

게임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과거에서 온 가상의 디지털

소리 유물을 복원해보고, 미래에 남길 나만의 소리

유물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게임 미션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그림 3). 첫 번째로 공간음향 소리를

듣고 따라가서 도망친 소리 유물인 유령을 잡고, 두

번째로 사운드-비주얼이 맵핑되도록 자체 개발한 AR

사운드 인터랙션을 통해 원래대로 유령의 소리를

복원하는 일종의 소리 퍼즐 게임을 수행한다. 미션 완수

시 보상으로 게임을 통해 학습한 AR 좌표 생성과

사운드 인터랙션을 응용해 플레이어만의 소리 유물

만들기 미션을 수행한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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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게임 장면 1. 공간 음향 2. 인터랙티브 소리 합성 3.

나만의 소리 유물 디자인 [7]

2.3 게임 인터페이스 및 사운드 디자인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AR 사운드 합성

인터랙션은 다음과 같은 유저 시나리오로 설계되었다.

1) 증강현실 공간 속의 3D 객체인 유령의 모양을

수직/수평 슬라이드 조절을 통해 변형시킨다. 2) 해당

슬라이더의 값은 특정 오디오 이펙트의 파라미터 값과

연동이 되어 AR 객체의 모양이 바뀜에 따라 소리의

효과가 달라진다. 보다 직관적인 소리 퍼즐 게임을

디자인하기 위해, 수직/수평 방향 슬라이더에 각각

피치 조절과 음색의 조절을 맵핑하여 사운드를

시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그림 5. FMOD Studio를 통해 디자인한 오디오 이펙트 커브

수직 슬라이더를 조절하면 객체의 크기가 수직

방향으로 조절됨과 동시에 음악에서 음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피치가 함께 조절되는데, 이를 피치

쉬프터(Pitch Shifter) 효과라고 한다. 수평 슬라이더를

조절하면 객체의 크기가 수평 방향으로 조절됨과

동시에 소리의 질감 및 음색이 그에 따라 변형된다. 이

때 사용된 오디오 이펙트는 플랜저(flanger) 효과로,

신호의 위상(Phase) 차를 이용하여 원래 신호

의복사본을 지연하여 재생함으로써 사운드 신호를 증

폭또는 상쇄시킴으로써 깊이(depth)와 비율

(rate)파라미터에 따라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

다. 본연구에서는 Firelight Technologies에서 개발한 

게임용음향 효과 엔진 및 저작 툴인 FMOD Studio[8]

를 통해객체가 가늘고 얇아질 때 어울릴 플랜저

(flanger)효과의 소리와 뚱뚱하고 두꺼운 모양의 

객체와어울리는 소리의 곡선을 각각 디자인하였다 (그

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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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게임 내 사물인식이 적용된 모습. 사물인식을 위한

지시 팝업창 (위). 악기케이스를 연 후 AR 오브젝트가

튀어나오는 모습 (아래).

보다 몰입감 있는 증강현실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6와 같이 실제 사물이자 게임

속 유물함의 역할을 하는 플룻케이스를 게임의

인터페이스 중 하나로 활용하여 디바이스 내의 UI 뿐

만아니라 실제 사물을 직접 만지고 열고 닫는 동작을 통

해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 시나리오를 디자인했다. 이

를위해 3D 스캐너인 Polycam을 이용하여 플룻케이스

를3D화하고, 증강현실 엔진인 Vuforia의 3D 객체 

인식기능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2.4 시스템 구성 및 구현 상세

그림 7와 같이 본 시스템은 크게 사물인식 및

평면인식이 수행되는 증강현실 시스템, 사운드 디자인

시스템,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게임 UI가 구현된 3D

게임 시스템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된다. 개발 환경은

Unity (2021.3.11f1)와 FMOD Studio (2.02.08),

Vuforia Engine (10.11)을 주 환경으로 개발했고

Android OS 7.0 이상의 버전을 타겟으로 갤럭시 탭 S7

플러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빌드 및 배포를

진행하였다. 전시 워크샵 현장에서는 관객의 공간 음향

및 섬세한 사운드 합성 체험을 위해 무선 헤드폰을

제공하였다.

그림 7. 프로젝트 도식

증강현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용된 Vuforia는 PTC

사에서 개발한 교차 플랫폼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로, 실시간 3D 객체 인식 및 평면 이미지

추적 등을 제공하며 Unity 와의 연동이 가능하다. 본

시스템에서는 Vuforia에서 제공하는 무마커 추적

(markerless tracking) 중 하나인 모델 인식(model 

target) 기능을 이용하여 플룻 케이스를 3D 모델링한

데이터를 Model target generator 프로그램에 학습시켜

AR 마커로 사용하였다. 증강현실에서 마커(marker)란,

정보 트리거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이미지 또는 오브젝트를 의미하며 QR코드, 2D 이미지

등이 일반적이다. 본 시스템에서는 모델 인식 마커를

통해 QR코드나 특정 이미지 마커 없이도 게임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3D 사물이 인식되고 이를 통해

게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플레이어가

증강현실 3D 객체와 제스처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LeanTouch [5]를 사용하여 드래그 앤 드롭,

회전, 크기 조절 등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운드 디자인 시스템 구현은 FMOD 

Studio를 사용하여 게임 내 공간음향, 사운드 이펙트

curve 디자인, Unity와의 파라미터 연동 등을

진행하였다. 게임 내 음원들은 FMOD Studio에서

제공하는 피치 쉬프터(Pitch Shifter), 플랜저(flanger)

효과 등 다양한 오디오 이펙트가 게임 내 UI를 통해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되었다. 또한

플레이어가 증강현실 공간에서 3D 객체의 위치를

소리의 방향으로 찾을 수 있도록 FMOD Object 

spatializer를 적용했다. 게임 내 사용된 사운드 소스 및

효과음 등은 음원 라이선스 사이트 [9]에서

다운로드받거나 Logic Pro를 사용하여 직접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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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사용자 평가

본 게임에 대한 사용자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 연계 프로그램 ‘게임과

예술: 환상의 미래도시 워크숍’에 참석한 20~40대의

남성과 여성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참여자는 게임 튜토리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게임을

체험하였고 이 후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 게임의 기능성,

예술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게임의

예술적 경험을 평가하는 지표[6]인 ‘Sensory(시각,

청각적 감각 경험), Interactivity(인터페이스 및

캐릭터와의 상호작용 경험), Narrative(스토리를 통한

경험)’에 기반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3.2 결과 분석

기본 정보 항목에서 AR 게임과 음악 경험 유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참여자의 67%가 AR 게임 경험이 있었다.

음악 경험 관련해서는 참여자 100%가 악기 연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67%만이 작곡이나 사운드

디자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배울 기회나 진입 장벽이 높은 점을 선택했다.

게임의 기능성과 관련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분석 결과, 공간음향 가이드의 난이도 대해서는

100%의 참여자가 쉬운 편(4,5점)이다고 답변했다.

인터랙티브 사운드 합성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84%의

참여자가 쉬운 편(4,5점)이였다고 답변했다. 또한

참여자의 67%가 유령의 길이가 음높이(Pitch)와

연관된 것을 매우 잘 (5점)알아챘으며, 음색(Timbre)는

조금 더 낮은 50%만이 매우 잘(5점)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게임의 예술성과 관련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분석 결과, Sensory(시각, 청각적 감각 경험)

지표 분석 결과, 83%가 게임 캐릭터의 모양을 바꾸어

소리를 바꾸는 사운드 인터랙티브 시스템이 게임의

몰입에 도움을 매우 주었다(5점)고 응답했다.

Interactivity(인터페이스 및 캐릭터와의 상호작용 경험)

지표와 관련해서는 100%의 참여자가 게임의 공간

음향과 사운드-비주얼 인터랙션 요소에

흥미롭다(4,5점)고 답변했으며, 직접 소리를 디자인한

유령 캐릭터에 대한 친밀감이 생성(5점)되었다고

응답했다. Narrative(스토리를 통한 경험)’에 대해서는

‘게임을 하고 난 뒤 소리 유물을 저장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주관식 응답이

있었다.

질문 항목 결과(5점 응답률)

사운드 인터랙티브 시스템의 몰입 경험 매우 높음 (83%)

사운드-비주얼 인터랙션에 대한 흥미도 매우 높음 (83%)

직접 소리를 디자인한 캐릭터에 대한 친밀감 생성 매우 높음 (100%)

표 1. 사용자 평가 결과

4. 결론

본 연구는 사운드 기반의 AR 게임의 형식을 통해

소리를 디자인하고 저장하는 새로운 매체로서의 AR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AR 가상

캐릭터의 모양(상하, 좌우)을 사운드 요소인

음높이(Pitch)와 음색(Timbre)에 매핑한 AR 사운드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게임의 스토리를 따라 시청각적

인터랙션과 공간 음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자 평가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AR 사운드

인터랙티브 합성이 참여자에게 게임의 예술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몰입도와 흥미도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입증한 기존의 매체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소리를 만들 수 있는 AR 기술의 특징을

향후 더 발전시켜 교육 및 공연으로도 확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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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수호깨비는 꿈과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아낌없이 응원해주는 지지자 ‘도깨비’를 선물하는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프로젝트이다. 작품을 

체험하는 관람객이 소원을 빌고 물건을 선택하면 

작품 속 잠들어 있는 도깨비를 깨울 수 있다. 총 

5 종류의 도깨비 캐릭터가 있으며, 관람객은 체험을 

통해 한 가지 종류의 도깨비와 만나 소통하며 격려 

받는다.  

주제어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소원, 도깨비, 응원, 지지자, 

캐릭터 

1. 작품 배경

1.1 응원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 

로젠탈 효과는 ‘사람 간 기대효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일종의 사회심리 효과로,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진심 어린 기대가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가설이며 현재 심리학계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 [1] 
이처럼 사람들이 각자 품고 있는 목표, 소원, 꿈들을 
아낌없이 응원해주고,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수호깨비’같은 존재가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1.2 민중의 염원이 담긴 도깨비 

우리나라 민담 속 도깨비는 현실을 벗어나고 궁핍과 
굶주림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만들어진 상상의 
존재였다. 조상들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현실적 
궁핍에서 해방되는 꿈을 꾸었고, 순박한 도깨비는 
이런 꿈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주인공이 되었다. 또한 
도깨비는 인간 욕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도깨비방망이의 무궁무진한 신통력, 자기 모습을 
감출 수 있는 도깨비감투 등 희한한 능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능력이다. [2] 
우리나라 곳곳에는 도깨비에 관련된 민담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도깨비를 통해 심술궂은 양반을 혼내 

주거나, 착하지만 가난했던 서민이 벼락부자가 

되는 등 그 당시 민중들의 염원이 담긴 상상 속 
존재인 도깨비를 주인공으로 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대중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상상 속 존재 ‘도깨비’를 
든든한 지지자로 선물함으로써 사람들의 소원과 꿈을 
응원하는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3 온라인 설문조사와 인터뷰 – 실시 및 정

리 표 1. 1 차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 참여 인원 설문 문항 

2022.04.02 ~ 

2022.04.09 

173 명 1. 최근 바라고 있는소원
의 내용

2. 평소 자주 쓰는 물건과
사용 기간 

작품의 중심이 되는 소원과 물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1). 설문조사 답변을 토대로 ‘재물, 
행복, 휴식, 건강, 명예’ 5 가지로 소원의 종류
를 확정하였다. 
각 소원과 의미상으로 연관성이 있는 물건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8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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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소원 별 대표 물건 

인터뷰이(interviewee)가 답변한 공통적인 이미지를 

토대로 5 가지 소원을 대표할 저금통, 운동화, 머그잔, 

트로피, 꽃 등 5 가지 물건을 설정했다(그림 1). 

2. 작품 구성

2.1 수호깨비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전통적인 도깨비를 5 가지 

소원의 유형에 맞춰 개성 있는 캐릭터로 재탄생 

시킨다. 전시를 체험하러 온 관람객은 직접 소원을 

빌고, 이를 응원하는 수호깨비와의 소통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 본 프로젝트의 제목이자 도깨비 

캐릭터들을 일컫는 단어, ‘수호깨비’는 ‘수호(守護)’와 

‘도깨비’를 결합한 단어이다. 각자가 품고 있는 꿈과 

소원을 지켜주는 도깨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2 DP 및 유저 시나리오 

그림 2. 설치이미지 

그림 3. 유저 시나리오 

관람객은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쓰고 관련된 물건을 

제단에 올려 소원을 빌게 된다. 소원과 연관된 도깨비 

캐릭터를 깨우기 위해 춤을 춘다. 잠에서 깨어난 

수호깨비는 관람객이 적은 소원을 응원하고, 본인을 

소개한다. 이때 랜덤으로 수호깨비 이름이 제공되어 

관람객에게 ‘나만의 수호깨비’라는 특별함을 준다. 그 

후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관람객을 다시 한번 

격려하며 마무리된다 (그림 2,3). 

2.3 소원 별 도깨비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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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캐릭터 디자인 

각 소원 별로 떠오르는 인상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5 종류의 수호깨비 캐릭터를 

디자인했다. 3D, 2D 2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여 추후 

다양한 콘텐츠(굿즈, 이모티콘, AR 필터 등)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 

2.4 화면 디자인 

그림 5. 화면 디자인 

아기자기하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의 3D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하여 몰입도를 높이고, 5 명의 

도깨비들마다 각자의 특징에 맞게 배경을 구현하여 

관람객에게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 (그림 5).  

2.5 터치디자이너와 아두이노의 연계 

인터랙션을 구현하기 위해 아두이노와 터치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기술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정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연관된 소원에 대한 힌트로 
효과음이 나오는데 이때 어떤 물건을 올렸는지 
감지하는 센서를 와 물건을 제단에 올렸을 때 각 
물건에 맞는 도깨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RFID 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카메라를 사용하여 관람객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론

수호깨비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라고 있는 혹은 
잊고 있었던 마음속 꿈과 소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간절한 소원을 
바탕으로 신나게 도깨비불을 깨우고, 꿈을 
응원해주는 나만의 도깨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신비하고 즐거운 경험을 통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소원에 집중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힘을 전달받길 기대한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민담 속 주인공인 도깨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도깨비가 그저 과거 

이야기 속 존재가 아니라 현대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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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2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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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나르키의 우물’은 우물 속 소셜네트워크 세

상에서 살아가는 가상 인간 ‘나르키’와 관객

이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작품이

다. 매개체인 ‘우물’을 통해 관객은 가상 인

간, ‘나르키’와 더 밀접하게 소통하고, 더 나

아가 그 가상세계 속에 투영되는 자신의 모

습 또한 발견하게 된다. 마치 자신의 모습

을 우물에 비추듯이 말이다.

주제어

Metaverse, Virtual Human, 가상현실, 가상

인간,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1. 서론

‘메타버스’, ‘가상 인플루언서’는 COVID19 

시대 속 새로운 콘텐츠로 쏟아져 나오고 있

다. 하지만 순식간에 쏟아진 ‘메타버스’ 콘

텐츠의 양에 비해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해와 관계 정립은 아직 미흡한 실상이다. 

‘나르키의 우물’은 ‘가상세계의 나’ 와 ‘실제 

세계의 나’ 대해 반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관객에게 던진다. 현실과 가상 사이를 연결하

는 매개체를 통해 대중은 가상세계에 물리적

으로 보다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다. 가상 인

간 ‘나르키’는 가상세계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사용하는 유저들을 

우물에 비추듯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디

자인되었다. 유저는 제3의 시선으로 가상세

계 속,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2. 가상인간 나르키

2.1 나르키 형성 배경

SNS를 통해 인간은 ‘나’를 복사해 디지털 세

계에 붙여 넣을 수 있다. 현실과 달리 SNS 

속의 ‘나’는 필터링 되고 왜곡된 ‘나’를 보여

준다.[1] 

실제의 ‘나’가 될 수 없는 가상의 ‘나’를 끊임

없이 생성하고 바라보는 모습은 나르키소스 

신화를 떠올린다.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데, 입맞춤을 하

려다가 그것이 자기 자신의 반사된 모습인 

것을 알아차리고 슬픔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

다. 가상 인간의 이름, ‘나르키’는 나르키소스 

신화에서 가져온 것이다. 

SNS 세계는 멀티 페르소나 (Multi-Persona)

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고정관념에 의해 

단 하나의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

를 찾고 드러내는 다양한 방식을 실험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정체성을 형

성한다.[2] 우리는 ‘나르키’가 SNS 유저의 또 

다른 ‘나’가 되기를 목표했다. 

‘나르키’의 성격에 입체성을 주고 SNS에 대

한 유저들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침투이론(Social penetration theory)을 

바탕으로 성격의 층을 형성했다. 제일 바깥층

은 타인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개인의 가치, 자아, 깊은 감정들이 자

리 잡고 있다.[3] 

나르키의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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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상인간 ‘나르키’

본 미디어 설치 속 나르키는 ‘SNS’세계에서 

살아가는 가상 인간이다. 나르키가 존재하

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 즉 ‘좋아요’

를 뜻하는 ‘하트’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매우 갈구한다. 사람들이 하트를 받

는 방식을 연구해서 자신의 계정에 적용한

다.   

그림1  가상인간 나르키

나르키는 2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narki_public 이다. 이 계정에서 나르키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반영해 관심을 받기 

좋은 게시물을 올린다. 

또 다른 계정은 @narki_private 이다. 이곳에

서는 나르키가 다른 유저들에 대해 연구한 

기록,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에 

대한 힌트, 자아에 대한 탐색이 담겨있다. 

그림2  나르키의 두 인스타그램 계정

이 두 계정은 SNS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반영

한다. @narki_public 계정은 사람들의 관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narki_private 계정은 자

신에 대한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SNS에

대한 유저들의 시각에 따라서 나르키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3  두 계정의 게시물 

3. 디자인 콘셉트

3.1 ‘나르키’

‘나르키’를 창작하기위해 외적으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SNS 인플루언서들의 이미지

를 반영하였다. 이는 SNS를 주로 사용하는 

10~20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유

행하는 양 갈래머리, 탈색모, 크롭 의상 등

을 입혀 유행에 민감한 나르키의 성향을 나

타냈다. 귀걸이의 모양은 ‘인스타그램 링’과 

우물을 상징함으로써 SNS가 나르키와 뗄 

수 없는, 언제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임을 표현한다.

그림4  나르키 컨셉 아트

3.2 나르키의 우물

SNS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소통은 한계를 가

진다. ‘나르키의 우물’은 가상 인간과 실제 인

간의 연결을 의도하는 작품이므로 보다 면밀

한, 물리적인 소통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의 극적인 만남을 연출했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9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291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그림5  나르키의 우물 설치 모습 2022

나르키의 우물은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포

털이자, 각자의 세계를 보는 눈이 된다. 우물

에 비치는 나의 모습은 나와 매우 닮아있지

만 절대 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상세계

의 나를 바라보는 것과 매우 유사한 지점을 

가진다.  

기존의 우물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면 동그

란 링과 그 안의 물이 보인다. 이러한 형태

와 ‘인스타그램 링’의 시각적 유사성을 바탕

으로 우물의 외형을 디자인했다. 따라서 우

물의 바깥 형태는 ‘인스타그램 링’이 되고, 

안의 물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포탈이 된다. 포탈이 열리면 인스타그램 UI

를 반영한 ‘SNS 세계’가 열린다.

그림6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나르키의 우물

그림7  ‘인스타그램 링’ 예시

3.3 인터랙션 UI

인스타그램의 UI를 참고하되 나르키의 우물

에 맞추어 변형하였다. 나르키의 우물은 지름 

110cm의 원형이다. 기존 모바일 환경의 직사

각형 UI를 원형에 맞추어 디자인하였다. 또한 

모바일에서 한 손에 맞추어 디자인된 스케일

을 선 채로 손을 뻗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스케일로 확장하였다.

그림8  나르키의 우물 UI

3.4 유저 시나리오

관객은 우물을 터치하면 생성되는 하트를 통

해 나르키를 소환해낸다. 이때 터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나르

키의 소환이 가능하다.

소환된 나르키는 관객에게 DM (Direct 

Message) 요청을 보낸다. 관객이 이를 받아

들이면 관객과 나르키는 서로의 취향을 공유

하며 가까워진다. 이 과정에서 나르키는 인스

타 스토리, 릴스, 게시물 등 다양한 게시 양

식을 활용한다. 인스타 스토리의 간단한 문답

놀이를 주로 차용했다.

위의 인터랙션을 통해 나르키는 유저에 대해

파악하고, 유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된

다. 그리고 그에 맞는 계정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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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나르키의 우물 유저 시나리오

아래 그림11과 같이, 인터랙션이 끝난 후, 

나르키가 유저와 함께 찍은 사진은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즉시 공유된다. 이는 나르키

가 실재한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 관객들

에게 큰 흥미를 준다. 또한 인스타그램 유

저들에게 익숙한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사

진을 공유함으로써 나르키 인스타 계정으로

의 접속을 유도한다.

그림10  인스타그램 라이브 사진 공유

‘나르키의 우물’이 해시태그 된 유저와의 이

미지는 실시간으로 반영해 전시공간의 벽면

에 영사된다. 이는 해시태그 챌린지를 유발

한다. 챌린지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써[4] 

유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

해 나르키와의 소통은 더욱 깊어진다. 

4. 기술적 솔루션

가상 인간의 캐릭터 디자인은 Cinema4D로 

모델링하고 Octane으로 렌더링 하였다. 인

터랙션을 위한 기술적 구현은 터치디자이너

로 진행하였다.

설치물은 우물 내부에서 외부로 스크린을 

영사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외부에 보이

는 기계 장치를 최소화했다. 이는 몰입을 

높여 관객들로 하여금 나르키와의 만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11  나르키의 우물 미디어 설치

5. 결론

가상세계, 메타버스는 지금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콘텐츠는 여

전히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

련된 도덕적, 정치적 문제들 또한 수없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기에서 ‘나르키의 우물’은 관객

들에게 가상세계의 ‘나’와 실제 세계의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자신의 SNS 속 모습을 반영한 ‘나르키’를 

제3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관객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될까. ‘나르키의 우물’은 어

떠한 확정적인 답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저 

또 다른 ‘나’, 나르키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계를 우물 위로 잔잔하게 비출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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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기술을 사용한 위치 기반 소셜 동영상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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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프로젝트는 동영상 기반 소셜 미디어 Tiktok, 

Youtube Short 와 같은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다. 

짧은 동영상에 위치기반 기술을 더해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시도해보았다. 특히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교의 위치 정보와 함께 동영상 

가이드 등을 촬영하여 영상과 관련된 건물(위치)을 

선택해 위치기반으로 배포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외뿐 

아니라 실내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사운드 

태그 방식을 개발하여 추가하였고, 강의실 마다 

구별되는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주제어 

사운드 태그, 소셜 미디어, Shorts 

1. 서 론

배 경 

2019 년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고 개인공간에 머물게 

되면서 사회관계망은 본격적인 연결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Zoom 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일반적인 형태의 

소통 공간이 되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성장하였다.  

자신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유하고 

콘텐츠를 양성하던 Youtube 와 같은 서비스와 

더불어 간단하면서도 핵심 내용만을 짧게 올리는 

Shortz 라는 형태의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Tiktok 으로 대표되는 

Shortz 서비스는 현재 젋은이들 사이에서 

Challenge 라는 이름으로 자주 거론되며, 다양한 

세대층으로 유저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최대의 소셜 미디어 업체인 Meta 는 Meta 

Quest 라는 가상현실 체험 장비를 발매하고 

자사의 자회사인 Facebook 과 Instagram 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진행중이다. 이에 못지 않게 

Tiktok 또한 Pico 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서비스 확장에 노력을 하고 있다.  

연구 범위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영상을 통한 직관적인 

정보의 전달이 인기를 끌면서 Youtube 와 

Tiktok 과 같은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셜 플랫폼에서 없었던 

위치 기반의 소셜 동영상 플랫폼 로컬쇼츠를 

개발해 보고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GPS 데이터와 같은 정보 이외에 사운드 기술을 

이용하여 실내에서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는 그동안 실내에서의 

위치 추적에 대한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더불어 

새로운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다. 

2. 본 문

본문은 사운드 기술을 사용한 위치 기반 소셜 

동영상 플랫폼 로컬 쇼츠의 기본 기술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사운드 태그 

보편적으로 실외에서는 GPS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GPS 신호가 막혀 자세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사운드 태그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기로 하였다. 

사운드 태그 기술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20Hz 부터 20kHz 까지의 소리 중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들리지 

않는 대역의 소리를 이용하여 신호를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보통 18kHz 이상의 소리는 

노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를 사용하면 간단한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면서도 인간의 청력에도 간섭하지 않는 

형태의 통신 수단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국 스타벅스에서는 사이렌 오더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한 적이 있다. 소비자가 음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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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주문하고 특정 가게에 들어서면, 매장의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정보를 수신 받은 앱은 

자동으로 주문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즉, 사운드로 

매장의 위치정보를 수신 받은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음료를 주문해 주는 서비스 인 것이다.  

시스템 기능 

사운드 태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공간에 

진입했을 때 특정 공간을 스마트폰이 인식하게 

되고 그 공간에서 올렸던 짧은 클립 영상들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1 은 로컬쇼츠에서 

지도속에 추천되는 영상리스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영상 플레이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로컬쇼츠에서 보여지는 위치 기반 돋영상 

표시(좌)와 실제 동영상 재생 장면(우)  

작품의 시연 

스마트폰 앱 혹은 브라우저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특정위치에 

들어 섰을 때 사운드를 인지하여 앱이 반응 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또한 서버를 구축하여 녹화한 

영상들을 사운드 태그와 자동 연결하고 위치에 

맞도록 분류작업을 진행한다. 

그림 2 의 좌측과 같이 로컬쇼츠는 특정위치를 

사운드 태그를 이용하여 구별하고 영상을 

업로드할 때 필요한 근거로 활용한다. GPS 와 

사운드 태그를 동시에 활용하여 실내, 실외 

모두에서 정확한 위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저는 사운드 태그를 통해 그림 2 의 우측과 

같이 특정위치에서 자동으로 녹화된 영상을 

추천받게 된다. 

3. 결 론

그동안 비대면 수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다. 특히 고학년 임에도 아직까지 학교의 

위치나 학교내의 서비스 활용을 하는데 많은 

미숙함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일환으로 

로컬쇼츠의 제작은 위치를 기반으로 짧은 

해결책을 전달해 주는 앱으로서 기획하게 되었다. 

그림 2 로컬쇼츠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좌) 사운드 

태그에 의해 동영상을 추천하는 장면(우) 

특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Shortz 형태의 짧은 

영상으로 효율적인 해당 장소의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소별로 특징적인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장소의 홍보 효과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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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증강현실을 이용한 실감형 공포게임으로, 물리적 

마커 및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로 현실 

공간의 깊이 거리를 좌표로 가져와 공간 인식한 후, 

오브젝트를 배치한다. NPC 가 실시간으로 

플레이어의 위치를 인식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주제어 

증강현실, 공간 인식, 게임 

1. 서 론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콘텐츠는 부족하며, 증강 현실 

게임 중 대다수는 마커 및 센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최소화한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마커 및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증강현실 

오브젝트를 현실에 나타내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마커 및 물리적 센서 없이 어느 곳에서나 

증강현실을 적용할 수 있어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NPC 또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가진다. 이를 이용해 증강현실 

콘텐츠의 제작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2. 본 문

2.1 이론적배경 

최근 증강현실에서 공간 인식에 대한 기술이 

발전해오고 있다. 공간을 평면 모델로 만들어 바닥 

평면을 구하고 RGB-D 카메라를 사용하여 공간상의 

다양한 실제 객체와 가상객체 간의 인터랙션[1]을 

하거나, 실제 공간과 가상 오브젝트 사이에 명확한 

위치 관계를 설정하고, 마커 인식 개선을 통해 

깜빡임 현상을 줄여 좀 더 현실감 있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마커 인식을 

개선[2]하는 사례가 있다. 

2.2 개발내용 

증강현실에서 공간을 인식하려면 카메라와 현실 

간의 깊이, 방향, 시작점 등이 필요하다. 

ARCore 의 AR Occlusion Manager 를 이용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Depth Image 인 

XRCpuImage 의 각 픽셀들을 활용한다. 픽셀에서 

실제 깊이를 가져와 카메라의 Forward 벡터를 

정규화 시킨 후 둘을 곱하고, 여기에 카메라의 현

재 위치를 더하여 거리만큼 떨어진 좌

표를 구한다.

그림 1. 카메라의 Depth Image 원리, A 는 실제 거리, 픽

셀 값 a 는 CA 의 영사 [3] 

ARCore Depth API 를 사용하여 현실의 사물과 

증강 현실 오브젝트가 겹치면 적절히 가려져 

나오기에 보다 현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한다. 

증강현실 상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존의 AI NPC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NPC FSM 

State 를 만들어 사용한다.  NPC 는 AR Core 를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화면 

중앙에서 Raycast 를 발사하여 RaycastHit 정보를 

가져온다. 이를 활용하여 플레이어와 NPC 가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졌는지 충돌 판단을 하여 

가까워지면 사용자를 쫓아가는 추적 상태로, 

멀어지면 사용자를 쫓아가지 않는 감시 상태로 

전환한다. 이와 같이 NPC 는 감시, 추적, 공격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Raycast 를 이용해 사용자와 

NPC 가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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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증강현실 Raycast 및 Raycast Hit Point [4] 

2.3 결과 

증강현실 상에서 공간 인식이 시작되면 카메라 

정중앙의 깊이를 변환한 좌표 측정이 시작되고, 

해당 좌표에 정사각형의 오브젝트가 놓여 측정한 

좌표를 시각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림 3. 증강현실 상에서 공간 인식을 실행 중인 화면 

공간 인식에서 측정된 좌표 위에 NPC 가 생성되고, 

이후 NPC 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 

그림 4. NPC 가 좌표 위에 배치된 화면 

개발에서 마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미리 마커를 부착하는 준비 과정을 제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디에서나 실행 가능하다. 또한 

값비싼 센서가 달려 있지 않은 모바일 

디바이스이더라도 ARCore 를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라면 실행 가능하기에 디바이스의 제한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공간을 인식하고 원하는 곳에 NPC 를 배치하는 

증강 현실 콘텐츠 제작 도구로써 활용된다면 누구나 

쉽게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강현실 콘텐츠 산업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2.4 작품 전시 방법 및 시연 영상 

전시 공간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간 인식을 

진행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시한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lVScRO5QdQQ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시연 영상이다. 

3. 결 론

증강현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오브젝트를 

디바이스를 통해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것들을 디바이스 안에서 

쉽게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에서의 제약의 해결방안을 공간 인식으로 

제안해본다. 증강현실 콘텐츠를 쉽게 제작 가능한 

도구로써 활용된다면, 전시, 게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증강현실 콘텐츠가 증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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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개요 

I’sland 는 관객의 손동작에 반응하는 관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이다. 나만의 색과 모양을 

가진 섬을 만들고 타인의 섬과 연결되어 대륙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개인은 

타인과의 연결로 발전해 나간다는 메세지를 전달한다. 

작품 관람을 통해 관객들은 직접 나만의 형태의 섬을 

만들어보는 경험과 타인의 섬과 합쳐져 새로운 형태가 

되는 섬을 관람하며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주제어 

인터랙션,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관객참여미술 

1. 기획

본 프로젝트는 영국의 시인 John Donne 의 시, No 

man is an island 에서 영감을 받았다. 개인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이 아니며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1) 라는 내용과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모티브로 인스톨레이션을 

제작하였다. 관객이 자신의 손을 이용해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을 창조하는 재미를 느끼고 타인이 만든 

공간 역시 같이 관람하며 다양한 섬을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제작하였다. 서로 

맞닿은 섬들은 점점 크기가 커져 필연적으로 이어져 

대륙의 형태를 띄게 되고, 타인과 공존, 공생하며 

연결되는 모습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하였다. 

2. 프로젝트 디자인

본 프로젝트에 사용된 섬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동양에서 말하는 다섯가지 원소인 오행(五行)의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 에서 영감을 받아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되었다(그림 1). 

그림 1. 오행에서 영감을 얻은 섬 모델링 

섬의 땅 형태는 관객의 손모양에 맞춰 변화한다. 손 

안의 공간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모양들을 분류한 

뒤(그림 2), 3d 모델링을 통해 각 모양의 섬들을 

제작하여 관객의 손 모양과 가장 흡사한 모양의 섬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림 2.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들을 모아놓은 사진 

섬이 생성될 때 섬의 색은 무작위로 정해지고 섬 위의 

요소들 역시 무작위한 조합과 위치에 생성되어 매번 

섬을 만들 때 마다 각자 고유한 느낌의 섬이 생성 

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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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람 방법

I’sland 는 혼자 또는 여럿이 부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참여 및 관람할 수 있다. 프로젝트 관람 

방법은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먼저 

관객은 손을 테이블 위로 뻗어 물이 일렁이는 화면 

위에서 손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그림 3).  

그림 3. 손으로 모양을 만든 뒤 기다리는 관객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손 안의 공간이 인식된다. 

인식된 모양으로 파티클이 빛이 나며 움직여서 현재 

어떤 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관객이 그 

상태로 유지한 채 몇 초 기다리게 되면 자신만의 

모양과 색을 가진 섬이 바다에 떠오른다. 관객은 

혼자서, 또는 여럿이서 같이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며(그림 4) 이렇게 생성된 섬들은 각각 고유한 

모양과 색,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화면을 채운다.  

그림 4. 여럿이서 모양을 만드는 모습 

관객은 벽의 프로젝션을 통해 방금 만들어진 섬

의 모습을 더욱 크고 디테일하게 감상할 수 있고(그

림 5) 섬을 계속 생성하거나 여러 개를 이어 붙이는 

등의 시도도 가능하다. 위의 과정이 반복되면 

섬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대륙의 형태를 띄게 되

고, 일정 개수를 넘기면 섬들이 가라앉으며 소멸하

고 처음의 바다로 리셋(reset) 된다. 

그림 5. 벽에 프로젝션 된 섬들의 모습 

4. 설치물의 구조

본 프로젝트는 설치 작품으로써 부스 안 설치된 

테이블에서 관객과의 인터랙션이 이루어진다. 아래 

그림(그림 6)은 부스의 설치 도면과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테이블 아래에 설치된 프로젝터가 

반투명한 테이블 위의 스크린으로 빛을 투과시켜 

표면에 그래픽을 보여주고 관객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으면 위에 설치된 카메라로 손의 움직임을 인식한다. 

인식된 데이터는 전선을 통해 테이블 아래에 위치한 

컴퓨터로 보내지고 매칭되는 모양의 섬을 빔 

프로젝트로 스크린에 투사한다. 테이블의 스크린은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본 시점, 벽의 스크린은 옆에서 

섬을 본 시점으로 더욱 디테일 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7) 

그림 6. 프로젝트 설치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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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제 설치물 사진 

5. 작동방식

설치물의 작동 방식은 먼저 위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미지를 촬영하고, 컴퓨터가 관객의 손 모양과 

공간의 컨투어(contour)를 추출하여 가장 근사치의 

도형을 찾아내게 된다. 그 후 섬의 모양과 위치 

데이터를 OSC(Open Sound Control) 통신을 통해 

Touchdesigner 프로그램에 전송해서 해당 모양의 

3D 섬을 원하는 위치에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그래픽은 빔 프로젝터를 통해 화면에 띄워진다. 

그림(그림 8)은 프로젝트의 유저플로우(user flow)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프로젝트의 use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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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음성 입력을 이용한 인터랙션이 예술 작품이나 게임 등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voice interaction 

game(이하 VIG) 장르의 게임들은 음성 입력으로부터 

세기, 음높이, 리듬, 발화 인식 등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음성 입력의 게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시도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게임으로 이어진다. 해당 맥락에서, <커팅킴>은 head 

mounted display(이하 HMD) 기반 virtual reality(이하 

VR)을 활용해 VIG 장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성 입력 활용, 시청각 대응, 데미지 평가 방법, 

오디오비주얼 큐 설계를 통해 VR VIG 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다. 본 작품을 통해 VR VIG 장르에서의 실험적 

모색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보이스 인터랙션 게임, 음악 게임, VR 

1. 서론

1.1 배경

음성 입력은 디지털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예술 

작품 [1]과 접근성 연구 [2, 3, 4], 게임 [5, 6, 7, 8] 등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다. VIG 는 음악 게임의 일종으로 

목소리로 플레이하는 게임 장르이다. 플레이어 음성의 

음높이, 세기 그리고 명령어 등을 입력으로 받아 게임의 

메카닉을 구동한다. VIG 에서 음성 입력은 디제틱 

프레이밍, 대화 구조, 선택, 탐색, 제어, 수행과 같은 게

임 메카닉으로 활용되고 있다 [7]. 

현재까지 등장한 VIG 는 크게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음량을 활용한 단순한 형태, 음높이와 장단 감지를 

활용한 형태, 음성 인식을 활용하여 목소리를 입력하는 

형태 그리고 대화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이다. 각 

카테고리의 대표적인 예시로 음높이를 활용한 Scream 

Go Hero, 리듬 인식을 활용한 Sing Star, 음성 인식을 

활용한 Voice Chess 그리고 음성 대화를 활용한 Tom 

Clancy’s EndWar 를 들 수 있다 [8]. VR VIG 로는 음성 

인식을 통해 우주모험을 할 수 있는 Starship 이 있다. VR 

VIG 형식 실험 사례가 드문 실정이다.  

본 작품은 HMD 기반 VR 을 활용해 VIG 장르를 확장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음성 입력 활용, 시청각 대응, 

데미지 평가 방법, 오디오비주얼큐 설계를 제안한다. 

2. 내용

2.1 코어루프

본 작품은 오큘러스 퀘스트 2 로 플레이할 수 있다. 

고정된 장소에서 적을 섬멸하는 1 인칭 슈팅 게임 형식

을 응용하여 게임의 코어루프를 설계하였다.  게임의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다. 플레이어를 360 도로 

둘러싼 적군들이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탄환을 

날린다. 플레이어가 탄환을 맞으면 플레이어의 체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적군의 탄환을 피

해야한다. 플레이어가 소리를 지르면 정면으로 날아

가는 음파 소드를 만들 수 있다. 음파 소드를 적군에게 

적중시키면 데미지를 줄 수 있다. 플레이어가 체력 관리

를 하며 음파 소드를 활용해 적군을 모두 섬멸하면 게임

을 클리어할 수 있고, 다량 피격당해 체력을 모두 

잃으면 게임이 오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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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험 과정 

본 작품의 내용은 크게 2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는 배경 설명 파트이다. 게임 내 영상을 통해 작품의 

세계관과 적군을 보이스커터로 섬멸해야하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두번째는 보이스 인터랙션 파트이다. 

플레이어는 목소리를 활용해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적군을 섬멸해야한다. 

3. 설계

3.1 음성 입력 활용

본 작품의 음성은 오큘러스 퀘스트 2 의 마이크를 통해  

입력받았으며, 음성 인식은 Unity 에서 제공하는 

microphone library 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YIN [10] 

과 같은 auto-correlation 기반의 음고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입력 받은 음성에서 음높이/ 음고류을 

계산하였으며 입력 받은 오디오 인풋에 RMS(Root 

Mean Square)을 취하여  음량을 계산하였다. 이 중 

음높이/ 음고류는 기본 공격에,  음량은 특수 공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3.1.1 음높이/ 음고류 

그림 1 음높이/ 음고류를 활용한 기본 공격 

음높이와 음고류는 음고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음성 입력으로부터 주파수 값을 계산한 후 이를 

가장 가까운 음높이에 맵핑하였다. 플레이어의 음성 

입력이 들어가면 화면 상의 오른쪽에 플레이어가 현재 

소리내고 있는 음의 색상을 표시하고, 화면 오른쪽의 

에너지 바가 채워지도록 설계하였다. 이 때, 플레이어가 

발사하는 일반 공격의 색상도 플레이어가 현재 소리내고 

있는 음의 색상으로 바뀐다. 플레이어가 소리를 내면서 

몬스터를 가리키면 3.3 의 데미지 평가 방법에 따라 

0.5 초에 한 번씩 일반 공격 데미지가 발생한다.  

3.1.2  음량 

그림 2  음량를 활용한 특수 공격 

사람들마다 음악적 배경이 다르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음고를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음량 공격은 플레이어가 음고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소리지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커팅킴의 보스 몬스터는 일반 

공격이 아닌 특수 공격으로만 쓰러뜨릴 수 있다. 이 

공격은 플레이어가 어떤 음높이로든 소리를 지르면 

음량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에너지 바가 가득 찼을 때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3.2 시청각 대응 

3.2.1 음높이/ 음고류 

그림 3 음높이/ 음고류를 색조와 명도에 매핑한 결과 

시청각 대응은 음고류-색상 공감각을 가진 피험자로부터 

조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설계했다. 음고류와 

음높이는 각각 색조와 명도에 매핑된다 [9]. 다시 말해, 

음고류가 높아짐에 따라 그림 3 의 x 축 양의 방향으로 

색조가 변화하고, 음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그림 3 의 y 축 

양의 방향으로 명도가 변화한다. 색조는 Itoh, K.의 연구 

[9]를 참고하여 지정하였다. 밝음, 중간, 어둠 3 단계

차이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lab 색공간에서 명도에 대한

유클리드 거리를 델타 E*2000 공식에 기반하여

동일하게 조정하여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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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게임 규칙 설계 

그림 4 호박 병사의 음높이-명도, 음고류-색조 매핑 

적군은 식재료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다. 주조색은 

식재료의 고유색으로 지정했으며, 게임 내에 등장하는 

적군 개체는 서로 다른 색을 띈다. 명도와 색조는 음높

이-명도와 음고류-색조 매핑을 참고하여 지정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4 의 호박 병사는 호박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으며 호박의 고유색인 노

란주황색을 주조색으로 지정하고, 모티브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림 3 의 팔레트를 참고하여 색

조와 명도를 재설정하였다. 플레이어가 적군의 

색에 대응하는 음높이/ 음고류의 목소리를 내면 적군

에게 추가 데미지가 입혀지도록 설계했다. 

3.3 데미지 평가 방법 

<커팅킴>에 음성 입력이라는 새로운 입력 장치를 

활용하면서 플레이어들이 해당 게임을 단발성으로 

플레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동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게임의 데미지 평가 방법 설계로 이어진다. 

주목한 것은 슈퍼 플레이어와 일반 플레이어를 구별할 

수 있는 게임의 디자인이다. 플레이어들이 “더 빨리” 

게임을 클리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

록 게임을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커팅킴>에서는 

일반 공격의 음을 몬스터의 색상에 맞춰 정확하게 

낸다면 2 배의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간다. 동시에, 일

반 플레이어들이 음감이 떨어지더라도 게임을 플레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고를 음높이/ 음고류로 나누어, 데미지를 평가하는 

것과,  음량 공격의 존재는 일반 플레이어도 게임을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커팅킴> 게임의 설계 요소

이다. 예를 들어, <커팅킴>에서는 비교적 어려

운 음고류와 비교적 쉬운 음높이에 대해 기본 점수를 

다르게 책정하였다. 일반 공격의 데미지 평가 규칙은 

표 1 에 기술하였다. 

표 1. 정답과 입력 간의 음고류/ 음높이 범위 차이에 따른 점수 

표. 음고류 차이는 12개 음의 인덱스 차이를 절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며, 음높이 범위 차이는 음고를 저(<=3), 중(=4), 고(>=5) 

3 개의 클래스로 만들어 3 개 클래스의 인덱스 차이를 

절대값으로 나타낸 것임. 표의 각 셀은 총점 (음고류 적중 점수 

+ 음높이 적중 점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목의 점수는

인덱스 차이에 반비례하도록 계산하였음. 일반 공격 시

음고류와 음높이 범위를 모두 다 정확하게 맞추면 총 36 점 x

(1 + 추가 2 배) = 108 의 데미지가 발생함. 한 번의 일반

공격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 점수의 최대와 최소를 굵은 글씨로

표시함.

음고류 

범위 차이 

음높이 범위 차이 

0 1 2 

0 36 (24 + 12) 30 (24 + 6) 28 (24 + 4) 

1 24 (12 + 12) 18 (12 + 6) 16 (12 + 4) 

2 20 (8 + 12) 14 (8 + 6) 12 (8 + 4) 

3 18 (6 + 12) 12 (6 + 6) 10 (6 + 4) 

4 16.8 (4.8 + 

12) 

10.8 (4.8 + 

6) 

8.8 (4.8 + 4) 

5 16 (4 + 12) 10 (4 + 6) 8 (4 + 4) 

3.4 오디오비주얼큐 설계 

3.4.1 공간 정보 전달 

적군의 공격을 피하며 음파소드를 날리는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수시로 몸을 움직이게 되고 이에 따라 

HMD 의 위치도 계속 바뀐다. 이에 플레이어가 공간 

감각을 잃지 않도록 정보를 증강해줄 필요가 있다. 공간 

정보는 그림 1 정면에 보이는 원환 형태의 HUD 로 

전달한다. HUD 는 외곽 눈금 원환과 내부의 회전하는 

원환 그리고 중앙의 회전 각도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HMD 의 회전값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각도 정보를 

내부 원환의 회전과 숫자 텍스트로 전달한다. 

3.4.2 피격 정보 전달 

피격 정보는 2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번째는 

플레이어가 적군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플레이어가 360 도로 둘러싼 

적군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림 1 

정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노란색 화살표는 플레이어가 

피격당할 때마다 나타나 적군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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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준다. 또한 날카로운 사운드가 적군으로부터 동시에 

재생되어 피격당했다는 사실과 적군의 위치를 

공간음향을 통해 알려준다. 

4. 워크숍

<커팅킴>은 대전시립미술관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 연계 워크숍 ‘게임과 예술: 환상의 미래도시’에서 

전시했다. 2022 년 10 월 26 일부터 2022 년 10 월 

29 일까지 성인 대상으로 2 회, 대전예술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1 회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아래 

3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미래 게임예술에 대한 담론의 장 형성

⚫ VR 에 대한 접근성 문제 해소에 기여

⚫ 게임에 대한 관객들의 피드백 청취

각 워크숍은 1 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하였고, 본 작품을 관객들이 직접 

체험해보며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객의 

연령대는 미취학 아동부터 장년까지 다양했다.  관객들은 

적군으로부터 날아오는 탄환을 직관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실적으로 오디오비주얼을 

재현하는 VR 의 특성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적군을 가리켜 소리를 질러 섬멸하는 플레이도 

어려움없이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R 

숙련도와 게임 플레이 경험도에 따라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다. VR 컨트롤러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관객들이 있었고 게임 UX/UI 의 관습적인 

표현들을 독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림 5 <커팅킴> 워크숍 사진 

5. 결론

<커팅킴>은 HMD 기반 VR 을 활용해 VIG 장르를 

확장하기 위해 제작했다. 본 작품에서 음성 입력 활용, 

시청각 대응, 데미지 평가 방법, 오디오비주얼큐 설계 

방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 음성 입력 활용: 음높이/ 음고류 그리고  음량을

게임 메카닉으로 설계하는 방법 제시

⚫ 시청각 대응: 게임 내 HUD 에 과학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플레이어의 음성을 시각화하고 게임의

규칙 설계에 사용하는 방법 제시

⚫ 데미지 평가 방법: 음높이/ 음고류 그리고

음량의 조합에 따른 데미지 계산 방법 제시

⚫ 오디오비주얼 큐 설계: 플레이어의 VR VIG

참여를 독려하는 오디오비주얼 큐 설계 방법을

제시

본 작품에서 진행한 VR VIG 의 설계 시도가 향후 VR VIG 

장르에서 실험적 모색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한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 양성-문화기술 선도 대학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참고 문헌 

1. Gabriel, Martha. Voice interfaces in

electronic art. Electronic Visualisation and the

Arts (EVA 2010), 218-223. 2010.

2. Takeo Igarashi, John F. Hughes. Voice as

Sound: Using Non-verbal Voice Input for 

Interactive Control. 14th Annual Symposium on 

User Interface Software and Technology, ACT 

UIST’01, Orlando, FL, November 11-14. 2001.  

3. Harada, S., Landay, J. A., Malkin, J., Li, X.,

& Bilmes, J. A. The vocal joystick: evaluation of

voice-based cursor control techniques.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ACM

SIGACCESS Conference on Computers and

Accessibility. 2006.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30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30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4. Harada, Susumu, Jacob O. Wobbrock, and

James A. Landay. Voicedraw: a hands-free voice-

driven drawing application for people with motor

impairments.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ACM SIGACCESS conference on

Computers and accessibility. 2007.

5. Hämäläinen, P., Mäki-Patola, T., Pulkki, V.,

& Airas, M. Musical computer games played by 

singing. Proc. 7th Int. Conf. on Digital Audio 

Effects (DAFx’04), Naples. 2004. 

6. Allison, Fraser, Marcus Carter, and Martin

Gibbs. Word play: a history of voice interaction in 

digital games. Games and Culture 15.2, 91-113. 

2020. 

7. Allison, F., Carter, M., Gibbs, M., & Smith,

W. Design patterns for voice interaction in

games. Proceedings of the 2018 Annual

Symposium on Computer-Human Interaction in

Play. 2018.

8. Hajun Kim, Eunjin Choi, and Byeoli Choi.

Harmonionz, Rescue The Planet: A Voice

Visualizing Game that Match 음높이 with Color.

In Extended Abstracts of the 2021 Annual

Symposium on Computer-Human Interaction in

Play (CHI PLAY '21).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New York, NY, USA, 356–360. 2021.

9. Itoh, K., Sakata, H., Kwee, I. L., & Nakada,

T. Musical pitch classes have rainbow hues in

pitch class-color synesthesia. Scientific reports, 

7(1), 1-9. 2017. 

10. De Cheveigné, A., & Kawahara, H. YIN, a

fundamental frequency estimator for speech and

music.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11(4), 1917-1930. 2002.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30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30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How to Kill That Witch 
How to Kill That Witch  

조유빈 
Cho, Yu Bin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qls2716@naver.c

om 

임정민 
Lim, Jung Min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omjomn@naver.c

om 

김승연 
Kim, Seung Yeon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cacy0118@naver.

com 

문민혜 
Moon, Min Hye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minhyemoon@duk

sung.ac.kr 

임양규(교신) 
Lim, Yang Kyu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trumpetyk09@duk

sung.ac.kr 

요약문 

이 작품은 3D 그래픽으로 제작된 VR 콘텐츠로,

VR 기기 메타 퀘스트 2 를 활용하여 플레이한다.

이 작품은 특별한 제스처 인식 기능을 도입하여

컨트롤러 없이 손동작을 인식하여 다양한

명령어를 조합할 수 있다. 잡기, 버튼 누르기 등

직접 손을 사용해 게임 내 요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양손을 활용한 보다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하고 게임에 대한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최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메타버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른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서버를 

도입하였다. 멀티서버를 활용하여 상대 

플레이어의 캐릭터 모습, 위치 그리고 손동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멀티 플레이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서버를 통해 플레이어 간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할 수 있어 협동하며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VR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플레이 하도록 맞추어져 있다. 보다 

자유롭고 개성있는 손동작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고자 우리는 본 콘텐츠 제작에 있어 특정 

제수추어 인식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스처 인식 게임 분야를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가상현실, 제스처 인식, 게임 

1. 작품개요

1.1 작품 소개

이 프로젝트는 유명한 동화인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였다.

할로윈데이를 맞이한 주인공은 이웃주민들에게

사탕을 받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던 중 맛있는 냄새를 맡게 되고 냄새에 이끌려

과자집으로 향하게 된다. 마녀의 꼬임에 넘어간

주인공은 과자집에 갇히게 되고, 과자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녀를 퇴치하고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내용이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챕터 1, 2, 3 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마지막 

챕터 3 이후 들고 나온 빗자루를 타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남은 할로윈을 즐기게 된다. 

1.2 작품의 차별성 

본 작품은 3D 그래픽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만든 게임 콘텐츠이다. 메타 

퀘스트 2 를 활용하여 유저가 동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메타 퀘스트의 기본 컨트롤러 없이 다양한 손동작 

인식을 제작하였고, 이것이 동화 속 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림 1 의 9 가지 

동작을 직접 개발하였다. 

그림 1. 다양한 손동작을 이용해 게임을 진행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음 

손동작을 이용하여 그림 2 와 같이 퍼즐을 

해결하거나 사물을 획득하는 등의 행위를 

구현하기도 한다. 

그림 2. 손을 이용한 사물과의 접촉 및 문제 해결 

특정 제스처 입력을 구현하여 유저를 공중으로 

솟아오르게 하거나 앞뒤로 가게 하는 등 자유로움 

움직임을 구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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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특정 제스처를 이용한 공중으로의 이동 

또한 멀티기능을 구현하여 두명의 유저가 각각 

헨젤과 그레텔이 되고, 그림 4 와 같이 동시에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림 4. 특정 제스처를 이용한 공중으로의 이동 

실시간으로 같은 공간에서 두 명 이상의 유저가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은 본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멀티 유저는 실시간 음성 채팅 기능을 

통해 서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제스처를 이용해 

협동 플레이를 하는 등 강력한 멀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2. 작품의 내용

2.1 작품의 스토리 

이 프로젝트는 총 3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챕터와 챕터 사이에는 게임의 스토리 이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추가되어 있다. 챕터 1 시작

전에 실행되는 맵은 게임 시작 전에 게임에 대한

가이드를 볼 수 있으며 시작 문을 통과하면

챕터 1 로 이어지게 된다. 플레이어는 3D VR 을

이용하여 직접 게임 속 주인공이 되는 1 인칭

시점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며,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통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다

2.2 작품의 스토리 

그림 5. 게임 챕터 1 의 배경이 되는 마을 

그림 5 는 챕터 1 에 나오는 마을의 이미지이다. 

유저는 게임 내에 배치된 가이드를 보고 손동작을 

익히면서 스토리를 진행한다. 건물 안과 밖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유저는 제작된 제스처를 

이용하여 바구니와 보따리를 안을 확인하거나 

여러가지 미션을 수행한다. 마지막에 전기를 

연결하여 가로등에 불을 켜고 포탈로 이동하면 

챕터 2 로 넘어갈 단서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6. 게임 챕터 2 의 배경이 되는 마을 

그림 6 은 챕 23 의 마을이다. 챕터 3 에 들어오게 

되면 화면 상단에 플레이어의 수명이 보이게 된다. 

플레이어는 제스처를 통해 악당 캐릭터인 

빼빼로를 처치해 열쇠를 얻고, 이 열쇠로 

컵케이크의 자물쇠를 풀어야 한다. 이 과정을 3 번 

반복해야 하는데 이때 빼빼로와 닿으면 

플레이어의 체력이 하나씩 줄어든다. 모든 

컵케이크의 자물쇠를 풀고 이동하면 마녀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되고, 그 앞에 빼빼로로 변신한 

마녀가 나타난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이 사실을 

모르고 빼빼로(마녀)를 공격하게 되면서 마녀에게 

붙잡혀 챕터 3 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림 7. 게임 속 건물 내부 모습 

그림 7 은 챕터 3 모습이다. 플레이어는 마녀의 

과자집에 갇힌 채로 게임이 시작된다. 마녀 몰래 

집 안을 돌아다니며 세 개의 편지를 찾아 마녀를 

처치하기 위한 단서를 얻는다. 마녀 처치는 제작된 

제스처를 활용하여 물약으로 독극물 타기, 오븐의 

온도 정해진 수치에 맞추기, 빗자루 망가뜨리기와 

같은 미션으로 이루어진다. 마녀를 처치한 후 

플레이어는 타고 나갈 빗자루에 걸린 봉인을 

해제한다. 그리고 문에 걸려있는 암호를 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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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빗자루를 들고 과자 집을 탈출하면서 

게임이 마무리된다. 

3. 결 론

최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메타버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른 플레이어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멀티 게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멀티서버를 

활용하여 상대 플레이어의 캐릭터 모습, 위치 

그리고 손동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멀티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을 제작해 보았다.  

이러한 시스템은 플레이어 간의 음성 대화나 협동 

퀘스트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제스처는 유저의 동작에 대한 자유도를 

높이고 게임에 몰입하는데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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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를 활용한 심리 치료 시각화 연구 'EMOVE'
A Study on Visualization of Psychotherapy Using Color '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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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급속도로 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프로젝트는 1인칭 어드벤처 장르의 PC게임으로

감정을 단계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목표이다. 각

감정에서 대표하는 색상을 시각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알맞은 4가지의 감정맵과 9개의 감정 아이템을 통해

플레이어가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PC 뿐만 아니라 전시체험 부스의 VR 플레이로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여 자신의 내면을 경험하고

정서적 성장 및 치유를 촉진한다.

주제어

게임, 인터랙션, 감정 체험, 감정표현 불능증, VR 체험

1. 서 론

1.1 현대인의 ‘현대병’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으로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감소했지만, 현대인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증가해 각종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대병’은

성과중심의 무한경쟁사회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병을 의미한다. 인간 개개인의 자율성은

소거되고 물리적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은 사회적 압박을 받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1].

1.2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과 ‘감정표현 불능증’

서비스업계의 노동 발전으로 대인관계 기술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특정한 감정 상태를 강요당한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내면의 상태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강요받으면서 감정

부조화를 겪는 현대인들의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더

나아가 ‘감정표현 불능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감정표현 불능증’이란 개인이 경험한 감정과 느낌을

적절하게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

다.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잘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정표현 불능

증을겪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접

근하는것을 어려워하고,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적절하게표현해 해소하기보다는 억제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여기면서 자신의 진실한 내면 상태와 접촉

하지 못하는문제로 심화 된다 [2, 3].

1.3 부정적 표현인 감정의 억제

감정 노동과 사회적 갈등 속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

고분노를 억제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적

절한감정표현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상황을 극

복하기위한 의지를 제공해 주지만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못한다면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 또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희망을상실하면서 자신을 정의하는 감정이나 소망 

욕구들과접촉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정을 

적절하게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키고신체적 건강을 높일 수 있기에 필요하다 [2].

1.4 감정과 색상

게임에서의 감정 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있게 만드는 요소로 색상을 선택했다. 

색채심리학이라는 말이 있듯 색상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끼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인간의 인지

능력 중가장 우수한 것은 시각이어서 형태보다 

색을우선적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오감 중 시각 

정보의비중은 80%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

라 색의상징성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며, 

게임에녹여냈을 경우 이에 몰입하게 만드는 시각적 

요소와서사의 상징적 메타포로 작용한다[4].

감정 전문가인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

(Paul Ekman)이 분류한 인간의 6 가지 기본 감정인 

분노,공포, 혐오, 슬픔, 놀람, 기쁨 중에서 분노, 슬픔, 기

쁨을게임에서의 대표 감정으로 지정하고, 이를 엘리자

베스퀴블러로스(Elisabeth Kübler-Ross)의 5 단계 

속에 녹여내 게임으로 제작했다. 

색의 상징성과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학적 반응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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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노는 빨강, 슬픔은 청록, 기쁨은 노랑으로대표 

색상을 지정했고, 이는 게임에서의 맵(map)이된다. 

또한, 각각의 감정에서 파생된 세부 감정들을 세가지

씩 지정하여 이들은 게임 안에서 ‘감정 아이템’으로배치

해 나타냈다. 특히 감정 카드 색상은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PNAS)에서 진행한 ‘사람들이 감정을느낄 

때 특정 신체 부위가 달아오르거나 가라앉을 때나타

나는 색상의 신체 감정 지도’ 및 심리학자에이

버리 길버트(Avery Gilbert)가 진행한 ‘감정에따른 

색상 연관’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참고해 색상을조합

하였다 [5, 6], (그림 1).

그림 1 세부 감정별 색상 지정표

1.5 프로젝트 메시지

따라서 본 연구는 감정을 일으킨다는 의미인 프로젝트

‘EMOVE’를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 감정을

깊이 성찰하고 서서히 치유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감정과 색상의 연관을 녹여내는 게임 기획과

스토리텔링 설정

고도화된 문명의 발전과 반비례적으로 인간의 감정은

억압되고 상처받고 있다. 그러한 감정을 마주하고

체험해보며 건강한 심리 상태를 되찾는 것이 게임의

메시지이자 목표로,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나 의식하지

못했던 ‘희망’이라는 존재와 함께하며 상처받고

잃어버린 감정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다.

이 게임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 주인공이다.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하던 로봇은 자신의 운반물이던

‘희망의 빛’과 함께 ‘공허’라 불리는 장소에 불시착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저 임무를 수행하고자 공허를

탈출하는 것만이 목표였던 로봇은 자신을 도와주는

희망의 빛과 함께 공허를 오염시킨 포자들을 없애고

분노, 슬픔, 기쁨을 상징하는 맵을 순서대로 탐색하면서

감정의 단계를 체험하게 된다. 결말에서는 여정 내내

함께 한 희망의 빛의 마지막 도움으로, 모든 색을 잃어

황폐해지고 오염된 공허를 최종적으로 정화하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면서 로봇은 감정의 단계 중 기쁨까지

깨닫게 되며 막이 내린다.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로봇’은 주어진 일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며 피폐해진 감정 상태를 가진

현대인을 뜻한다. 로봇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는

감정을 상징하는 맵을 탐색하면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스스로 억압하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희망의 빛’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일에 대한 바람을 의미한다. 희망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사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게 해주기에 이것을 주인공의

조력자인 ‘희망의 빛’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 중

배경을 오염시킨 주범인 ‘포자식물’은 인간의 부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포자식물을 제거하고, 포자에 의해

오염된 감정 보스를 정화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건강한

심리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3. 스테이지 및 레벨 디자인

현실을 벗어나는 도피성이 아닌 감정을 마주하는

경험적 게임을 위해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사적인 3D 공간을 구현했다.

내면의 감정을 경험하며 심연을 벗어나는 연출을 위한

장치로는, 스테이지를 완료할 때마다 위층으로

이동하는 상승 구조의 레벨 형식을 착안하였다. 총

8 개의 레벨을 제작하였으며, 각 보스와의 전투 혹은

퍼즐 형식의 스테이지가 가장 큰 이벤트 레벨로

작용한다(그림 2).

그림 2 레벨 제작 과정

3.1 스테이지 특징

처음 도입부인 폐허 부분은 무채색의 지하 공터에서

시작된다. 공허하며 망가진 풍경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의 황폐화된 내면을 보여준다. 이후,

붉은 포자벽의 통로를 시작으로 분노 스테이지가

시작된다. 붉은색의 오브젝트 이외에는 흑백으로

보이는 지하 동굴의 형태로 깊은 내면의 부정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공간을

차용하였다. 슬픔 스테이지의 색은 청록색으로 분노

스테이지를 탈출하며 시작된다. 은은한 빛이 비치는

지상에 위치한 건물이며 내부는 포자와 생기 없는

식물로 뒤덮인 모습이다. 잔잔한 분위기의 초반

스테이지는 슬픔의 감정이 차오르기 전을 보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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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스테이지에서는 슬픔의 감정이 불어나 눈물이

터지는 것을 폭우가 내리며 물이 차올라 침수된 도시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슬픔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더욱

거센 폭우가 내리며 식물들이 폭발적으로 자라나고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 단계로 가기

전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듯한 연출을 의도했다.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노란색을 사용하여 건강한

기쁨이라는 감정에 도달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

적절하게 제작하였다(그림 3).

그림 3 스테이지

3.2 오브젝트 디자인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포자는 기존의 식물에서

기이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기존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로 사람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포자는 붉은 포자와 청록 포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제작하여 스테이지 색채 무드와 통일시켰다.

포자의 종류 또한 땅에서 자라난 형태와 천장에서

자라나는 덩굴식물 형태로 제작하여 게임 속 개체

다양성을 높였다(그림 4).

그림 4 포자 종류별 이미지

보스와 레벨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 조형 요소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형상화하며, 형상화된 감정의 주요

소재인 원, 세모, 그리고 유기적 형태의 의미와 개념을

통해 제작하였다.

4. 감정 체험을 위한 게임 구성

작품 ‘EMOVE’는 1 인칭 어드벤처 장르의 3D

게임으로, 사용자 경험 기반의 2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

해당 작품의 궁극적인 목표인 감정 시각화 및 전달을

이루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4.1 인터렉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인터랙션이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공격과 회복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캐릭터의 체력에 따라 1인칭 시점의

화면과 소리가 특정 감정에 알맞게 변화하는 방식으로

플레이어에게 직접적인 캐릭터의 상태에 대한 몰입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른 시각적,

청각적 요소의 변화로, 1 인칭이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플레이어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용되었다(그림 5, 6).

그림 5 감정별 이펙트 차이 개발 화면

그림 6 <EMOVE> 분노 스테이지 인 게임 이미지

4.2 콘텐츠

다음 구성 요소는 콘텐츠이다. 본 작품에서는 ‘감정

아이템’이라는 수집품이 존재한다. 감정 아이템은 분노,

슬픔, 기쁨 각 스테이지에서 3장씩 획득할 수 있으며,

모두 다른 감정을 나타낸다. 플레이어는 획득한 감정

아이템의 색상과 형태를 통해 감정을 시각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할 수 있다(그림 7).

그림 7 감정 아이템

이외 플레이어는 각 스테이지마다 다른 플레이 방식과

템포를 통해 감정을 경험한다. 분노 스테이지의 경우

전투를 메인으로 빠른 템포로 진행되며, 슬픔은 퍼즐

콘텐츠를 메인으로 느린 템포로, 기쁨은 마지막

스테이지로 퍼즐을 푸는 동시에 전투를 하며 빠른

템포로 진행된다. 각 스테이지의 보스 또한 처치 방식이

앞에 설명한 맵의 메인 콘텐츠와 관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그림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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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전투 위주인 분노 스테이지와 퍼즐 위주인 슬픔

스테이지

그림 9 <EMOVE> 플레이 방식 및 템포 구성

5. 결론

사회적 압박과 환경으로 인한 도피적인 감정의 억제 및

불능은 결과적으로 개인의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여기에는 정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요소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특히 색채는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요소이다. 게임 ‘EMOVE’는 감정을 단계별로

경험하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색채와 플레이

방식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시각적 요소와 플레이

요소는 감정과 색채의 상징적 연관성을 담아 게임의

몰입도를 높이고, 현실적인 1인칭 경험을 통해 내면의

감정과 마주하며 감정을 억압받고 있는 삭막한 현대

사회에서의 해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게임이라는 매체의 용이한 접근성과 능동성은 감정

체험의 질을 높여주며 가상현실에 구현된 그래픽으로

시각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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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EVER: 펜 모양 VR 번들 컨트롤러 
Project EVER: a VR Pen as A Bundled Controller 

요약문 

Project EVER 는 접근 장벽이 높은 가상현실 문화를 
허물고자 기존 게임용 디자인의 컨트롤러의 형식을 벗
어나 단순 핸드 트레킹과 펜 모양의 번들 컨트롤러를 
활용해 다양한 사용자들이 가상증강현실 안에서의 쓰
기 및 그리기를 보다 쉽고 편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
는다. 

주제어 

가상현실, 컨트롤러 

1. 기획 목적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은 사람이 실제와 같
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며, 이를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
플레이 장치인 HMD(Head Mounted Display)와, 사
용자가 파지하는 VR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3D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1].사용자들은 VR 컨트롤러를 조작하
면서HMD 안에서 펼쳐지는 몰입형 환경을 다양한 인
터렉션을 통해 보다 현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제공되는 기존 입력 디바이스인 컨트롤러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개체 이동, 스케치를 위
해 쓰여진다. 하지만 기존 컨트롤러는 스케치 및 글씨 
쓰기에서도 게임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슈팅 
버튼을 활용해 입력 값을 제공함으로 어색한 사용감을 
주며 섬세한 결과값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
기 위해 VR펜 또한 개발 되었지만, 현재 사용되는 입
력 디바이스는 자체 베이스스테이션(즉 위치 추적 카메
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 가능하
거나 VR 컨트롤러와 별개로 사용해야 하며, 기 VR 컨
트롤러와 상호 작용이 불가능하다. 즉 VR 컨트롤러를
정보 입력을 위한 VR 펜과 같은 입력 디바이스로 활용
할 수 없고, VR 펜을 이용할 경우에는 VR 컨트롤러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VR 펜을 파지하여 독립되게 사용
해야만 했다. 그만큼 VR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데 불
편함이 있었다.

2. EVER PEN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VR 환경을 제어하는 

VR 컨트롤러와 결합하는 형식의 펜 모양 번들 컨트롤
러를 개발 하였다. 펜 모양 번들 컨트롤러는 VR 컨트롤
러와 탈착 가능한 형상의 외형 하우징, 상기 외형 하우
징의 하단부에 구비된 펜 팁, 상기 펜 팁의 필압을 감지
하는 필압 감지센서; 상기 필압 감지센서의 센싱 값을 
HMD(Head Mounted Display)로 소정 통신방식을 통
해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그림 1 EVER Pen 도면 이미지 

상기 VR 컨트롤러 및 외형 하우징은 대응되는 개소에 
전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단자가 각각 형성되고, VR 컨
트롤러와 입력 디바이스가 결합하여 단자가 연결되
면 입력 디바이스만 기능한다. VR 컨트롤러와 상기 
입력 디바이스가 결합하여 단자가 연결되면 입력 디
바이스 조작에 따른 필압 감지센서의 센싱 값이 HMD 
기기에 표시된다. 또한, 통신방식은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한다. 메뉴 조작과 관련된 환경 설정용 제 1 버튼; 
상기 필압 감지센서가 감지하는 문자나 선의 색상 또
는 굵기를 변경하는 제 2 버튼 을 더 포함한다. 

상기 입력 디바이스는, X/Y/Z 좌표의 3 차원 환경에
서 필압을 감지하 는 3D 센서 및 모드변경버튼을 더 포
함하고, 상기 모드변경버튼 조작에 따라 필압 감지센서
의 2차원 환경 또는 3D 센서의 3차원 환경에서 필압을 
감지하며, 모드변경 버튼 조작마다 필압감지센서 또
는 3D 센서가 선택된다. 상기 입력 디바이스는, 상기 
필 압 감지센서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상기 3D 센서가 
온/오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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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VER Pen 실사용 이미지 

사용자는 실제 펜을 사용하는 것처럼 해당 컨트롤러를 
잡고 하단에 위치한 펜촉을 통해 가상현실에서 보다 익
숙하고 편리한 쓰기 및 그리기 경험을 선사한다. 

3. 발명의 기대 효과

EVER Pen 은 컨트롤러와 결합하여 가상 현실에 서 글
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HMD에 정보들을 무
선 전송하여 표시할 수 있어, 종래에 위치추적카메
라 시스템이 제공된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이 가능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VR 펜은 VR 컨트롤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구성
으로 VR 펜을 다양한 형상 및 디자인으로 형성할 수 있
기 때문에 VR 컨트롤러용 액세서리로서 상품성을 제공
할 수 있다. 

상용화된 VR 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
고, 필압 감지센서의 성능에 따라 펜 입력 값을 섬세
하게 작용시킬 수 있어, 가상 현실에서 글자나 그림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VR 문화가 단지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만 그치지 않고 보다 쉽고 친숙한 사용감을 통해 폭 
넓은 사용자들에게 사용되고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되기를 기대 한다. 

그림 3 EVER Pen 모델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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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NFF>는 관람객의 인터랙션을 통해 변화되는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관람객이 아크릴 볼 안의 스마트폰을 

흔드는 순간 다른 이미지와 사운드를 보여준다. 본 작

업은 SNS 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심화된 

필터버블을 오디오와 비주얼로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미디어아트, 스마트폰센서, 모바일문화, 필터버블, 미디

어 리터러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관객경험 

1. 작품개요 및 컨셉

SNS,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인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쉽게 많은 정보들을 얻고 활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 습득의 방식 또한 변화하

게 되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들의 자리를 개인

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유튜브 등으로 이동되었

다. 시장조사업체 DMC 미디어의 ‘2021 소셜미디어

시장 및 현황 분석’보고서를 통해 2021 년 1 월 기준

한국의 소셜미디어 이용율은 89.3%로 지속적인 상승

세를 보인다[1]. 판데믹 이후의 비대면의 보편화는 이

변화를 더욱 빠르게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뉴스와 주요 신문사 등의 언론과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페

이스북 등의 SNS 는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 맞춰 필

터링한 정보 위주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

자는 전체가 아닌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필터링 된 정

보만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편향된 정보만

을 받아드리게 만들었고 진실된 정보가 무엇인지 구

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준다. 무브 온(Move on, 

미국 시민단체)의 이사인 엘리 패리서(Eli Pariser)는 

웹상의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개인화된 맞춤형 검색

의 결과로 인해 지적 고립(intellectual isolation)의 상

태에 처하는 것을 필터버블(filter bubble)이라 지칭했

다[2].  

작품은 거품(Bubble) 안에 갇힌 것과 같이 전체가 아

닌 필터링 된 일부만을 보고 느끼고 생활하는 현재 우

리의 모습을 사운드와 이미지를 통해 인터

랙티브 미디어아트로 표현하였다.  

2. 작품 구현

2.1 이미지와 사운드

인터넷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만들었다.홍수가 

만들어낸 바다 속에 잠겨 더 깊숙하게 가라앉는 순간 

벗어나기 힘든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익숙해진 

언론과 인터넷들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지

와 사운드를 마치 바닷속에서 수면을 보는 순

간을 재현함으로써 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2.2 버블 

천장에 매달린 많은 아크릴 볼들은 바닷속의 거품과 

같다. 넓은 바다와 대비되는 작은 거품들은 수많은 

정보들 속에 아주 적은 정보만을 보고 느끼는 우리의 

현실, 필터 버블을 표현한다.  

2.3 스마트폰 

아크릴 구 안의 스마트폰은 관람객을 비춘다. 이는 

마치 관람객이 아크릴 구(버블)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하게 만든다. 작은 버블 안에 갇혀 한정된 정보만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아크릴 구 

안의 스마트폰을 흔들 경우 달라지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빠져나오기 힘든 비좁은 버블(필터 

버블)이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3. 시스템 구현

<NFF>는 스마트폰 내의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관람객이 이를 흔드는 힘을 인식한다. 시리얼 통신을 

통해 센서와 터치디자이너 (Touch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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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연동시켜 변화되어지는 신호의 값에 

따라 영상과 사운드를 변화시키고 이를 출력한다.  

그림 1. <NFF> 시스템 구성 

그림 2. <NFF> 설치 전경 

4. 기대효과

아크릴 구 안의 스마트폰 화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을 통해 오랜 시간 추적되어진 SNS 와 언론, 검색

엔진 등에서의 정보들과 그 정보들로 인해 만

들어진 알고리즘 속에 쌓인 개인의 문화적, 이념적 

신념과 믿음에 의문을 제시한다. 또한 관람자가 스마

트 폰이 들어있는 아크릴 구를 흔듦으로써 불안

정해지는 이미지와 사운드는 필터버블로 생산된 개인

의 신념과 믿음을 부정하고 이에 의문이 제기됨과 동

시에 혼란이 야기되어진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본 작품은 관람객이 작품에 참여함으로써 ‘나’와 

‘정보’를 감싼 버블을 인지하며 미디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3] 역량 발전에 대한 계기를 

던진다.  

그림 3. <NFF> 관람객 인터랙션 

그림 4. <NFF> 인터랙션으로 인해 변화된 이미지 

5. 결론

 SNS,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뉴스, 신문 등의 전통적 

언론에서 개인의 유튜브나 SNS 등으로 정보 습득의 

방식이 변화된 것도 이 중 하나이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많은 가짜 뉴스들은 SNS,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및 포털, 신문 등을 통해 퍼져 나가

고 필터버블을 통해 만들어진 정보 수용의 편향성은 

이 가짜 뉴스들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만들어냈다.

<NFF>는 관객의 인터랙션으로 변화되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필터 버블을 시각과 청각으로 

구현하였다. 아크릴 구 안의 스마트폰을 관객이 

움직임으로서 달라지는 이미지와 사운드는 우리가 

실제 일상에서 얻는 정보들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한다.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발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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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Hand in Hand는 서로의 손을 잡고 감정을 교류하는 

인터랙션 디자인이다. 본 작품을 통해 비대면 소통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잃어버려져 가는 촉각적 
인터랙션 UI 를 제공하여 실존적 소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소통, 촉각, 심박수, 감정 

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휴대전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소통이 가능 해졌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확산되면서 가상 

공간과 같은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은 실존적 소통이 아닌 현존적 소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현존적 소통은 본능과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소통으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SNS 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소통하는 것이고, 실존적 소통은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본래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에서는 더욱 외롭고 고립된 기분을 
느끼고 있다. 본 디자인은 소통을 매개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필수적인 감각인 촉각을 통해 감정을 

교류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쇠퇴해가는 현대인들의 

소통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2. HAND IN HAND

HAND IN HAND 는 손을 잡음으로 함께함을 
경험하고 문자, 음성 메세지로만은 전달하기 어려운 

위로, 보호, 애정, 친밀함을 교류하게 하는 장치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김 없이 드러내는 
본래적 자기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감정에 

대한 상대의 즉각적인 반응을 촉각으로 전달받으며 

실존적 소통을 하게 된다.[1],[2] 

2.1 디자인 시나리오 

본 디자인에서는 구에서 하트로 형상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심박수가 감정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생체 신호 중 하나임에 따라 심장박동에 따른 
심장의 수축, 이완 작용을 형상화 한 것이다. 형상의 
변화 속도는 사용자의 심박수 변화에 상응하고 두 

사용자의 심박수 감소/증가에 따라 조명의 밝기가 

변화한다. 

그림 1 시나리오: (좌) 손 잡기 전, (우) 손 잡은 후 

[그림 1]에서 보듯 사용자 두 사람은 먼저 각각 한 
손가락을 심박수 측정 센서에 올려 두고 형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통해 자신의 심박수를 확인한다. 

이후, 다른 한 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고 손을 잡기 
이전과 이후의 모양의 변화 속도와 빛의 밝기 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관찰한다. 

2.2 인터랙션 디자인 설계 

그림 2 아두이노 회로 구성도 

[그림 2]는 Hand in Hand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아두이노 회로 구성도이다. L298N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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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를 이용해 Linear Actuator Motor 를 제어하

고 빛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LED, 심박수 측정을 위

한 Pulse Sensor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전체 구조 스케치 

Hand in Hand 는  [그림 3]과 같이 사용자 1 의 심박

수에  반응하는 3 개의 원반과 사용자 2 의 심박수에 

반응하는 3 개의 원반으로 구성된다. 각 반원은 8 개

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지지대가 위 아래로 움직임에 

따라 구에서 하트 모양으로 변화하게 된다. 

2.3 움직임 디자인 

그림 4 빛 변화와 모양 변화 예상 이미지 

[그림 4]는 실제 구동했을 때의 빛과 모양 변화

를 나타낸다. 모형의 변화 속도는 두 사용자의 심박

수에 따라 변화하고 빛의 밝기는 다음 [표 1]과 

같이 변화하게 된다. 

표 1 사용자 심박수 변화에 따른 조명 변화 

[표 1]과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사용자 두 사람 모

두 심박수가 증가할 때에는 조명이 가장 밝아지게 되
고, 형상의 변화 속도는 더 빠르게 변화하여 두 사람 
모두 감정이 흥분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사용
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심박수의 변화를 보이게 되면
[그림 4]의 가운데 이미지와 같이 조명은 기본 밝기
를 유지하고 형상은 서로 다른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촉각적 소통이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두 사람 모두 심박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림 4]의 좌측 이미지와 같이 

조명의 밝기가 가장 약해지고 형상은 느려진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손을 잡음으로 감정이 

안정되는 것을 알게 된다. 촉각적 소통은 두 사람에게 

같은 감정을, 또는 다른 감정을 일으킨다. 이처럼 사

용자는 인터랙션을 통해 상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자신이  상대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

지 고찰하며 본래적 자신을 조명하게 된다.(3) 

그림 5 Hand in Hand 실제 움직임 

[그림 5]는 손을 잡은 후 Hand in Hand 가 실제 

구동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결론 

Hand in Hand 가 촉각적 경험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조명하는 실존적 소

통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본 작업은 2022 년도 2 학기 서울대학교 
655.5416_001 디자인스튜디오 12(지도교수 정의철) 
수업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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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야구경기 직관에서 친구가 알려주듯이 
사용자가 쉽게 야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계 서비스로, AI 태깅 기술과 상황 인식 기술로 중
계 상황을 파악하고, 시청 포인트를 제공하여 야
구 중계를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야구랑’ 앱 
서비스를 디자인 제안하였다. 

주제어 

AI 행동 태깅, 야구중계서비스, 모바일 앱디자인 

1. 서론

엔데믹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스포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프로야구의 관심도는 
하락했고, 2030 세대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전문 용어 중심의 해설과 복잡한 룰에 대한 이해
를 필요로 하는 야구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야구 
입문자들은 야구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AI 상황 인식 기술을 통해 관람 
포인트를 알려줘 중계 시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모바일 서비스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1] 

2. 디자인리서치

2.1 야구 입문 사용자 인터뷰

먼저, 야구 입문자 3 명의 사용자 인터뷰를 진
행하여 야구 중계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
과 전문 용어와 규칙들로 인해, 경기 상황에 대한 이
해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응원 시점을 알지 못해 
응원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긴 경기 시간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다른 활동으로 이탈하였다. 

2.2 야구 중계 서비스 조사 

기존 서비스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야구 중계 관
련 앱 서비스 5 개를(페이지, U+프로야구, 프로 야구
봇, 네이버 스포츠, MLB) 조사하였다. 

그림 1. 경쟁 앱 분석 (파란 동그라미는 AI 기술 활용 기
능, 회색 동그라미는 일반 기능) 

기존의 야구중계 앱들은 팬들과 소통, 경기 요약 
기능을 제공했지만 단순 정보 분석 및 경기 요
약만을 제공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입문자는 경기 
상황에 맞추어 관람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입문
자를 돕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2.3 사용자 저니맵과 디자인 인사이트 

MZ 세대 야구 입문자를 퍼소나로 설정하여, 중계 시
청 상황에 알맞은 시나리오와 저니맵을 작
성하였다. 저니맵에서 사용자는 경기 진행의 전, 중, 
후 시점에 따라 원하는 정보가 다름을 확인하였
다. 경기 전에는 승부 예측을 통해 기대감을 
느끼고자 하고, 경기 중에는 응원 시점과 경기 
상황에 대한 분석 정보를, 경기 시청 완료 후에는 
원하는 선수 중심의 정보 요약 제공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3. 디자인 컨셉

그림 2.와 같이 야구 중계에 따라 필요한 모
드를 3 가지로 나누어 일반 정보와 소통, 선수집중 
화면을 제공하도록 해 경기 상황에 맞게 원하는 모
드를 선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 얼굴 탐지 
기술을 활용한 선수 태그로 응원하는 팀에 맞
게 정보를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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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게 태깅된 선수를 응원할 수 있는 콘텐
츠를 채팅 속에서 지원해 응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1 차 GUI 를 제작하였다. [2] 

 그림 2. 서비스의 주요 GUI (좌: 선수 정보를 알 수 있
는 일반모드, 중: 응원상황을 알려주는 소통모드, 우: 
선수에 대한 화면과 정보를 볼 수 있는 선수 집중 모드) 

4. 사용자 테스트

야구 입문자 3 명을 대상으로 실제 야구중계를 
관람하면서, 사용자가 예상 플로우 대로  앱 프
로토타입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자 관찰 및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1. 사용자 테스트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안 

사용자 주요 특징 

23 세 대학생 24 세 대학생 23 세 대학생 

하이라이트를 
주로 시청 

다른 행동하며 
중계 시청 

두루 경기를 
챙겨봄 

문제점 개선안 

1. 승부예측과 소통을 
통해 경기 맥락을 파악
하길 원한다.

1. 승부 예측과 응원기능
으로 경기 맥락을쉽게 알 
수 있다. 

2. 모드별 접근성이 낮아 
기능 활용빈도가 떨어진다.

2. 콘텐츠를 상황에맞게 
추천해 접근성을

높인다.
3. 앱에 지속적으로 
들어올 사용동기가 
부족했다.

3. 응원기록을 통해자신
의 야구 애정을쌓을 수 
있도록 한다. 

5. 최종 GUI 디자인

사용자 테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모드 이동의 
불편함을 파악해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그리고 중계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야구랑 캐릭터를 적용한 FAB (Floating 
Action Button)를 사용하고, 경기예측과 응원에서 
칩을 선택해 진행하는 방식을 제공하여 경기 
직관에서 친구가 알려주듯이 야구 중계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이해와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FAB 의 모션 그래픽을 중심으로 GUI 를 
진행하였다.  

그림 3. 야구랑의 상황별 선택칩 제공 GUI 

그림 4. 서비스의  2 차 주요 GUI (좌: 중계 영상에 나
오는 선수를 선택하는 화면, 우: 경기 상황에 맞게 
응 원에 참여하는 화면) 

6. 결론

본 연구는 AI 기술을 반영한 앱 서비스 개발을 사
용자 중심 디자인 방법으로 진행한 사례로서 의의
가 있으며, 서비스의 재미와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컨
셉으로 모션 GUI 를 사용하였다. 
최종 디자인 결과인 AI 야구 중계 서비스 ‘야
구랑’을 통해 야구 입문자도 야구랑이 상황에 맞게 
추천해주는 콘텐츠와 정보를 통해 쉽고 즐겁게 
야구 중계를 시청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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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은 화자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표정이나 몸짓 등

의 비언어적 표현이 동반되지 않아 청자가 어

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대화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대화(對花)’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주 보고 대화하는 행위가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대

면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빈도가 증가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트이다. 참여자

는 마치 게임을 하듯 일정한 시간동안 상대방과 대화

를 나누게 되며 ChatGPT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시스

템은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화((對

花)’의 시스템은 Arduino, MaxMSP, Unity, 

Node.js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주제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지능형 인터페이스, ChatGPT

1. 배경 및 목적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과 가정에서 소통하는 

관계 지향적인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언어는 

바깥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는 매개체로, 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화는 사적이면서도 즉흥적 

속성을 지니는 대표적인 담화로서 말하기[1]이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타자와의 진정한 소통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를 

살아가기에[1]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대화는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게임,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점점 증가함으로 인해 디지털 기기가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갈등을 자극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게 

지연시키기도 한다. 최근에는 디지털미디어가 

발전하며 그 자체가 하나의 대화 수단으로써 활용되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대체재가 되었다.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말

에 표정이나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할 수 

없어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

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악화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껴 점차 대화 자체를 기피하

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흘러 대화의 단절로까지 이

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화가 보

다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향후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인터랙션 요소를 활용한 대화 발화 공간을 디자

인하였다.

2. 디자인 컨셉

그림 1. ‘대화(對花)’ 실행 화면

‘대화(對花)’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참여자들이 대화의 즐거움을 체험

할 수 있게 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이다. ‘대화의 

꽃이 핀다’라는 비유적 문장에서 '대화'라는 비가시적 

요소와 '꽃'이라는 시각적 요소와의 연결점을 찾아 마

주 보고 앉은 참여자들이 대화를 할 때마다 주변에 

꽃이 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기도 

하다. ‘말씀 화(話)’를 대신하여 ‘꽃 화(花)’를 

넣어 '대화를 진행할수록 주변에 꽃이 핀다'라는 

의미를 담아 프로젝트명을 ‘대화(對花)’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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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랙션 디자인

개념 모델과 시스템 구조

그림 2. 인터랙션 개념 모델

‘대화(對花)’는 ‘트리거(trigger)’, ‘시스템(system)’, 
‘반응(response)’으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미디어이
다. 이러한 개념 모델(conceptual model)은 프로토타
이핑 소프트웨어인 ProtoPie의 인터랙션 개념 모델
[2]을 참고하였고, ProtoPie의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는 오브젝트 요소의 복잡도와 중요도를 고
려하여 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3. 시스템 다이어그램

대화((對花) 개념 모델의 구성 요소는 <그림 3>와 같이 
구현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간의 데이
터 통신은 직렬 통신과 OSC(OpenSoundControl)[3]
[4], HTTP 메시지로 이루어진다.

트리거 요소는 참여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
는 센서로 구성되며 전도성 잉크를 활용한 센서, 
조도 

센서와 대화의 진행 여부를 음량으로 확인하
는 마이크가 있다. 시스템 요소는 트리거를 통해 전
달된 데이터를 MaxMSP프로그램을 통해 처
리하며 모션그래픽 영상이나 ChatGPT로 생성한 
텍스트는  Unity 프로그램으로 시각화한다. 

ChatGPT를 활용한 대화 유도

ChatGPT[5]는 OpenAI애서 공개한 인공지
능 언어모델(language model)로 기존의 챗봇에 
비해 상당히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며 한국어 
처리도 부분적으로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참여자 간의 대화가 일정시간 이상 
끊어지는 경우 미리 설정한 랜덤 질문에 대한 
ChatGPT의 대답을 화면에 시각화하여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ChatGPT에 대한 
질의는 Unity 프로그램에서 생성하며 ChatGPT의 
Node.js API를 활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을 다시 
Unity 프로그램으로 전달한다. ChatGPT를 활용한 
대화 유도가 성공하는 경우 시스템은 다시 일반 상태
에서 동작한다.

그림 4. Unity에서 ChatGPT 데이터 가져오기

사운드 트리거 처리

‘대화((對花)’ 시스템의 진행을 위한 주요 트리
거 요소는 참여자들의 대화 중에 발생하는 소리
이며, 참여자 간의 대화가 3분 이상 지속되면 참여
자들은 보상으로 AR카드를 획득할 수 있다. 시스템은 
대화의 지속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이크를 통해 
감지하는 대화의 음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이는 
MaxMSP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된다. 대화 유무를 판
단하기 위한 MaxMSP 프로그램의 구성은 <그림 
5>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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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MSP에서 처리된 데이터는 OSC 메시지 형태로 

Unity 프로그램으로 전달된다.

그림 5. MaxMSP의 대화 여부 판정 알고리즘

사용자 시나리오

‘대화((對花)’의 전체적인 유저 플로우(user flow)

는 <그림 6>와 같다. 의자에 부착된 전도성 잉크 센

서가 사람의 착석 여부를 인식하는데, 사람이 의자에 

앉았을 때 이를 감지하여 동시에 디스플레이 장치의 

화면상에 ‘테이블 위에 소지하신 휴대폰을 놔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휴대폰을 올려놓

음으로써 마주 보고 앉은 대상과의 대화에만 집

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짧은 시간 내 보다 깊은 관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자들이 휴대폰을 특정 위치에 올려놓으면 미

리 부착한 조도 센서가 이를 인식하여 테이블 중

간의 램프에 불이 켜지게 한다. 참여자들이 집중하여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독서실에 비치되는 스탠드와 같은 역할을 하여 특

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램프가 켜지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시작을 유도하

는 질문들이 무작위로 제시된다. 대화가 시작

되면 마이크를 통해 들어오는 음성의 크기를 시

스템이 확인하여 대화 상태를 판단하며 대화가 일정

시간 이상 끊어지는 경우 ChatGPT로 생성된 텍스

트를 화면에 출력하여 대화의 지속을 유도한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화면 속 꽃이 피어나

고 램프의 불은 단계별로 차오른다. 식물에 물을 주면 

물이 점점 흙에 스며들며 성장하듯이 현재 나누고 

있는 대화가 점점 쌓여가는 것이 모션그래픽 이

미지와 램프의 단계별 점등으로 표현된다.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가운데 배치된 

상자가 열리게 된다.

상자 안에는 참여자들이 대화한 시간 동안 핀 꽃

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꽃이 그려진 카드가 들어있

다. 이 AR 이미지 카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하여 AR 체험을 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 제공되

는 이미지 카드는 상대방과 해당 공간에서 대화의 

꽃을 피운 경험을 실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다. 참여자는 체험 이후에 대화의 기억이 

생각날 때마다 AR카드 인식으로 꽃을 띄워 감상하

며 당시의 상황을 회상할 수 있다.

체험 공간 구성

‘대화((對花)’는 센서 기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티

브영상을 통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이자 체험형 공간이다. 

그림 6. ‘대화((對花)’ 유저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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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對花)의 체험형 공간은 모션그래픽 영상과 

ChatGPT 텍스트가 시각화되는 디스플레이 화면과 센

서가 부착된 의자와 테이블, 조명으로 구성된다

그림 7. 체험공간 구성(안)

4. 결론

현대사회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의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화(對花)'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인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대화 대신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트이다. '대화의 꽃이 핀다'라는 비유적 문장에서 
'대화'와 '꽃'의 연결성을 찾아 이를 소재로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마다 주변에 꽃이 피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공간에서 
참여자들의 대화 소리를 인식하여 이를 가시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이기에 대화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화 상황 이외의 주변 소리를 차단하고 참여자들의 
대화만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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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과거 인류의 생활 양식과 문화, 철학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어 변해왔듯이 21 세기 현재 인류의 문화와 역

사 또한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노동분야에서의 일자리가 대체되며 인류는 무용

계급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노동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대부분

의 노동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면 역사는 어떻

게 변화할 것이며 인류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가? 이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하여 본 작품에서는 인공

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

인가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고 이를 시각화 하고자 한

다. 이에 대한 실마리를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감정이라는 것에서 찾아냈으며 이를 가상

공간에 creature 란 시각적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현

실의 제약에서 벗어난 메타버스 콘텐츠에서의 몰입도

있는 전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3D 모델링 툴

인 ‘라이노 7’과 ‘시네마 포디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곡면 사용과 생동감 있는 모션의 creature 들을 구현

했다. 또한 ‘Spatial’을 활용한 VR 체험형 전시로 가상

공간 안에서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시각화한 

creature 를 감상하며 이에 대해 미리 고찰해볼 수 있

는 공간을 관람객에게 마련해주었다. 

주제어 

가상 공간, 휴머니즘, 인공지능, 미디어아트 

1. 작품의 기획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래 왔듯이 인류의 생활 양식과 

문화, 철학은 과학 기술에 종속되어 변해왔다. 또한 

역사적으로 기술발전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을 때마

다 노동시장에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1] 이

에 따라 21세기 현재 인류의 문화와 역사, 노동시장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에 없던 새로

운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

달로 인한 국내의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일자리 대체

는 피할 수 없는 사회의 변화일 것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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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단순 반복적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동비용의 경감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직무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교육 및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을(원문대로)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1-3] 다수의 인간은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말한 것처럼 무용 계급으로 전락할지

도 모른다. 노동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와 인간 실존에

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대부분의 노동

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된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화

할 것인가? ‘인간은 진정 무엇인가?’, ‘인류는 지금 어

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 된

다.[2] 따라서 산업혁명 당시와 세계 대전 당시 인류가

고민했던 것처럼, 현 인류 역시 또 다시 고민해야 할

순간에 놓였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 이를

일상과 떨어질 수 없는 발달된 기술과 함께 하기 위해

현 시대의 주요 이슈인 가상 공간을 활용하여 시각화

하고자 한다.

2. META EMOTION

2.1 작품 내용

앞서 말했던 인류의 방향성에 대한 물음, 이러한 물음

에 대하여 신상규는 우리가 바야흐로 “자신의 진화방

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미증유의 시기를 맞이했

다”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다.[2-2] 우리는 위 

답변에서 출발하여 미래 사회와 인간 실존에 관한 해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감

정과 의식이다. 인공지능이 감정과 의식, 욕구를 지닐 

수 있는가에 관련한 문제는 항상 화두로 떠오른다. 우

리는 그 요소들이 인간만의 것이며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 실존의 핵심이며 본질이라고 답을 내렸다. 인간

이 감정적 존재라는 것 또한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

는 특성이다.[2-3] 그들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다.

예를 들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구상 그 어떤

인간보다도 자세히 알지만, 정작 고통을 느끼지는 못

한다. 하지만 인간은 고통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는

모를 수 있어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에는 그들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 즉 감정이 인류의

문화 자체가 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대다수의

인간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 감각이 인류의 언어가 된

시대를 전제로 하여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에 발

생할 수 있는 감정들을 creature화 하여 디자인해 보

았으며 이를 가상 공간에 구현함으로써 현실의 제약에

서 벗어난 범주의 감정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러한 감정들에 집중하여 노동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술과 발전에 가려져 우선시되

지 못했던 인간의 감정을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

가면 이야말로 인공지능의 순기능일 것이다.

2.2 구현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 + 

유니버스(universe)의 의미로 우주와 또 다른 차원의 

우주, 즉 공간 개념으로 보면 현실공간과 또 다른 가

상의 공간 세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3] 

이러한 메타버스의 개념은 근래 확대되어 전시 분야에

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관람객들의 다양한 감각

을 만족시키는 체험형 가상 공간 전시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와는 다른 가상의 공간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Spatial 팀은 

아티스트가 이더리움 지갑을 통합하고, NFT 를 가져

오고, 이벤트를 주최할 많은 갤러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원클릭 옵션으로 Spatial 을 구축했다.[4] 때문

에 본 작품은 온라인 상의 가상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3D 공간을 구현, 나아가 전시까지 하기 위

해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Spatial 을 활용하여 

가상 공간을 구현했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

도록 구현하는 기술이며, 실재하지 않지만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하여 여러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가상의 

세계에 현실감을 입힌 입체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5] 가상 현실 기기인 Oculus 를 활용하여 

Spatial 에 구현된 20 여개의 creature 들을 가상 공

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따라서 사용자들

은 가상 현실을 활용한 전시로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

화하여 감정을 시각화한 creature 를 관람하고 몰입도 

있는 감상을 할 수 있다. Creature 를 구현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이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라이노 

7(Rhino 7)’를 활용해 형태를 구현했다. 라이노 7 은 

추가로 다른 기능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기본 기

능들로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효율적으

로 곡면을 표현하기에 용이하여 선택했다.

그림 1 creature 의 ‘라이노’ 구현 

다음으로는 모션 그래픽에 유용한 3D 모델링 및 

렌더링,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인 ‘시네마 

포디(Cinema 4D)’를 활용해 그림 2 와 같이 

creature 에 움직임을 넣어 생동감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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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reature의 ‘시네마 포디’ 구현 

3. 전시 및 시나리오

작품의 전시는 2대의 디스플레이, VR기기, 벽면 
포스터, 인쇄물로 구성된다. 관람객이 모니터에서 
송출되고 있는 작품 설명을 먼저 관람한다. 모니터 
속에는 그림3과 같은 작품을 안내하는 creature와 
함께 미래 인류의 감정을 표현한 21개 생물체가 
작품 설명과 함께 송출된다. 

그림3 작품 설명 영상 예시 

관람객이 Spatial 을 활용한 VR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첫 화면으로 Spatial 공간에 대한 사용 설
명서를 본 뒤, 그림 5 와 같이 여러 가지 감정을 디자
인하여 구현한 creature 들이 한 공간에 놓인 화면을 
본다. 그 중 시각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의 Spatial 내
부 포탈을 클릭하여 공간을 이동한다. 

그림 4 Oculus를 이용한 VR체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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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여개 종의 3D creature 구현 

Spatial의 내부 포털로 들어가면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람객을 중심으로 5 각형으로 배치된 

화면들에서 다각도에서 본 creature 들과 해당  

creature 가 표현하고 있는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함께 감상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관람객이 미래 

인류가 느낄 수도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미리 

고찰하며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와 공간을 마련한다. 

그림 6 Spatial 내부 공간 예시 

4. 결론

본 작품은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 본연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고민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정들을 creature 화 하여 디자인하였다. 이를 

Spatial을 활용한 가상 공간에 구현함으로써 미래 

인류가 느낄 수도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미리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Spatial을 활용하여 구현한 가상 

공간은 감정 creature 들을 생생한 VR 화면으로 

관람하며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난 메타버스 

콘텐츠에서의 몰입도 있는 전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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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Wagglez :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뮤직 서비스 

Studio Wagglez : Social music playground where people meet, play and collab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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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tudio Wagglez 는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고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뮤직 서비스다. 

사용자들은 Studio Wagglez 의 스튜디오 룸이라

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거나, Studio Wagglez 

만의 독자적인 음악창작 놀이를 함께 즐기며 

공통의 관심사가 없더라도 같이 음악을 만들면서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Studio Wagglez 의 

음악창작 놀이는 DAW(Digital Audio 

Workspace) 형식의 음악 프로덕션 프로그램의 복

잡한 기능들과 달리,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제공

하는 샘플들을 단순히 터치하는 것만으로 음악을 

재생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4 명의 사용자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샘플을 조합하는 것으로 

음악을 창작하며 즐겁게 소통할 수 있다.  

주제어 

social music, collaborative music, musical 

interface, 음악 애플리케이션 

그림 1소셜 뮤직 서비스 'Studio Wagglez' 

1. 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 로 인한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모바일 기기에서 터치 하나만으로 자신의 

패션, 의류를 배송받을 수 있으며, 그날의 저녁 

식사를 위한 재료를 배송받을 수 있고, 인테리어를 

위한 가구를 증강현실로 집에서 배치해 볼 수 있는 

서비스 또한 생겼다. 우리 삶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별다른 도움 없이 ‘혼자서도 잘 

산다’라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에서 멀어지며 우리 사회가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개개인, 즉 나노 

단위로 조각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고립률 또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로 국내 자살률 증가, 청년 

우울증 증가, 청년 고독사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 

Studio Wagglez 는 고립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좁히고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즐거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셜 커뮤니티, 소셜 뮤직 

서비스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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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프로젝트와의 차별점

디지털 공간에서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다. Studio Wagglez 는 이러한 소셜 

커뮤니티 서비스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독자적인 

음악창작 놀이와 기존의 소셜 커뮤니티 서비스를 

결합한 소셜 뮤직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제안한다. 

Studio Wagglez 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음악창작 놀이는 기존의 전문적인 

음악창작에 집중된 DAW 프로그램과 달리, 서비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샘플들을 4 명의 사용자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소통과정을 거쳐서 

조합하는 것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한다. 

기존의 DAW 프로그램은 안에 신디사이저, 기타 

등의 악기를 PC 에 연결하여 사용자가 직접 음악을 

녹음하고 이를 결합함으로써,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DAW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화성학, 음악학, 

악기 사용법 등의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나 음악 

창작과 무관한 사람들은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Studio Wagglez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과 심화 기술들을 요구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 혹은 마디가 지나면 기존 샘플 

위에 다른 샘플을 쌓는 루프 스테이션(Loop 

Station)[2]의 메커니즘을 가져와서 사용자가 

샘플을 조합하였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용자들이 누른 샘플들을 재생하게 해주어 

원활하게 음악을 조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음악창작 놀이를 개발하였다. 

또한 Studio Wagglez 는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즐거움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Wagglez Play’와 

연동시킬 수 있다. Wagglez Play 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전용 컨트롤러인 ‘Wagglez 

Pad’로 연주할 수 있으며, 컨트롤러의 디자인은 

그리드 인터페이스 장치와 관련된 선행 

연구[3][4][5]를 참고하였다. 

그림 2 DAW 의 대표프로그램인 LOGIC PRO 의 

인터페이스 

그림 3 Studio Wagglez의 음악창작 놀이 화면 

3. ‘Studio Wagglez’ 애플리케이션

3.1 개요 

Studio Wagglez 는 스튜디오 룸, 스튜디오 홀, 

스토어, 커뮤니티 4 가지 주요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Studio Wagglez 는 디지털에서 이루어지는 가상 

공간의 음악 창작 스튜디오라는 컨셉으로, 

음악창작공간인 스튜디오와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움직이는 소리인 와글을 합쳐 Studio Wagglez 라고 

서비스 네이밍을 하였다. 함께일 때 더 즐거운 

곳이라는 곳을 강조하기 위해 즐거운, 친근한, 밝은 

이라는 컨셉 키워드를 통해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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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튜디오 룸 

스튜디오 룸은 Studio Wagglez 의 독자적인 

음악창작 놀이가 이루어지며, 사용자들이 이를 

통해 텍스트나 음성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용자는 스튜디오 룸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연주할 악기들인 드럼, 신디사이저, 

베이스, 기타 4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 

가지 악기를 선택하여 스튜디오 룸에 들어가면 

Studio Wagglez 가 제공하는 팝(POP), 힙합(HIP 

HOP), 록(Rock) 세 가지 장르의 샘플 팩을 

활용하여 음악을 제작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자유롭게 소통을 나누거나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며, 

처음 스튜디오 룸에 입장할 때 선택했던 악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악기를 바꿀 수 있거나, 

스튜디오 룸에서 사용자들이 만든 음악이 마음에 

들면 음악을 녹음하여 Studio Wagglez 의 커뮤니티 

공간에 음악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다. 

그림 4 스튜디오 룸의 음악창작 놀이 기능 

그림 5 스튜디오 룸의 기타 기능들 

3.3 스튜디오 홀 

스튜디오 홀은 다른 사용자들이 만든 스튜디오 

룸들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스튜디오 룸에 

들어가거나, 사용자 자신이 스튜디오 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6 Studio Wagglez의 스튜디오 홀 기능 

3.4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사용자들이 스튜디오 룸에서 음악창작 

놀이를 통해 만든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들이 만든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하트를 남길 수 있으며, 하트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이달의 Top 50 차트에 들어갈 수 

있다. 사용자들은 커뮤니티 공간에서 원하는 

음악을 찾거나 사용자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든 사용자들을 팔로우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어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커뮤니티에 

업로드된 음악들을 가지고 사용자 본인 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그림 7 Studio Wagglez의 커뮤니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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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스토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샘플 팩 중 기본으로 

제공되는 팝 샘플을 제외한 나머지 샘플들은 

스토어에서 샘플 팩의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굿즈를 

구매해야 한다. 샘플 팩에 내장된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여 팝 샘플 팩을 제외한 다른 샘플 팩들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샘플 팩은 분기마다 

하나의 새로운 샘플 팩이 출시된다. 

그림 8 Studio Wagglezd의 스토어 기능 

4. 체험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Wagglez Play’

4.1 개요 

Studio Wagglez 는 디지털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음악창작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이다. 체험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Wagglez Play’는 서비스가 

제안하는 음악창작 놀이와 소통을 즐길 수 있게 

Studio Wagglez 의 핵심적인 기능인 스튜디오 룸과 

음악창작 놀이를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개발하였다. 

그림 9 Wagglez Play를 즐기고 있는 사용자들 

Wagglez Play 는 크게 2 가지로 구성된다. Wagglez 

Play 의 음악창작 놀이 메커니즘을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와 Wagglez 

Play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용 컨트롤러인 ‘Wagglez Pad’로 

구성된다. 

그림 10 디스플레이에서 송출되는 Wagglez Play 화면 

그림 11 전용 컨트롤러 Wagglez Pad 

4.2 구현 방법 

Wagglez Play 애플리케이션은 앞서 기술한 Studio 

Wagglez 의 음악창작 놀이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게임 엔진 프로그램인 Unity 와 비주얼 

스크립트인 BOLT 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Wagglez Play 는 Sudio Wagglez 의 음악창작 놀이 

중 터치하여 샘플을 재생한다를 구현하기 위해 

키보드의 특정 키보드를 눌렀을 때 샘플이 

재생되는 방식을 차용했다. 애플리케이션 에서 

사용되는 키보드의 키 코드를 활용하여 키보드 

입력값을 통해 특정 모듈이나 프로그램의 

인터랙션을 발생하게 도와주는 아두이노 

레오나르도(Arduino Leonardo) 보드에 Waggl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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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키 코드 값을 

특정 택트 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 키보드 값이 

입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2 Wagglez Play와 Wagglez Pad의 작동방식 

4.3 ‘Wagglez Pad’를 사용한 플레이 방식 

‘Wagglez Play’의 전용 컨트롤러인 ‘Wagglez Pad’는 

디스플레이에 송출되는 Wagglez Play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기기다. 

Wagglez Pad 는 각각 색상이 다른 10 개의 버튼이 

있으며 버튼마다 각각 다른 사운드 샘플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마음에 드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합주를 할 수 

있다. 

그림 13 Wagglez Pad의 주요 버튼들 

Wagglez Pad 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면, 사용자들을 

대신하여 샘플을 연주해주는 전용 캐릭터 

Waggle 이 누른 버튼의 사운드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션을 취한다. 그와 동시에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피드백을 주기 위해 디스플레이상에서 

버튼 모양의 오브젝트가 표시된다.  

그림 14 Wagglez Pad를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 화면 

버튼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사운드 샘플이 

즉각적으로 재생되지는 않는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루프 스테이션 기반의 메커니즘을 

차용하였기에 디스플레이 상단의 메트로놈 UI 

Component 에 포함된 점들이 모두 활성화되었을 

때 사운드 샘플이 재생되는 방식이다. 루프 

스테이션을 차용한 이유는 사용자들이 제각각 다른 

타이밍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운드 샘플이 

재생되는 구간이 전부 상이하기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 때문에 16 마디의 사운드 샘플 하나가 

전부 재생이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다른 

사운드 샘플이 재생되는 형식을 차용하였다. 

그림 15 Wagglez Pad의 루프 스테이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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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Studio Wagglez 는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즐거운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서비스이지만, 독자적인 

음악창작 놀이 메커니즘은 일반인들이 음악 창작에 

대한 벽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Studio Wagglez 를 통해,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즐거운’이라는 가치를 느낄 수 있길 

바라며, 고립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2. 서

울:미래의창. 2021.

2. Fintoni, L. How Fruity Loops Changed 

Music-Making Forever.

https://daily.redbullmusicacademy.com/201

5/0 5/fruity-loops-feature. December 9, 

2022.

3. Rossmy, B. and Wiethoff, A. Musical 

Grid Interfaces: Past, Present, and Future 

Directions. In Proceedings of the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Interfaces for Musical Expression. 

Shanghai. 2021.

4. Förster, A and Komesker, M. 

LoopBlocks: Design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an Accessible Tangible 

Musical Step Sequencer. In Proceedings 

of the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Interfaces for 

Musical Expression. Shanghai. 2021.

5. Nishibori, Y. and Iwai, T. TENORI-ON. 

In Proceedings of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Interfaces for Musical Expression. Paris. 

pp. 172–175. 2006.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33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내재된 편향성과 차별을 완화한 한국어 인공지능 동화 생성 모델 
<프랭클린> 

Debiased korean AI fairytale generator <Franklin>

안지인 

Jiin An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ypd06297@sogang.ac.kr  

정다샘* 

Dasaem Jeong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dasaemj@sogang.ac.kr 

이육샛별 

Saetbyeol Leeyouk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sbleeyouk@sogang.ac.kr 

장예원 

Yewon Jang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yewon1135@naver.com 

요약문 

<프랭클린>은 언어 생성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아이

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자 작가가 되어 AI 모델과 동화

를 공동 창작하는 인터렉티브 웹서비스이다. 기존 한국

어 언어 모델이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그대로 반영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것과 달리 비윤리적이고 편향적

인 표현을 생성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개발 과정을 거

쳤다. 평등한 동화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 <프랭클

린>은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사회상을 반영한 동화

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활용된다. 

주제어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편향성 제거, 공정성, 공

동 창작  

1. 서 론

1.1 프로젝트의 의도 및 필요성 

“아이들은 누구나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이 동화를 접하는 형식은 유튜브 등으로 미래화

되었지만, 그 내용에는 여전히 편향적인 클리셰가 가

득하며 편견이 남아있다. 동화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이 세상의 편견을 재학습하지 않도록, 변화하는 

세상의 다양성을 배우고 더 긍정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 <프랭클

린>의 목표이다. 프랭클린이 써내려가는 동화에서 주

인공은 아이들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자신만의 고유

한 ‘나다움’을 찾아가는 동화 속 세계를 열게 된다. 아

이들 스스로가 작가가 되는 <프랭클린>을 통해 아이들

은 인공지능 언어 모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동화를 함

께 완성해나간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동화를 작성하

는 모델의 성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인간과의 상호작

용 과정에서 인간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올바

른’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실험한다. 문제적인 텍스트

를 포함하지 않은 동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언어 모

델에 내재된 차별을 분석하여 그 정도를 낮추는 방안

을 강구하고자 한다. 

2. 본문

2.1 데이터셋 구축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프리 동화 수집과 동화 웹사이

트 크롤링를 통해 저작권이 없는 동화를 총 1400 권 

확보하였다. 혐오 표현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여성/가

족’, ‘남성’, ‘성소수자’, ‘인종/국적’, ‘연령’, ‘지역’, ‘종

교’, ’악플/욕설’을 탐지하여 옳지 않은 표현들이 얼마

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0 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하였다. 혐오 표현에 대해 일정 기준 이

상의 점수를 받은 동화들을 제거하였으며, 문법적인 

요소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 총 997 권의 동화로 이

루어진 정제 데이터셋을 완성하였다. 이는 추후 한국

어 언어 모델의 finetuning 데이터셋으로 활용되었다. 

2.1 모델 개발 

2.1.1 Debiasing 

남성어/여성어의 의미를 보존하면서도 주어의 성별에 따

라 등장 확률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단어들만 조정하는 방

안을 찾고자 하였고, 언어 모델 자체의 word embedding 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모델 수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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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초기 언어 모델에서 도출한 word embedding cosine 

similarity 

표 1.은 프랭클린에서 사용한 언어 모델의 초기 버전

에서 도출한 결과이다. ‘부엌’, ‘밥’이라는 단어와 ‘남

편’과 ‘아내’라는 단어가 각각 얼마나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아내’가 ‘남편’에 비해 ‘부엌’과 

‘밥’이라는 단어에 훨씬 가깝게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모델이 젠더적 편향성을 어느정도 내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Bolukbasi et al. 2016]

의 debiasing 기법을 사용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2.1.2 Coherence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End to End 모델로 처음부터 완

벽한 동화를 쓰는 '완벽한' AI 모델을 완성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AI 가 이전 문장의 정보를 기억하면서 

결론부까지 이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Ruixiao.et al, 

2020]에서 제안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도입하였다. 

해당 알고리즘 도입 후 모델은 프롬프트에서 제시한 

인물 정보 값을 기억하며 문장을 생성하는 결과를 보였

다. 강화학습을 도입한 모델의 구조도는 그림 1.과 같

다.  

하지만 시작부터 결말까지 하나의 서사와 맥락을 띤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한계

를 보완하고 예술적 활용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인공

의 동기 강화, 우연성 부여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간’이 창작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델이 이를 이어받아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는 구조

로 프랭클린을 설계하였다.  

2.2 웹서비스 개발 

관객이 프랭클린과 함께 동화를 공동 창작할 수 있도

록 AI 모델을 서비스하는 웹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2.2.1 웹 플로우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가 간단한 동화 플롯의 배경과 

함께 키워드를 입력하면 모델이 이를 조합하여 프롬프

트를 작성한다.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AI 모델이 이

야기를 작성하고, Coherence 단계에서 확인한 결과를 

참고하여 동화의 유기성을 높이기 위해 한번에 생성되

는 이야기의 분량을 2 줄로 제한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창작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입력이 주어질 때마다 모델은 총 3 개의 이야기 후보

군을 제시한다. AI 가 쓴 동화에 자신의 문장들을 덧붙

일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쌓여가는 이야기들은 다음 

단계의 모델 프롬프트로 작용한다. 본 웹 서비스는 전

시에서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AI 와 동화를 만들고 저

장할 수 있는 장으로 사용된다.  

2.2.2 실제 웹서비스 구현 

실제 인터페이스의 형태는 그림 2,3,4 에 나타나있다. 

사용자는 동화의 제목, 등장인물, 배경, 그리고 동화에 

넣고 싶은 키워드 3 개를 입력한다. 모델은 사용자의 

입력 값에 따라 프롬프트를 만들고 동화 2 문장을 생

성한다. 모델은 한번에 총 3 개의 후보군을 제시하며 

관객은 그 중 하나를 고르고, 원하는 만큼 자신의 문장

을 추가할 수 있다.  

단어 남편&부엌 아내&부엌 남편&밥 아내&밥 

값 0.1678 0.2351 0.028 0.0876 

그림 1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도입한 모델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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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장 쓰기’ 버튼을 통해 관객은 총 8 번까지 
프랭클린과 동화 창작을 이어갈 수 있다. 관객이 

프랭클린과 함께 생성한 동화는 화면 왼쪽 부분에 

계속하여 갱신된다.  

관객이 총 8번의 동화 창작을 완료하거나, ‘발행하기’ 
버튼을 누른 경우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객들은 ‘프랭클린의 도서관에 나의 동화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마음에 드는 동화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림 2 실제 웹사이트 화면 - 사용자 입력 

그림 3 실제 웹사이트 화면 - 동화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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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3.1 활용 방안 

3.1.1 실제 작가와 정식 동화 단편집 출판 

인간 작가와 인공지능의 공동 창작 콜라보를 진행하여 

정식 출판물을 연재할 수 있다. 작가는 글을 쓰

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새로운 인사이

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프랭클린은 실제 작가의 문장

을 통해 보다 준수한 동화를 창작해낼 수 있다. 동

화 작가가 제안하는 방향성에 따라 AI 는 평등하고 

편견이 없는 새로운 형식의 동화를 만들어내며, 이

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동화는 AI 와 아이들 사이의 

선순환을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동화들은 

프랭클린 모델의 데이터셋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AI 모델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학습 자료가 되며, 동시에 미래 사회를 만들어 나갈 

아이들이 보다 가치 지향적인 사회상을 배우는 컨텐츠

가 된다. 

3.1.2 인터렉티브 컨텐츠화 

현재 텍스트의 형태로만 전달되는 프랭클린의 창

작 동화들을 image-generation 모델과 연동

하여 실시간으로 배경 이미지를 그려내는 미디어 

전시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창작된 이야기를 

토대로 생성된 그림들은 출판물 속의 삽화로 사용될 수

도 있다. 

또한, 음성 생성 모델을 연결하여 글자에 익숙하지 않

은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교육 컨텐츠의 형

태로 서비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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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최근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브랜

드를 나타내는 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너레이티브 로고, 다이내

믹 로고라는 키워드에 이어 플렉서블 아이덴

티티 디자인이 등장하였다. 이는 데이터를 기

반으로 만든 브랜드 로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가 브랜드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브랜드 표상을 개선하는 디자인 수단을 말한다

[4]. 본 프로젝트에서는 브랜드의 상징성을 잘 

나타냄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의 제너레이티브 로고라는 배경을 설정

하여 데이터 기반의 로고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 선행 연구로는 제너레이

티브 로고의 사례를 수집하여 데이터 속성과 

유형을 파악하였다[7]. 이후에, 아쿠아리움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데이터가 어떤 시각 

요소와 대응될 때 더욱 잘 표현될 수 있는지 알

아본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렇게 하여, 제

너레이티브 로고의 가능성 및 사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너레이티브 로고의 이해

웹 2.0 아이덴티티 디자인이라는 불완전한 참여

에서 진정한 참여의 실현을 염원하는 디자인의 트렌

드를 거쳐 이를 실현한 제너레이티브 로고의 등장

까지 맞이하게 된다[4]. 제너레이티브 로고

(Generative Logo)란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기

초로 다양한 형태의 로고를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로고가 하나의 논리에 따라 무작위로 서로 다른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적용 매체에 따라 

기존의 원형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덴티티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서 그 변화는 원

형의 감성과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일

관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유지하면서 활동성과 생명력
을 표현하며 계속된 확장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전

달할 수 있다[4]. 

3. 컨셉 개발

3.1 설정 

아쿠아월드(Aquaworld)라는 가상의 아쿠아리움

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제너레이티브 로고를 디자인

하였다. 가상의 아쿠아월드는 디지털 세계와 실제의 

수중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해

양 동물과 좁은 수족관 내에서도 적응력이 빠른 

수중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아쿠아리움이다. 이에 

따라 ‘융합된 공간의  아쿠아리움’으로서 

‘물/바다 (Aqua)의  세계 (World)’ 라는 

의미로  ‘아쿠아월드  (Aquaworld)’라는 배경을 

설정하였다.  

아쿠아월드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족관과 

같은 좁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부적합한 해양 동물

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적응력이 빠른 수중생물은 육

안으로 관람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의 제너레이

티브 로고는 이러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디자인 제

작을 진행하였다. 

3.2 관찰 

아쿠아월드의 로고를 디자인하기 전에 아쿠아리

움을 방문하여, 수중생물의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

그림 1>과 같이 수중생물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움직임이 다양하고 유연할수록 해당 수중생물

에 관람객의 시선이 집중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여, 수중생물의 ‘움직임’을 아쿠

아월드 로고를 제작하는 데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데이터 정보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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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움직임 관찰 

4. 디자인 세부

아쿠아월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요소는 수중생

물의 ‘움직임’이며, 아쿠아월드의 제너레이티브 

로고는 수중생물의 실시간 움직임을 보여주는 데

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가변성을 가진다. 특히, 수

중생물의 다양한 움직임 데이터를 로고에 반영하면 

제너레이티브 로고의 심미성(Aesthetic)이라는 데

이터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7].  

4.1 시각 요소-데이터 매핑 

수중생물의 ‘움직임’ 데이터 정보를 

자크 베르텡(Jacques Bertin)이 제안한 정보 시각 

표현을 위한 7가지 그래픽 요소(명도, 색상, 질감, 

형태, 위치, 방향, 크기)를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1]. 이를 바탕으로 총 4가지 시각적 요소에 따른 

움직임 데이터 정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시각적 요소를 데이터 정보와 매핑해
본 결과 <표 1>과 같았다. 

표 1.시각적 요소-움직임 데이터 시각적 

요소 
형태 크기 방향 속도 

움직임 

데이터 

정보 

1.한마리/ 

여러 

마리가 

포착되었을 

때 

2.대상이 

포착되지 

않았을 때 

1.대상이 

가까워질 

때 

2.대상이 

멀어질 때 

1.대상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 

2.대상이 

양옆으로 

움직일 때 

3. 대상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 

1. 대상이

멈춰 있을

때

2.대상이 

천천히 

움직일 때 

3.대상이 

빠르게 

움직일 때 

  4.2 비주얼 디자인 

아쿠아월드의 시각적 이미지에서 파란색 

원은 디지털/현실의 수중 세계를 상징한다. 비록 

디지털과 현실이라는 다른 두 세계가 있지만 결국 

결합한 하나의 세계임을 표현하기 위해 시작과 끝

이 정해져 있지 않은 원형의 형태와 유사하게 디

자인하였다. 그와 동시에 수중생물의 고유한 특

징인 곡선을 원에 활용하여 수중생물이 헤엄칠 

때마다 달라지는 물결을 로고에 표현하고자 하

였다[6]. 특히, 해양생물이 헤엄칠 때 생기는 

물결은 육지생물과 구분되는 해양생물의 전형

적인 특징이다[6]. 이처럼 물결이 수중생물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담아 역동적이면

서도 유동적인 느낌을 반영하고자 수중 세계의 로

고를 <그림 2>와 같이 디자인하였다.

그림 2. 로고 비주얼 디자인 

  4.3 구현 

아쿠아월드의 제너레이티브 로고는 도출한 움

직임 데이터 정보와 그에 대응하는 시각 요소

를 로고에 구현해보기 위해 자바언어를 기반으

로 한 프로세싱 소프트웨어(processing.org) 환

경을 통해 진행하였다. 수중생물의 움직임의 경

우에는 동일한 색상의 여러 개체를 추적하는 

‘Blob detection’과 ‘Color detection’의 알

고리즘을 활용하였다[3]. 이에 따라 수중생물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을 때의 크기, 방향에 따른 거

리 그리고 속도의 데이터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아쿠아리움의 제너레이티

브 로고의 시각 요소와 데이터를 프로세싱 플랫폼

을 통해 매핑시켜 수중생물이 카메라에 포착되면 

그에 따른 움직임이 로고에 실시간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형태-수중생물의 움직임에 따른 갯수 

형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설명적, 추

상적, 상징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중 추

상적 전달 방식은 의미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 아이디어, 관찰을 묘사하는 

데 유용하다[5]. 이를 바탕으로 수중생물의 움직임 

데이터 정보인 <표 1>에서 설명했듯이 수중생물의 

개수는 로고에서 표현한 곡선이 많고 적음에 중

점을 두어 추상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그림 

3> 

그림 3. 수중생물의 개수에 따른 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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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수중생물의 움직임에 따른 거리 

크기의 경우 카메라에 포착되는 곳을 기준

으로 수중생물이 얼마나 멀어지고 가까워지는지를 

관찰하고 그 거리에 따라 크기를 로고에 반영하

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림 4>와 같이 포착

되는 곳을 기준으로 수중생물의 거리가 멀수록 로고

가 작아지고, 가까워지면 로고가 커지도록 제작하였

다. 

그림 4. 수중생물의 거리에 따른 크기 변화 

방향-수중생물의 움직임 방향 

방향 정보의 경우 움직임을 보여준다[5]. 즉, 수중생물이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로고가 늘어나도록 

제작하였다.<그림 5> 

그림 5. 수중생물의 방향에 따른 로고 변화 

속도-수중생물의 움직임 속도 

속도는 시각적으로도 직관적이게 나타낼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요소이다. 수중생물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로고의 움직임에 반영하

여 가변성을 주었다.<그림 6> 

그림 6. 수중생물의 속도에 따른 로고 변화 

5. 디자인 적용

아쿠아월드의 제너레이티브 로고는 <그림 7>과 

같이 아쿠아리움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티켓에 

적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구매한 모바일 표와 웹사

이트를 통해서 수중생물의 움직임이 반영된 아

쿠아월드의 로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적용 방법으로는 <그림 8>과 같이 벽면

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서도 가변적인 아쿠아리

움의 제너레이티브 로고를 적용하여 다른 브랜드와

는 조금 더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알릴 수 있다. 

그림 7. 디자인 적용 예시(1) 

그림 8. 디자인 적용 예시(2) 

6. 기대 효과

본 프로젝트는 아쿠아리움의 제너레이티브 로

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배경 설정부터 데이

터 정보와 시각적 요소 매핑, 시각화 작업, 구현하

기까지의 과정을 다루었다. 아쿠아월드의 컨셉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로고의 움직임까지 구

현함으로써 제너레이티브 로고의 장점을 부각하고 

새롭게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너레이티

브 로고라는 새로운 디자인 수단이 추후 브랜드 

또는 기업들의 아이덴티티를 알리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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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헤드 : 콜라주 아트 기반 어드벤처 게임과 전용 컨트롤러 ‘헤드’ 
MEDIAHEAD : Adventure game based on collage art and its novel controller ‘HEAD’ 

요약문 

미디어 바이러스의 확산성은 거짓 뉴스의 위험성을 높이고 

크고 작은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주인공 빌리, 벤 부자가 거대 언론사 프레스와 대립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풀어냈

다. 

‘미디어헤드(MEDIAHEAD)’는 텍스트 어드벤처 진행 방식

을 사용하고 ‘HUB’라는 게임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오

브젝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임 내 오브젝트들은 

게임 플레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특정한 

오브젝트는 미니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사용자는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독자적으로 설계된 전용 플

레이어 ‘HEAD’를 사용하여 게임 속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하

며 주어진 스토리의 흐름에 맞게 플레이할 수 있다. 

주제어 

어드벤처 게임, 콜라주 아트, 게임 인터페이스, 게임 컨트롤

러, 피지컬 컴퓨팅, 게임 시스템, Unity 

1. 서 론
미디어가 사람들을 가르고 대립시키는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

산되는 현실을 바라보면 러시코프(Douglas Rushkoff)의 

“미디어 바이러스”를 떠올리게 된다. 특히 컴퓨터, 스마트

폰, 사물인터넷 등 많은 종류의 기기로 빈틈없이 구축된 인

터넷망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여건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의 

생산이나 SNS를 통한 삶의 일면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 그리고 무분별한 수용과 같은 현상들은 미디어와 테크

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환기시키기도 한

다. 

미디어헤드는 이런 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콜라주 아

트 기반의 어드벤처 게임으로 풀어낸다. 게임을 플레이하

는 사용자는 ‘HUB’라는 미디어헤드의 독특한 게임시스템과 

그 속의 미니게임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비판적인 정보 

수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정보를 직접 가공하여 새로운 결

과를 도출하게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게임의 상호작용 활동은 사고, 논리, 판별력, 신중성 등의 키

워드를 기준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그림 1. 미디어헤드 시스템 구성도 

2. 미디어헤드의 설정과 시놉시스

2.1. 세계관

‘메디벨시’ 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언론을 장악한 ‘프레스 언론

사’에 10년간 근무중이던 ‘빌리 프랭클린’ 회사의 비리와 

어두운 면에 질려버린 빌리는 비밀 단체를 조직해 프레스의 

악한 면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이 동경했던 올바른 저널

리즘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한다. 하지만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빌리의 아들인 벤 프랭클린이 아버지 빌리를 찾

기 위해 단서를 모아 행방을 찾고 올바른 저널리즘에 대해 

알게된다.

그림 2. 메디벨시의 지배자 콜로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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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캐릭터 설정 및 주요 등장인물 

미디어헤드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머

리나 신체 일부가 미디어와 관련 있는 기계로 확장된 모습

이다. 이러한 캐릭터 컨셉은 “기술은 신체에 가해지는 대대

적인 수술이자 사회라는 신체에 가해지는 대대적 수술”이

라는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얻

었다. 

2.2.1. 빌리 프랭클린(Billy Franklin) 

프레스 언론사의 차장이며 벤의 아버지다. 차장임에도 발로 

뛰며 취재할 정도로 기자로서 열정이 가득했다. 거짓 뉴스

와 각종 악행을 통해 프레스가 도시를 장악한다는 사실을 알

게 된 후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입사 동

기인 엘빈과 비밀리에 올바른 저널리즘을 되찾기 위해 활동

하다 프레스에게 발각되어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림 3. 빌리 프랭클린의 캐릭터 디자인 

2.2.2. 벤 프랭클린(Ben Franklin) 

어렸을 때부터 올곧고 부지런한 빌리를 동경했지만 함께 시

간을 보내주지 않는 것에 늘 불만이 있었다. 그런 일 때문인

지 항상 불량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오랫동안 혼자 

빌리를 찾아다니다 빌리의 실종과 프레스가 연관되어 있다

는 정보를 알게 되고 엘빈의 도움을 받아 단서를 모으기 시

작한다.

그림 4. 벤 프랭크린의 캐릭터 디자인 

3. ‘HUB’ 시스템과 전용 인터페이스 ‘HEAD’

3.1. 게임 시스템 ‘HUB’

사용자는 허브를 메인 스테이지로 하여금 여러가지 정보와

상호작용 하여 단서를 획득하고 게임을 다양한 방향으로 진

행할 수 있다. 

그림 5. ‘HUB’ 시스템을 통한 게임플레이 

그림 6. 미디어헤드의 미니게임 플레이 장면 

3.2. 전용 컨트롤러 ‘HEAD’ 

그림 7. 전용 컨트롤러 ‘HEAD’의 주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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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트롤러의 사용성 목표는 학습과 기억

미디어헤드는 진부한 조작 방식을 지양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인

터페이스를 갖춘다면 플레이어는 학습해야 할 요소가 많

아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컨트롤러의 사용성 목표를 

학습성과 기억성에 초점을 맞춰 제작하였다. 

2) 카메라 형태를 갖춘 전용 컨트롤러 'HEAD'

플레이어가 조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카메라 형태를 

갖춰 제작하였다. 오래된 기계식 수동 카메라는 기자가 정

보를 수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며 미디어헤드의 

시대적 컨셉에 부합한다. 

그림 8. 전용 컨트롤러 ‘HEAD’ 

4. 전시 구성

‘미디어헤드’는 콜라주 아트 기반의 독특한 게임 시스템인 

‘HUB’와 전용 컨트롤러 ‘HEAD’를 사용한 게임플레이를 특

징으로 한다. 또한 가상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단

서를 하나씩 찾아가며 스토리가 진행되는 어드벤처 게임이

다. 이러한 게임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게임플레이 영상과 

주인공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느낌의 다양한 인쇄 매

체를 활용하여 전시 공간을 구성한다. 

그림 9. 미디어헤드 전시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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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미디어의 과포화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에 대한 메세지를 게임의 시놉시스로 만들었다. 그런 시

놉시스를 바탕으로 센서 기반 인터랙션 방식을 부여해 전용 

컨트롤러인 ‘HEAD’로 플레이하게 하는 어드벤처 게임을 

설계하였다. 플레이어는 게임시스템인 ‘HUB’의 메인 스테

이지에서 상호작용 가능한 다양한 오브젝트를 발견하고 미니

게임을 플레이하여 단서를 획득한다. 게임 속 분기점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플레이어는 하나의 결

론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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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기(手觀器): 다례를 통한 미적경험을 위한 네러티브 기반 

인터랙티브 다기 디자인 제안 
Realizing tea by behavior: A narrative-based interactive pottery design 

for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tea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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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디자인의 목적이 기능과 효율의 충족에서 감성적 

경험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소비재의 

경우에 사용과정 자체가 문화예술적 감흥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다기를 대상으로 사용과정에서 내재된 네러티브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미적경험을 고양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한다. 

주제어 

네러티브, 미적경험, 은유적 조형, 상호작용, 감각 

1. 서 론

서사(Narrative)를 소비하는 시대이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서 제품과 

브랜드의 문화예술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은 

현대 산업 전반에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안텔릭(Andjelic, 2020)은 소비자는 구매를 

통해서 서사를 경험하고, 그 세계의 일부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왜 

네러티브에 열광하는가? 네러티브 기반의 콘텐츠 

경험은 대상에 대한 기억을 가치 있는 문화예술적 

감흥으로 치환 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몰입하여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이야기 속의 감정들을 

실제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듯이, 인간은 

네러티브가 담긴 대상과 상호작용할 때 마치 

살아있는 대상과의 소통, 즉 반성적 경험을 하게 

된다[1].  

하지만, 기능과 효율이 주 목적으로 디자인된 대중 

소비재의 경우에 사용과정에서 서사를 경험하고 

그것이 문화예술적 감흥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기를 대상으로 사용과정을 

통해서 문화예술적 감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네러티브 기반의 디자인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REALIZING TEA BY BEHAVIOR

예술적 감흥은 오감을 통한 풍부한 신체경험과 

재해석이 이뤄질 때 형성된다[2]. 다례(茶禮)의 

과정은 오감의 경험이다. 하지만, 격식적인 절차적 

특징 때문에 감각에 집중하거나 느껴지는 감정의 

연결을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디자인 

연구에서는 자연순환이라는 동양적 네러티브를 

기반으로 다기(茶器)의 형태와 재질, 그리고 LED 

불빛을 이용하여 사용과정상에서 지속적인 감각 

피드백을 주려 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다례의 

과정동안 자신의 행동과 차의 변화를 인지하게 

되고 이는 서사적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2.1 다례(茶禮)경험의 정서적 인터랙션 고찰 

전통 다례의 과정을 파악해보면 손과 눈의 사용이 

필연적이다[3]. 또한, 차의 온도와 농도의 변화는 

다례경험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Ragita 와 

Seo(2018)의 연구에 의하면 찻잔과 차의 

표면온도 변화가 클수록 시음자의 감각반응도가 

활성화되었고, 온도가 뜨거울 수록 정서적 감각에 

주의를 기울였다[4]. 또한 차의 농도와 온도는 

정서적 경험의 긍정과 부정뿐만 아니라, 차를 

마시는 동안의 집중력과 주의력에도 영향을 

미친다[5]. 따라서, 시각, 촉각, 시간인지 요소를 

중심으로 다례과정과 다기종류의 관계를 파악하여 

디자인 방향성을 고찰하였다[그림 1]. 

[그림 1] 다례 과정에 따른 경험요소와 감각목적 

2.2 디자인 시나리오 

인간이 다양한 감각들을 하나의 네러티브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6]. 

따라서, 디자인 시나리오 설계에서 은유적 조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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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정에서 요구되는 감각들의 연결성을 

고려하였다. 한국의 다례는 선종 불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차를 준비하고 타인에게 대접하는 것이 

베푸는 사람에게도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순환적 

사상에 기반한다[7]. 이러한 철학적 배경을 담기 

위해 흙에서 물과 빛으로 차나무가 자라서 찻잎과 

차가 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순환 

구조와 다례의 감각작용들을 연결시켜 네러티브 

기반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그림 2].  

[그림 2] 적용된 네러티브 기반 시나리오 

2.3 디자인 구체화 

먼저, 다기의 조형적 특성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양철학 기반 

네러티브에 적합하도록 고려와 조선시대의 단아한 

전통 다기의 형태를 바탕으로 자연순환이라는 

네러티브를 표현할 수 있는 조형요소들을 

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다음으로, 사용자 

인터랙션은 사용자의 시각, 촉각, 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을 통해서 네러티브의 이해에 

적절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재질의 다양한 

적용을 통한 촉감의 전달, 투명재질과 LED 

피드백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화된 디자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그림 3]. 

[그림 3] 디자인 구성(조형, 사용자 인터랙션, 감각) 

2.4 최종 디자인의 제안 

[그림 4]는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다. 

수관기(手觀器)는 다례의 과정 중 이뤄지는 일련의 

행동들에서 각기 다른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찻물 색 변화와 온도 변화와 같은 

요소들을 시각화하고, 손 전체의 감싸 쥠과 각각의 

손가락에 닿는 부위의 재질을 다르게 적용해서 

각각의 행동에서 각기 감각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각각의 감각들은 

자연순환의 요소들을 은유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사용과정을 통해서 내재된 네러티브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최종 디자인 결과물 제안 

3. 결론

수관기(手觀器)는 다례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달받는 다양한 감각들을 통해서 자연순환이라는 

하나의 네러티브를 인지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다기의 사용과정은 사용자를 

네러티브 속으로 몰입하게 할 것이며, 이는 

대상과의 소통, 반성적 경험으로써 문화예술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작업은 사용과정 자체가 예술적 경험이 되는 

상호작용 기반의 조형디자인에 대한 실험적 

접근으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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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리미널 플레이그라운드’는 공연과 게임, 인공지능이 

융합된 가상공간에서 펼쳐지는 메타버스 공연이다. 

본 프로젝트는 퍼포먼스의 유희성과 게임의 

재미이론을 연계하는 데서 착안되었다. 메타버스에서 

펼쳐지는 가상무대에서 배우와 관객은 아바타를 통해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이 전개된다. 

주제어 

메타버스, 공연, 게이미피케이션, A.I. 

1. 프로젝트 기획 배경 및 목적

1.1 프로젝트 기획 배경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되는 공연예술계는 팬데믹 

사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라 하더라도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비대면 공연환경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공연형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프로젝트 목적 

본 프로젝트는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예술창

작,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는 현실과 가상환경을 아우르는 메타버스/복합

현실의 환경구축과 이를 활용한 이머시브 씨어터 

방향성 탐구와 구현을 목표로 한다. 

2. 프로젝트 콘텐츠 내용

2.1 콘텐츠 개요

‘리미널 플레이그라운드’는 경계의 놀이터를 

의미하며 관객의 유희적 몰입을 매개로 한 

메타버스에서 펼쳐지는 이머시브 씨어터를 표방한다. 

관객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아바타로 

공연에 참여한다.  배우들은 본인들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연한 버추얼 휴먼의 아바타로 참여하여 

관객들과 직접 소통한다. 공연은 다섯개의 그라운드 

(무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그라운드별 시나리오와 

퀘스트, 자유도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 말미에는 

자체 개발한 안무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아바타들로 관객들에게 축하공연을 선사한다. 

2.2 메타버스 공간 구성 

본 콘텐츠는 통상적인 관람방식인 액자형 무대의 

객석에 앉아 구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객이 직접 

몸을 움직여 공간을 돌아다니며 체험하는 이머시브 

씨어터(Immersive Theater) 공연형태이다. 관객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본인이 선택한 아바타를 통하여 

총 다섯 개의 메타버스 공간을 배우와 함께 체험한다. 

각 공간별 컨셉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2.2.1 쉐도우(Shadow) 그라운드 

본 공간은 관객이 온라인으로 접속할 때 입장하는 첫 

무대와 같으며 철학적 가상을 은유한다. 본 공간에서 

관객들은 배우들의 연기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본인 

아바타의 조정 방법을 익히고, 본 공연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된다. 

그림 1. 관객의 아바타 선택 장면 

그림 2. 쉐도우 그라운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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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텍스트(Text) 그라운드 

기호적 가상을 은유하는 공간으로 관객들은 배우들

의 연기와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과 관련된 퀘스

트 수행을 통하여 본 그라운드의 스토리텔링을 경

험한다. 

그림 3. 텍스트 그라운드 배경 

2.2.3 시뮬라크르(Simulacre) 그라운드 

본 공간은 기술적 가상을 은유하며 거울 미로를 
통과하는 퀘스트를 통하여 실제와 가짜 이미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경험한다. 

그림 4. 시뮬라크르 그라운드 배경 

2.2.4 그리드(Grid) 그라운드  

수학적 가상을 은유하는 공간으로 이세돌 바둑기사와 
알파고 인공지능의 네번째 경기를 모사해 놓은 
바둑판 위에서 관객들은 이세돌 기사의 ‘신의 한수’를 
찾는 퀘스트를 수행한다. 

그림 5. 그리드 그라운드 배경 

2.2.5 블랙(Black) 그라운드  

본 공간은 모든 그라운드와 퀘스트를 마친 관객들이 

우주선을 타고 달의 저편으로 이동하여 맞이하는 

곳으로서 불가해적 가상을 은유한다. 인공지능 

MADI 로 안무하는 아바타들의 축하공연을 즐김과 

동시에 관객들도 본인의 아바타로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6. 블랙 그라운드 배경 

3. 콘텐츠 구현 방식 및 사용기술

3.1 메타버스 구축 방식

3.1.1 메타버스 구축 방식 

제한된 기간 안에 AAA 그래픽 수준을 구현하기 

위하여 언리얼엔진 5 를 기본 저작툴로 사용하였으며, 

빛반사나 투과와 같이 전통적으로 3D 그래픽으로 

구현하기 까다로운 표현은 Raytraced 를 사용하였다. 

3.1.2 네트워크 구축 방식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경험하는 

가상환경이다. 고비용의 서버 없이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 Valve 사의 

Steam 플랫폼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SDK 를 

언리얼 엔진과 연동하여 구현하였다. 

3.2 버추얼 휴먼 제작 방식 

관객들이 마주하는 배우가 게임캐릭터가 아닌 배우로 

인식되게 하기 위하여 배우들의 실제 모습을 디지털 

트윈한 버추얼 휴먼을 제작했다. 배우들의 사진을 

AI 기반 캐릭터제작 툴로서 기본 아바타를 만들고, 

세부적인 묘사는 3D 저작툴을 이용하여 완성하였다. 

그림 7. 배우 사진(왼쪽)을 버추얼 휴먼(오른쪽)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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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D 그래픽 구현 방향성 

배우들이 버츄얼 휴먼으로 등장하는 공연이라는 

특성에 따라 초기 그래픽 구현 방향은 실사(photo-

realistic)으로 구현하였다. 그러나, 각 그라운드별 

스토리텔링이 다르고, 또한 참여 관객들의 컴퓨터 

환경이 고사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적인 

사양의 컴퓨터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Stylized 된 그래픽 구현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그림 8. 실사(왼쪽) 풍에서 Stylized(오른쪽) 풍으로 변형 

3.4 인공지능 구현 방식 

마지막 그라운드의 NPC(Non Player Character)들의 

안무는 자체 개발된 안무생성 인공지능인 MADI 

(MDN-based Artificial Dancing Intelligence)를 통

하여 제작되었다. MADI 는 LSTM(Long Short-

Term Memory)와 최상단의 MDN(Mixture-

Density Network)으로 이루어진 딥러닝 모델을 골자

로 한다. 시작 동작이 주어지면 이를 토대로 다음에 

이어질 동작의 확률을 추산하며, 추산된 동작에서부

터 다음에 이어질 동작으로 연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

다. MADI 는 국립현대무용단의 ‘비욘드 블랙’ 등의 

작품에 활용된 바 있다. 

그림 9. 안무생성 인공지능 MADI 로 애니메이션 제작방식 

4. 프로젝트 결과 및 기대효과

4.1 프로젝트 결과

본 결과물은 2022 년 11 월 18 일부터 20 일까지, 총 

8 회 공연을 하였다. 배우들은 본인모습을 본뜬 

버추얼 휴먼으로 접속하여 연기를 하였고, 관객들은 

각자 원하는 캐릭터를 고른 뒤에 공연에 참여하였다. 

그림 10. ‘리미널 플레이그라운드’ 공연 포스터 

배우들은 기존의 각본대로 연기를 하면서 관객들을 5 

개의 공간으로 차례대로 안내하였다. 공연의 형식은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이뤄지는 관객참여형 연극이다. 

따라서, 매회 관객들의 반응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

었고, 이에 전개되는 과정이 매번 달라져서 오히려 배

우들도 매회 새로운 경험을 느끼는 공연이 되었다. 

그림 11. 공연내 관객 참여 장면 

공연의 피날레 격인 마지막 ‘블랙 그라운드’에서는 

인공지능 MADI 로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로봇들이 

관객들에게 축하의 춤을 추는데, 관객들도 같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관객 캐릭터들에게 춤추는 인터랙션을 

추가하여 관객들의 공연 공감도를  향상시켰다. 

그림 12. MADI 와 춤을 추는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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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공연이다 보니, 공연 중이거

나 혹은 공연을 마치고나서 바로 관객들이 본인의 SNS 

계정에 공연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관객들의 피드백을 바로 알 수 있었고, 관객

들의 지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효과를 보기

도 하였다. 

그림 13. 관객 SNS 실시간 포스팅 사례 

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공연예술 단체가 기존의 상

용화된 디지털 저작도구들로 온라인 메타버스 공연환경

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복합현실 공연실현이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는 기존의 액자화 

된 무대 공연과는 다른 형식의 관객 참여형 공연을 자아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작품 결과물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https://youtu.be/Za8IALKQR2M 

또한 연출가와 기술감독의 인터뷰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

하여 확인 가능하다. 

https://youtu.be/0v3Qkvz910w 

4.2 기대효과 

현재 메타버스 환경에서 공연을 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

나마 2020 년도에 기존의 게임 플랫폼으로 알려진 

‘Fortnite’에서 Travis Scott 라는 가수가 노래 공연을 한 

경우가 그나마 알려진 사례이다. 본 프로젝트의 제작과

정과 결과물이 메타버스와 같은 복합환경을 활용한 비대

면 공연 제작방법과 구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로서 연극과 같은 공연예술의 저변

이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장되기를 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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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I 와 메타버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상인간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체모, 모공, 피부결 등을 구현한 

극사실적인 가상인간 출현으로 육체를 근거로 한 

‘인간다움’에 의문이 제기된다. 관객은 실시간으로 

자신을 모방하는 가상인간을 체험하며 저마다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본 작품의 가상인간 

Malika 와 이를 소개하는 또 다른 가상인간 

Wallace 는 인간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닮았다. 

사실적인 외형과 별개로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메타휴먼을 보며 관객은 그가 연출된 

상황을 재현하는데 그친다는 것을 깨닫는다. 

관람자는 본 작품을 통해 본질적으로 촉발되는 

감정을 관조하며 실존을 경험한다. 인터랙션 

예술을 통해 가상인간과의 합일이 아닌 차이를 

느끼며 인간적 디스포리아를 극복하고자 한다. 

주제어 

가상인간, 메타휴먼, 관객 경험, 미디어아트 

1. 작품 목적 및 배경

최근 초극사실실시간 3D 렌더링 (3D Photo 

Realistic Realtime 3DRendering)환경이 

구축되며 디지털 휴먼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는 교육, 방송,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1]가상인간을 접하는 현실과 

모사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에 본 작품은 

실시간 반응형 메타휴먼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고, 감정과 자유의지라는 인간과 

가상인간의 차이점을 포착하고자 한다. 해당 

작품은 총 3 가지의 방법을 통해 인터랙션을 

제공한다. 관람객은 자신과 동기화된 디지털 

휴먼과 가상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하며 

연속적 작품 구조를 통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경험한다. 현재 다양한 미디어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예술 시장에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지각을 촉발하고 미학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2. 작품 설명

2-1. 작품 내용

그림 1 가상인간 'Wallace'의 인터뷰 영상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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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의 책상으로 보이는 연출된 전시장에서 

관객은 세계적인 개발자 Wallace(가상인간)의 

인터뷰가 재생되는 걸 발견한다. 해당 인터뷰는 

그가 새로운 가상인간 Malika 를 선보이는 

내용이다. 현실과 다를 바 없는 공간 속의 인물 

Wallace 는 사람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림 2 가상인간 Wallace 의 가상공간을 체험하는 관객 

인터뷰가 재생되는 화면 옆에서 관람자는 

Wallace 의 공간이 가상으로 구현된 디스플레이를 

확인한다. 해당 모니터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3d 로 구현된 환경을 직접 조정하며 자유롭게 

공간을 둘러본다. 

그림 3 가상인간 Malika 를 체험하는 관객 

관객은 인터뷰 속 Wallace 의 안내에 따라 신형 

가상인간 Malika 가 있는 모니터 앞에 다가간다. 

관객은 모니터 앞에 세팅된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모션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Malika 를 보며 

가상인간과 상호작용한다. 관람자는 신체적인 

외형은 극도로 사람과 유사하지만 이질감이 

느껴지는 디지털 휴먼을 통해 가상인간과 인간의 

실존적 차이를 탐구한다. 

그림 4 메타휴먼 인터랙티브 아트 ‘MALIKA’ 전시공간 

3. 원리 및 기술

3-1. 원리

1. 실시간 렌더링 기법(real time rendering)

기존 가상인간 제작은 CG 를 활용한 3D

이미지를 만드는 렌더링(Rendering)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모델링 작업 중 

결과물의 실시간 확인과 수정이 가능한 실시간 

렌더링(Realtime Rendering)이 도입되면서 

제작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2] 실시간 렌

더링 기법이란 화면에서 다량의 폴리곤으로 이루

어진 모델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렌더링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법은 사전에 

입력된 값을 계산하는 방식과 실시간 계산 방식

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러한 렌더링 기법은 다량

의 수식 계산과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계산방

식을 미리 설정하고 최적화를 해주는 게 중요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클루

전 프로세스 (occlusion process)와 엔진 

퀄리티 (Scalability)가 사용된다. 

2. 오클루전 프로세스(occlusion process

그림 5 머티리얼 퀄리티 레벨 ((왼)낮음, (오) 높음) 

 /Unreal Engine. Scalability reference 

그림 6 셰이더 복잡도 모드 (명도가 짙어질수록 

 셰이더 비용이 높다.) / Unreal Engine. Scalability 

reference 

오클루전 프로세스란 각 파티클이 광원에 얼

마나 노출되었는지 구분해서 렌더링의 여부

를 결정하는 셰이딩 및 렌더링 기법이다, 광원은 

3d 모델링에서 현실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해당 솔루션을 거치면 빛에 가려진 부분

은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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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이더 솔루션을 거치면 오클루전 프로세스와 함

께 머터리얼 퀄리티 레벨(material 

quality)을 추가적으로 설정 및 세팅해야한다. 머

터리얼 퀄리티 레벨이란 가상현실 맵에 구현

되는 모든 객체에 대한 렌더링의 수준을 의미한

다. 머터리얼 퀄리티 레벨의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게 설정된 경우, 많은 처리를 필요로 하

는 펄린 노이즈 연산을 수행한다. 이를 적절히 

설정하고 오클루전 프로세스를 통해 프로그램의 

최적화를 유지한다. 

3. 엔진퀄리티(Scalability)

엔진 퀄리티는 그래픽 퀄리티의 상태를 상

시 변경 가능하게 한다. 콘텐츠 스케일을 빠르

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해당 작품에서 사용된 

것처럼 여러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하게 활용 수 있

다. 즉, 작업 상황에 맞게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엔진 퀄리티는 렌더링의 퍼포

먼스를 결정한다. [3] 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

는 명령어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명령어 r. 

로 다양한 항목 제어, 예를 들어 

r.shadowqualiy 0 = 그림자 끄기.) 기존의 

마야와 같은 프로그램은 라이팅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렌더링이 하나의 신(scene)에 

소비하는 시간이 상당하다. 오프라인 렌더

링은 프레임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일반적

으로 몇 분에서 몇 시간이 소요되나, 실시간 

렌더링은 1 초당 수십 프레임 이상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 [4] Live-link 를 설정한 언리

얼 엔진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기존 렌더링의 

단점을 개선하여 실시간 렌더링 기법을 수행한

다. 이는 보완된 렌더링을 통해 시간에 대한 부

담을 줄여주며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엔진 퀄리티를 이용한 렌더링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언리얼 엔진은 효율적인 게임 제작을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실시간 렌더링 기법처

럼 수준 높은 3d 응용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영화업계와 방송업계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

용되고 있다. [5] 

4. 라이브링크(Live-link)

관람객의 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이미지 학습 러

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스처 인식 모델

을 활용한다. 카메라에서 입력 받은 관람객

의 동작은 Live-link 를 통해 추출한다. 관람객의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 라이브링크는 두 가지 실시

간 심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다.  식별된 얼굴을 

기반으로 기존 모델이 더 이상 카메라에서 입력 

받은 전체 이미지에서 얼굴 위치를 계산하는 검출 

연산을 통해 대략적인 3d 표면을 예측한다. 관객의 

이동으로 인한 변수가 발생한 경우처럼 이전 프레

임에서 얼굴 존재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는 

얼굴 감지기를 사용해 다시 사용하는 것

을 반복한다.[6]이러한 연산들을 반복 수행하며 

디바이스는 IOS 제공형 라이브 링크를 사용해 

인식한 얼굴을 플러그인이 된 프로그램(언리얼 엔

진 프로그램)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

에 [7]메타휴먼은 라이브 링크를 통해 

모션을 구현하며 디바이스에서 전송된 데이터 

또한 언리얼 엔진에서 구현하며 움직임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한다. 

그림 7 라이브링크 클라이언트 구동원리에 대한 구조도 

/ Unreal Engine. Animating live link. 

3-2. 전시 구현

앞에서 설명했던 원리를 이용해 언리얼 엔

진과 live-link(라이브링크)를 기반으로 기존 

3D 모델링의 한계를 개선했다. 전시 시나리오

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3d 객체나 머터리얼의 

경우, 적합한 용도에 맞게 여러 3d 프로그램을 이

용했다. 다양한 오픈 소스와 파일로 가상 공간 

구현이 용이한 maya 와 다른 프로그램들 사이 

교량이 되어 접근성을 높이는 3D blender (블렌

더), 가상의류 제작 소프트웨어인 3d CLO 등의 

툴을 사용했다. Adobe 프리미어를 사용해서 

Wallace 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가

상공간과 함께 소형 디스플레이에 전시했다. 최

종적인 인터랙션을 위한, 즉, 관람자의 제스

처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장치로 카메라 및 

Python 기반 영상을 세팅하고 live link 의 머신

러닝 모델을 활용했다. 카메라에서 분석

한 관람자의 제스처에 따라 각 input 값에 

설정해둔 상황 별 실시간 피드백을 대형 모

니터에 구동한다. 사전 제작한 메타휴먼을 통해 

아바타와 관람객을 동기화하며 관람객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아바타의 현실성을 

높이고 전시의 목적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 

사람의 고유한 잔떨림 기능을 기본 루프 행동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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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구조

그림 8 메타휴먼 인터랙티브 아트 “MALIKA” 전

시 순서에 대한 구조도 

본 작품은 대형 모니터, 소형 디스플레이, 직접 

관람으로 총 3 가지의 방법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한다. 

작품의 전시는 그림 8 과 같이 모션 인식 카메라 

pc, 대형 모니터, 컴퓨터, 디스플레이, 마우스, 

키보드로 구성된다. 사용방법과 실시간 모션 

구현을 안내하기 위해 사전 제작한 픽토그램을 

바탕으로 관객은 첫 가상인간인 Wallace 를 

마주한다. 관객은 그의 안내와 설명에 따라 

관객체험형으로 제공된 3d 디지털 공간과 

메타휴먼 Malika 를 실시간으로 체험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작품은 카메라 앞에 선 관람자의 표정을

실시간 페이셜 이미지 학습하여 사람과 크게 

차이가 없는 메타휴먼의 모습을 통해 관객의 

행위에 따른 즉각적인 인터랙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응용한 가상인간을 

매개로 관객은 자아 개념을 탐구하는데, 이때 

보이는 모습은 관객 본인이 아닌 자신이 투사된 

포스트 휴먼이라는 새로움을 자아낸다. 관람자는 

디지털 화면이라는 새로운 거울 너머에서 자신을 

학습한 존재를 감상한다. 이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물음이 솟구치는 시대에서 관람객에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유도한다.   

추후 전시에서는 기존의 인터랙션에서 더 

확장된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Wallace 가  

대중에게 선보인 Malika 라는 내러티브와 함께, 

MediaPipe 를 비롯한 이미지 학습모델을 활용하여

모션트래킹을 전시에 적용시켜 보다 다양한 

방법의 시네마틱 연출을 관람객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에 대한 수요 또한 

함께 커지는 과정에서 실시간 렌더링을 통한 

가상인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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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Not at Home’은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을 활용하여 제작된 댄스 필름으로 기
존의 국내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다수 시도되지 않
은 다양한 배경 전환 및 AR 인터랙션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 영상 작품 제작을 위해 기
획되었다. 버추얼 프로덕션의 장점으로 생각되는 해
당 요소들을 연출과 서사를 통해 부각시킴으로써 이동
을 조장하는 사회 속 방황하는 개인의 모습을 극적
으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은 퍼포먼스 영상 제작
에서의 버추얼 프로덕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써 추후 해당 제작방식을 통해 작품을 
구현하려 하는 창작자들에게 영감과 도움을 줄  수 있
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버추얼 프로덕션 (Virtual Production), XR Studio, 
AR (Augmented Reality), 댄스 필름 (Dance Film) 

1. 프로젝트 기획 배경 및 목적

Virtual Production(버추얼 프로덕션)은 LED 혹은 그
린 크로마키 세트를 바탕으로 합성 프로그램과 센
서를 통해 카메라의 위치를 추적하여 현실과 가
상무대의 실시간 합성을 지원하는 제작 방식이다. 기존
의 선형적인 영화 및 영상제작 방식은 그래픽 합성 
단계가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 전까지 모든 스태프
가 최종 결과물의 모습을 볼 수 없어 합성 장면을 
상상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1]. 
그러나 버추얼 프로덕션 방식은 촬영되는 모습과 가상 
배경이 합성되는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
켜볼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물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게임엔진 및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 무대가 만
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세트장을 제작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촬영과 동시에 실사 푸티지와 가상
배경의 합성이 진행되므로 기존 영상제작 단계에서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포스트-프로덕션과정
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2]. 

해당 기술은 현재 광고, 영화, 다큐멘터리, 공연 등에 활
용되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경험을 선사하고 있
으며 라이브 공연으로도 제작되고 있다. 해
외에서는 디즈니 스튜디오의 유명 시리즈인 ‘만
달로니안’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통해 제작되었고 또한 
XR Studio 는 AR(Augmented Reality) 효과를 무대 
위로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증강된 가상 이미지
와 공연자인 케이티 페리가 상호작용하는 듯한 연출을 
구현하여 찬사를 받기도 했다[3-4].   

국내에는 자이언트 스텝, 더블베이스, 한국 산업 기술 
문화재단과 같은 버추얼 프로덕션이 있지만 아직은 영
상의 다양성과 활용에 있어 도입단계로 여
겨진다[5]. 국내 스튜디오들이 업로드한 다양한 영상
들 중 특히 움직임이 잦은 댄스 필름 및 공연의 경우에
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막, 비현실적인 공간, 해외의 
배경을 보여주며 무대를 확장하고 있으나 주로 전
환 없이 한 배경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6]. 
또한 AR 효과를 사용한 영상에서도 해당 효과가 적극
적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가상배경의 주변부에서 
장식 중 하나로 치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증강
된 가상 이미지와 출연자 간의 상호작용적 시
각효과는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비용 및 시간 절감이 아닌 다양한 배경과 AR 효과
를 통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의 특징을 극대화하는 작품의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Not at Home’은 세트 제작 및 포스트 프로덕션의 
단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퀄리티의 영
상을 제작할 수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의 다양한 공
연 예술 영상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
되었다. 본 작품은 단순한 활용 가능성을 넘어 버추얼 
프로덕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변화 
및 AR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기획하여 
기존 댄스 필름에서의 새로운 시각경험을 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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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 

‘NOT AT HOME’ 댄스필름

작품 기획 의도 및 내용

그림 1 ’Not at Home’ 작품 속  한 장면 

본 작품은 끊임없이 이동을 조장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방황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변화하는 가상 

무대의 배경과 AR 인터랙션을 활용한 무용 

퍼포먼스로 표현하였다. ‘Not at Home’ 이란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의미한다[7]. 기술의 발전은 가상공간과 원

격시스템을 통해 인간을 거처없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사회 속의 개인은 정작 이유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인의 방황과 혼란의 경험을 표

현하고 우리사회를 떠도는 유랑민들과 그들에게 이

동의 힘이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작품을 

통해 포착하여 보여주고자 했다.   

본 작품은 기존의 국내에서 제작된 다수의 댄스 

필름들과는 달리 버추얼 프로덕션의 장점으로 볼 수 있

는 공간 배경 변화와 무용수-AR 효과 상호작용을 적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작품의 서사와 연출을 기획

하였다. 영상은 지하철에서 불합격 문자를 받은 주인공

(무용수)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주인공은 일상 속 맞닥

뜨린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쫓기듯이 지하철의 

다음 칸으로 이동하게 되고 서천 꽃밭에서 최종적으로 

그 움직임을 멈추게 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가상배경은 지하철 공간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표현한 다른 차원의 공간, 넓게 펼쳐진 꽃밭의 순서로 

배경을 전환하며 작품의 무대를 확장하였고 따라서 작

품에서 나오는 이동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 AR 

효과는 해당 서사에 따라 주인공을 거부하거나 압박

하며 움직임을 유도하기도 한다. 비현실적 크기

의 참고서나 수험표가 주인공을 향해 날아오고 꽃 줄

기들은 주인공의 손 움직임에 따라 옆으로 이동하

는 등 주인공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여 비물질

적인 가상배경과 가상사물의 시각적인 이질감

을 없애고 영상의 몰입감을 높였다. 

2.2 작품 구현 과정 

본 작품은 Unreal Engine 4.25 버전을 이용하여 가

상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하철 1 호선, 눈이 가득

한 공간, 꽃밭 등의 배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Blender 를 활용하여 3D 모델링을 제작하였다.  

Unreal Engine 에서 Blue Print 를 활용하여 퍼

포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였다.  

그림 4 퍼포머와 상호작용하는 AR 인터랙션 

특히 퍼포머가 꽃 줄기를 만지면 줄기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Unreal cinematic 을 활용하여 구

현하였고 Blue print 를 활용하여 퍼포머의 움직

임에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버추

얼 프로덕션 촬영 시 퍼포머와 가상환경간의 상호

작용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Unreal Engine 에서 제작중인 가상 배경 및 AR 

인터랙션 

그림 2. ‘Not at Home’ 작품 속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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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버추얼 프로덕션 촬영 

‘Not at Home’은 그린 크로마키를 배경으로 영상 

촬영이 진행되는 버추얼 프로덕션으로 제작되었다.  

Zero Density 를 활용하여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사

용되는 가상공간을 그린 크로마키 공간과 실

시간으로 합성하여 촬영을 진행하였다.  

RedSpy 를 카메라에 부착하여 가상공간상의 

카메라와 실제 공간의 카메라의 위치 값을 연동 시켜 카

메라가 이동하면 가상공간에서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점

도 동시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촬영 시 Zero Density 에서 Unreal 에서 제작한 

Blueprint 를 불러와서 On, Off 형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무용수가 

움직이는 움직임에 따라 가상 배경에서 AR 요소가 

상호작용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6 ‘Not at Home’ XR Studio 촬영 현장 

2.4 작업물 후반 편짐 

실시간 합성을 통해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래픽 작업이 촬영과정에서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포스트-프로덕션 과정에서는 퍼포먼스와 그래픽 

연출이 잘 된 장면을 선정하고 장면 컷 편집 및 톤 보

정, 사운드 삽입을 진행했다. 메이킹 필름 제작 까

지 해당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 총 6 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3.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작품은 기존의 국내 버추얼 프로덕션에서 다수 

시도되지 않은 다양한 배경 전환 및 AR 인터랙션의 

활용을 중점으로 작품을 기획함으로써 작품창작에 

있어 버추얼 프로덕션의 장점과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

는 활용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버추얼 프

로덕션의 문화예술적 활용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

나의 프로토 타입으로써 추후 해당 제작방식을 통

해 작품을 구현하려 하는 창작자들에게 영감과 도

움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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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품을 구매할 때, 사람들은 제품의 조형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소유하기 위해 구매한다. 하지만 

구매 이후에는 사용자가 이미 소유한 제품에 대한 소유 

욕구를 느낄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형에 대해 

집중하지 않게 된다. 상황에 따라 제품의 배치나 형태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조형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느꼈던 조형적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도 줄어든다. Quizzle Light 는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제품의 외형을 변화시키면서 

스스로 조형 요소를 계속 생각하게 함으로써, 조형적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주제어 

모듈, 움직임, 변화, 집중력 

1. 작품 배경 및 목적

어떤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그 제품을 구매할 

때만큼 해당 제품이 심미적으로 아름다운지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혹은 마음에 들었던 제품의 

조형이 인테리어를 바꾸면서부터 갑자기 어울리지 

않아서 고민해본 적은 없는가? 

본 작업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형태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매할 때 느끼는 조형적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 조작 난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퀴즈나 퍼즐을 푸는 듯한 조작 경험을 

유도하는 조형 요소로 이를 표현하였다. 

2. QUIZZLE LIGHT 디자인 전개

Quizzle Light 는 직관적이지 않은 조형 원리를 

이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조금은 귀찮게 제품을 

조작해야 하는 경험을 유도한다. 제품의 외형 변화가 

직관적인지에 대한 여부는 의도하는 최종 변화가 첫 

번째 변화 요소와 동일한지 여부로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작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형 원리로 회전 

요소를 포함한 모듈 방식을 택하였고, [그림 1]과 같이 

외형적으로는 수직 및 수평으로 단순하게 이어질 수 

없게끔 각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본 모듈의 회전 요소에 의한 두 가지 형태 

2.1 디자인 시나리오 

스탠드 조명은 테이블 위에 놓여진 채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밝기와 온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의 (좌)에 표현된 사용 예시 

이미지와 같이 낮에 공부할 때는 수직으로 빛을 비추는 

각도의 주광색 조명으로 사용하다가, [그림 2]의 (우)와 

같이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벽을 비추는 간접등 형태의 전구색 조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외형이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Quizzle Light 사용자는 

무게중심과 각도, 빛의 밝기 및 온도 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여러 번 시도하면서 적절한 형태를 찾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조형에 대한 집중력 향상과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형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림 2 (좌) 낮에 공부할 때 사용 예시 (우) 저녁에 휴식을 

취할 때의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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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자인 구체화 

그림 3 기본 모듈의 회전과 모듈의 확장에도 전류 흐름이 

원활한 회로 방식 

[그림 3]은 기본 모듈의 회로 설계를 간략히 표현한 

개념도이다. 회전 요소가 있는 기본 모듈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회전에 의해 두 가지 형태로 변화가 

가능하다. 각 형태마다 면과 면 사이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합하여 확장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함께 

변화한다. 각 면에 있는 (+)극과 (-)극 단자는 동심원 

구조로 배치하여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든 합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4 결합모듈을 이루는 자석 극 배치 

모듈의 결합을 통한 확장은 자석을 통해 일어나며, 

결합됨과 동시에 전가 흐른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결합모듈 면은 여섯 가지 

경우의 수로 결합이 가능하며,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하기 위해 각 변에 N극과 S극을 한 개씩 배치했다. 

그림 5 광원이 배치된 모듈에서의 회전에 따른 발광면 교체와 

각 발광면의 빛의 밝기 및 온도 

[그림 5]는 빛의 밝기와 온도 조절이 광원을 배치한 

모듈에서 회전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 조명에서 약한 

밝기와 강한 밝기로 각각 조작할 수 있게 하여, 총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A, C, E 면은 발광 

면적의 축소와 외부 불투명도 조절을 통해 B, D, F 면에 

비해 조도를 떨어뜨렸다. 

그림 6 광원 모듈의 접지 단자 배치 

광원 모듈은 회전부에서의 전류 흐름이 기본 모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든 면에 

전류가 흘러야 하는 기본 모듈의 속성과는 달리, 광원 

모듈은 여섯 개의 발광면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 

독립적으로 켜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면의 전류 배치가 육각 면의 

중앙이 아닌 특정 면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A, B, 

C, D, E, F 면의 LED 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동심원 

방식의 접지 단자가 각각 존재한다. 자석에 의해 여섯 

가지 경우의 수로 회전할 때, 여섯 개의 동심원 접지 

단자 중 한 개에만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다. 

3. 결론

본 작업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제품의 조형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기존에는 

사용자의 변화 의도와 행동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반면, Quizzle Light 의 경우에는 의도와 행동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였고, 해당 시간차의 길이에 따라 그 

경험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결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후속 연구를 통해 적절한 시간차를 통한 긍정적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모듈 조형을 탐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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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작품은 관객과 인공지능 간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자아에 대해 설명받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디어아트에

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흐름 속 본 작품은 흔히 떠오르는 정교한 인

공지능의 모습과 달리 단편적 데이터로 이루어져 명

확한 한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인공지능을 제작

하여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된

다. 또한 이런 인공지능의 한계를 작품의 메시지로 

활용하여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는 자아의 입체성과 

모호성을 표현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XAI(eXplainable AI)를 모티브로 삼아 이러한 자아

의 설명 가능성을 다루고자 하였다. 작품 속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대형언어모델인 

GPT-3 가 활용되었으며 이는 자아에 대한 작품의 

마지막 답변을 내놓는데 반영된다. 작품에 참여한 관

객은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자신의 자아에 대해 설명

받고 이에 대한 일치와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

고 이를 통해 자아는 설명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관객에게 던진다. 

주제어 

인공지능, XAI, GPT-3, 미디어아트, 자아 

1. 서론

1.1 작품 개요 

본 작품은 인간 그리고 자아는 설명 가능한가에 대한 

낯설고도 익숙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단

순한 하나의 문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습은 본디 

인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우리의 삶에 빠

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인공지능 또한 완전하고 정

교할 것 같지만 이 또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

고 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며, 동

시에 이해하고 깨닫고 싶은 것은 마치 인간의 본능인 

것처럼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XAI(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라는 연

구 분야가 개척되어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을 깨닫

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XAI 란 인공지

능 모델이 어떤 결정을 내린 원인과 그 원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하는 분야이다[2]. 그렇다

면 사람이 미처 손쉽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자아’ 역

시 이것을 이해하려는 활동으로부터 과연 설명하고, 

설명 받을 수 있을까? 본 작품의 제목인 

<eXplainable Human>은 인공지능과 eXplainable 

AI 를 모티브로 지어졌으며 인간과 자아에 관한 설명 

가능성이라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또한 본 작품은 

인공지능이라는 오늘날의 도구를 활용하여 인간의 

자아에 관한 설명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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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내용

2.1 기획 배경 

인공지능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발

전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미

지의 영역이자 설명되지 않는 블랙박스를 생성한다. 

인공지능 산업에서 이러한 블랙박스는 이를 설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XAI 라는 분야가 연구될 만큼 의

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3]. 이처럼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인공지능이 

가지는 복잡함과 정교함을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인공지능

의 이러한 특성은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하다. 

인간과 자아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탐구는 과거

부터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자

아에 대한 정의는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특히 개인마

다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

회 속에서 자아는 단편적으로 정의 내리기 어려울 것

이다. 본 작품은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새로운 영역과 

영감을 제시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을 매

개로 ‘자아는 설명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과 탐구

를 시도한다. 

2.2 작품 시나리오 

관객은 각자 순서에 맞게 한 명씩 차례로 입장하게 되

며 이후 인공지능이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차

적으로 입력하게 된다. 관객의 답변 데이터를 수집한 

인공지능은 이로부터 관객의 자아상을 유추하여 최

종적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작품은 관객이 전시 공간에 입장하여 키보드를 누

르면 인트로 영상과 사운드가 재생되는 것으로 시작

된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커졌다 작아지는 

모션의 원형 인공지능 형상과 마주하여 키보드 타이

핑으로 인터랙션하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진

행된다. 외부와 단절된 전시장에는 인공지능과 관객

만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나란히 마

주하는 듯한 감각과 경험을 선사한다. 최소한의 연출

로 이루어진 공간과 화면의 여백은 색상이 변하며 움

직이는 인공지능의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형상과 대비

되며 그 존재가 주는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또한 프로

젝션 매핑된 거대한 화면과 공간을 감싸는 앰비언트 

사운드는 몰입감을 한층 더 이끌어 낸다. 

그림 1 전시 예시 

이후 화면에 나타나는 인공지능의 형상은 관객에게 

본인을 설명하도록 하는 질문을 던지고 관객은 이에 

대해 답변을 입력한다. 질문은 크게 3 개의 레벨로 나

뉘며 화면에 나타난 프로그레스 바와 인공지능 형상

의 색상도 그에 맞게 변화한다. 첫 번째 레벨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수준의 간단한 질문, 두 번째 레벨에서

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수준의 질문 그리고 세 번째 레

벨에서는 보다 깊은 내면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는 시점에, 화면에는 오

류가 난 듯한 블루스크린이 나타나고 사운드가 갑작

스럽게 전환된다. 이어서 의미 없는 더미 텍스트들이 

사람의 얼굴을 뒤덮는 영상이 재생되고 기존의 분위

기와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관객에게 인공지능에 대

한 낯선 감정을 전달한다. 이는 선형적으로 흘러가던 

인공지능 간 대화의 몰입을 깨뜨리고 기존 대화 텍스

트가 가지는 의미성을 해체하여 관객이 무의식적으

로 가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상기시키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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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더미 텍스트로 뒤덮인 화면 

영상이 끝나면 다시 기존 화면으로 돌아간다. 앞서 

입력된 관객의 답변을 토대로 인공지능은 최종적으

로 관객의 자아에 대한 설명을 내놓는다. 이후 이 설

명이 자신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묻는 것으로 대화가 

종료된다. 관객은 퇴장하면서 인공지능의 최종 답변

을 출력된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림 3 출력된 최종 답변 

2.3 구현 방식 

작품의 구현은 화면을 디자인하는 시각적 측면, 관객

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인공지능으로부터 추가적인 

문장을 도출해내는 기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룬

다. 인공지능의 형상과 질문 텍스트 및 답변 입력창이 

나타나는 화면은 JavaScript 언어를 이용해 웹 페이지

로써 구현하였다. 

작품의 인터랙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Rule-Based 구

조를 가진다[4]. 관객의 답변에서 Rule 을 찾아내 그

에 맞는 Response 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Rule 에 대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셋과 이를 처리하여 

Response 를 도출할 알고리즘을 사전에 구축하였다. 

데이터셋은 레벨별 질문과 그에 예상되는 답변, 각 

예상 답변에 매긴 스코어, 그리고 스코어가 합산되어 

나올 수 있는 모든 수마다 부여한 형용사로 구성하

였다. 알고리즘은 웹 브라우저에 의해 실시간 

번역 실행되어 동적 제어가 가능한 JavaScript 언어

를 이용해 설계하였다. 

그림 4 텍스트 분석 알고리즘 

관객이 특정 레벨에 도달하면 데이터셋에 저장된 해

당 레벨의 질문들 중 몇 개가 화면에 랜덤하게 출력

된다. 질문에 대하여 관객이 입력한 답변은 알고리즘

의 입력값이 되고 알고리즘은 입력값에서 예상 답변

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요소, 즉 Rule 이 발견되면 그 

예상 답변에 따른 스코어를 입력값에 매긴다. 관객이 

하나의 레벨을 지날 때마다 해당 레벨에서 작성한 각 

답변의 스코어가 합산되고, 그에 맞는 형용사가 부여

된다. 이후 모든 레벨을 지나 결정된 세 개의 형용사

들이 모여 하나의 문장을 생성한다. 해당 문장은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다.”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지정된 구조를 가지며 그 문장 사이에 앞서 생성된 

형용사들로 조합된다. 이후 문장은 GPT-3 에 의해 

추가적으로 묘사되어 약 5 문장으로 늘어난다. 그리

고 이는 관객이 접하는 자신의 자아에 대한 인공지능

의 최종 답변, 즉 Response 가 된다. 

그림 5답변 문장 생성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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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인공지능과의 인터랙션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도출된 

답변을 마주한 관객은 타인(인공지능)에 의해 설명된 

자아와 자신이 설명한 자아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경

험한다. 작품에서 짧은 시간 내 단편적으로 수집된 정

보에 의해 표현된 자아는 당연하게도 불완전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의 한계가 아닌 

작품의 의도로 활용된다. 실제 관객들은 답변을 받고 

난 이후 “심리 치료를 받은 것 같다.”, “내 이야기가 

맞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며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 반응을 보였다. 이렇

게 완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관객의 반응은 다양하

였고 이처럼 다양한 반응은 작품의 근본적인 메시지

인 단편적으로 묘사된 자아에 대한 일치와 충돌을 경

험하는 지점에서 그 의미를 더욱 강화한다. 이로써 관

객은 인공지능이 제시한 단편적 자아상을 마주하고 스

스로 물음을 갖게 된다. 자아는 무엇이며, 나라는 존재

는 설명될 수 있는가? 그리고 관객 스스로 이러한 질

문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인공지능의 한계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본 작품의 가치가 있다. 

본 작품에서 전지전능할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은 

결국 하나의 수동적 도구로써 활용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객에게 과연 자아가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하

여, 인공지능과의 대화라는 낯선 방식으로 질문을 던

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객은 인공지능과

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객

관적이고 더 나아가 전지전능해 보이는 인공지능은 의

도된 계획대로 작동하여 입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자아를 정의하기에 몹시 불충분하고 단편적인 자아상

만을 제시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경험적 차원에

서 자아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정의 내릴 수 있는지의 

근본적 물음에 도달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본 작품

이 전달한 메시지로써 근본적 물음은 관객에 의해 그

리고 정의하고 규명하려는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다시

금 탐색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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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핑퐁텡(Ping-fontainee)>은 탁구공과 분수대를 매

개로한 인터랙티브 설치 프로젝트이다. 분수대를 순

환하는 탁구공과 탁구채, gyro sensor 와 brain 

sensor 를 이용하여 작품과 관람객의 상호작용을 관

찰하고 기록하였다. 본 작업은 사회 시스템안에서 

개체들의 움직임과 현상에 놀이 요소를 접목하여 실

험하였고 룰이 없는 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목표와 규

칙을 만들고 살아가는 개체들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Ping-fontaine>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에 지원으로 진행하

였다.

주제어 

개체와 사회, 규칙 없는 게임, 공공미술, 놀이이론 

1. 서론

본 작품은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 조형작업과 공공미

술의 경계를 실험하고 나아가 시스템 안에서 개체들

의 행위와 상호작용연구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되었

다. 이를 위해 놀이형태로 작품 참여를 유도했고 직

접적인 개입없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품과 관람객

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특히 관람객의 참여도를 높

이고 시스템 속 개체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디지털 게임의 특성[1]을 접목시켜 연구하였으며 유

저 유치와 몰입 조건인  자발성과 불확실성, 집단성, 

목적성에 초점을 맞춰 관찰 기록하였다.  

2. 작품의 내용

2.1 자발성

낮은 높이로 순환하는 탁구공 분수대를 설정하고 

입구에 탁구채를 설치해 두었다. 참여자는 특별한 

설명 없이 탁구채를 들고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처음에는 떨어지는 공을 쫓거나 

치는 행위에 집중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행위를 통해 공의 상호작용을 

인지하도록 유도하였다.  

2.2 불확실성 

<Ping-fontaine>은 제어할 수 있는 변수와 그렇지 않

는 변수 두가지가 있다. 제어가능한 변수는 공을 배출

하는 바람의 속도와 센서의 민감도였고 반대의 변수

는 공간에서 부는 자연 바람, 공이 바운딩 되는 각도

와 방향이었다. 제어할 수 있는 변수는 관람객의 참여

와 환경에 맞게 코딩으로 조절하고, 제어할 수 없는 

변수는 제거하지 않고 게임의 유회를 위해 우연과 불

확실성을 만들어 내는 요소로 남겨두었다.  

그림1. <Ping-fontaine>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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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Ping-fontaine> 작품 구조 

2.3 집단성 

분수대에 설치된 RF 데이터 수신기는 탁구채에 설치

된 자이로센서(gyro sensor)의 변화값을 

팬(fan)의 모터제어에 반영한다. 

변화값은

PWM

자이로센서의  참여자의 수만큼 
가감되는데 가령 3 명의 참여자가의 동시에 탁구채

를 휘두른다면 그 값이 더해져 최대값에 빠르게 근접

할 수 있다. 참여자는 시각적으로 높이 솟구치는 탁구

공을 보면서 다른 참여자들과 동시에 탁구채를 휘두

르는 행동패턴을 보였다.  

그림3. <Ping-fontaine> 관객과의 상호작용 

2.4 목적성 

참여자에게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동기부여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분수대 

위에 교회 종, 타겟 형태의 사인물, 골 네트 형태로 목

표를 설정하고 설치를 계획했다. 하지만 인공적인 목

표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

에 유보하였고, 관람객 스스로가 각자의 목표를 만들

고 행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아이들은 공을 분

수대에 집어넣고 자신이 선택한 공이 떨어지는 것을 

찾는 행위에 집중하였고, 성인 남성은 원리를 파악해 

공을 높이 솟구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다. 여성의 

경우 분수대를 사이에 두고 다른 참여자와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5 관찰 및 기록 

쇼케이스 기간동안 관람객의 참여방식을 관찰하고 기

록하였다. 작동방식을 간단한 매뉴얼로 제시하고 설

문형태로 관람객의 의견을 아카이빙하였다. 

그림 4. <Ping-fontaine> 처음 사용자 매뉴얼 

3. 시스템 구현

3.1 자이로센서(Gyro sensor) 인터페이스

자이로센서(gyro sensor)의 변화값은 탁구채를 빠르

게 휘두르는 행위에 반응하도록 설정하였다. 8 개를 

제작했고 최대 4 명의 참여가 가능하다. 가속도 데

이터값은 수신부에 연결된 팬의 속도를 컨트롤한다. 

자이로센서의 변화값은 참여자의 수만큼 가감되는데 

가령 3 명의 참여자가의 동시에 탁구채를 휘두른다면 

그 값이 더해져 최대값에 빠르게 근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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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채, 자이로센서, rf 통신모듈, 리튬 배터리, 

충전시스템(c 타입)로 구성되었다.  

그림5. <Ping-fontaine> 자이로센서 인터페이스 

3.2 PWM 인터페이스 

탁구공을 포집하고 순환시키는 구조를 가지며 

BLDC 모터 팬과 PWM 제어로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BLDC 모터, PWM 인터페이스, RF 통신 

인터페이스를 활용했다. 

그림6. <Ping-fontaine> 순환장치 

4. 기대효과 및 결론

4.1 변수들의 데이터

<Ping-fontaine>은 변수들에 의해 완성되는 미디

어 <Ping-조형물이자 공공미술이다. 

fontaine>시스템에서 발현되는 변수들과 
플레이어의 행위변수들이 더해져 만들어 내는 

데이터값에 의해 시각화하는 방법을 실험하

고 개체와 시스템,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들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4.2 배리어프리 공공미술 

나이, 성별, 운영방식에 따라 다양한 참여방식과 

행위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센서의 존재를 

인식하면 동작을 위한 행위에 집중했고, 규칙을 

주지 않으면 공을 쳐서 넣는 행위에 집중했다. 

아이의 경우 공을 넣고 관찰하는 행위에 관심을 

가졌다. <Ping-fontainee>의 환경 안에서 각자 

자신만의 목적을 찾고 그에 따라 다양한 행위들

이 나타났다. 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규칙 

없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공공미술로 발전시

킬 수 있다[2][3]. 

그림7. <Ping-fontaine> 관객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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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 되면서 

학습자들의 집중력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완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학습자의 집중도를 교수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를 

적용하여 이미지 경계의 방향정보를 이용하였으며, 

학습자가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손을 들면 

동작인식을 통한 알림 표시로 교수자에게 

나타내었다. 또한 진행된 수업의 내용은 

자연어처리를 통하여 글로 자동으로 정리되고 

키워드를 노출하도록 하였다. 본 교수자-학습자 

플랫폼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완성도 높은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 수업이 가능한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화상회의, 플랫폼, 얼굴인식, 동작인식, 음성인식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Covid 19 로 비대면 교육 환경이 확장되었지만 

유사한 플랫폼이 많이 존재하고, 교수자-학습자의 

사용성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는 미비한 상황이다. 

실시간 화상 수업은 비실시간 화상 수업보다 

수업에서의 집중도, 이해도, 만족도가 높은 

것[1]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교수자-학습자 플랫폼 5 개를 분석하여 실시간 화상  

수업 진행 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 플랫폼에 대한 

제시를 하고자 한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일명 줌(ZOOM)은 화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기업으로 화상 회의, 

온라인 회의, 채팅, 모바일 협업을 하나로 합친 ‘원격 

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 P2P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경유한다. 줌은 실시간 

화상회의를 기본으로 실시간 채팅, 화면공유 등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구글에서 개발한 화상 통화 서비스 구글 미트는 

실시간 화상 통화 서비스로 무제한 회의를 제공하며 

참여자와의 화면 공유, 채팅 등과 같은 기능이 있다. 

MS Teams 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사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화상 통화, 파일 

저장,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동을 제공한다. 

Cisco Webex 는 온디맨드 협업, 온라인 미팅, 웹 

콘퍼런스, 화상 통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완전한 클라우드 전화 시스템을 통해 모든 

기기에서 업무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Skype 는 스카이프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무료 

VolP 소프트웨어로 HD 영상 통화, 메시지, 화면 

공유, 통화 녹음 및 라이브 자막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대부분의 화상 회의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실시간 

채팅, 화면공유, 참여자 초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 가지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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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 뿐 만 아니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기능들을 

추가하였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학습자의 집중력 저하 상황에서의 보완책과 

교수자의 수업 내용 요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양질의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교수자-학습자 플랫폼은 기존의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과 다르게 비대면 학습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자는 학습자의 집중력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인터넷 환경 불안정 등으로 

놓쳤던 수업 내용을 요약본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 연구 배경에서 논의한 기존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을 때 기존 

화상 회의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ZOOM, 

구글 미트와 같은 비디오 플랫폼의 기본적인 기능에 

눈 크기 측정을 통한 집중력 저하 판단 기능, 

자연어처리를 이용한 요약본 기능, 동작인식을 

이용한 발표 기능을 추가하여 보완된 교육 플랫폼 

을 개발하는데에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교수자-학습자 플랫폼 “FOCUS”

2.1 플랫폼 구조와 디자인 

“FOCUS”라는 교수자-학습자 플랫폼은 [그림 1]과 

같은 구조를 다지고 있다. 크게는 회의를 생성하는 

호스트인 교수자와 게스트인 학습자로 나뉘어지며, 

학습자는 손동작을 통하여 발표를 교수자에게 

알림을 줄 수 있고, 출석버튼을 사용한 자동 

출석체크, 눈 크기 평균값 인식을 통한 집중력 저하 

판단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업 내용에 

대하여 자연어 처리 버튼을 활성화하면 강의 

요약본을 받을 수 있다. 교수자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집중도를 회의 창 알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자연어 처리 버튼으로 

요약문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 “FOCUS”의 흐름도 

[그림 2]의 서비스 소개 페이지를 통하여 플랫폼에 

접속을 하면 [그림 3]와 같은 메인 웹 페이지

가 나타난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임의의 링크를 생

성할 수 있는 입력창이 뜬다.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의 화상 회의 방이 생성이 된 후 connect 

버튼을 누르면 화상 회의 방으로 넘어간다.  

그림 2. “FOCUS”의 서비스 소개 페이지 

그림 3. 교수자-학습자 플랫폼 ”FOCUS”의 메인 페이지 

[그림 4]는 회의 상에 다중 접속된 화면이다. 화면 

상의 아이콘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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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하단에서부터 순서대로 비디오 on/off, 마이크 

on/off, 종료, 출석부 기록, 화면 공유, 채팅 버튼이다. 

우측하단의 두 개 버튼은 자연어 처리 시작 버튼과 

자연어 처리 초기화 버튼이다. 자연어 처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음성인식이 시작되었다는 팝업창이 

뜨고, 이 시점부터 회의 종료까지 강의내용이 

자동으로 요약된다. 

그림 4. 다중접속 화면 및 기능 아이콘 

2.2  플랫폼의 주요 기능 

2.2.1 수업 내용 정리 및 요약본 제

공 기존의 실시간 강의 플랫폼은 강의 후에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는 녹화본을 다시 시청하거나 

학습자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본 

플랫폼에서는 자연어 처리 시작 버튼을 누르면 누른 

시점부터 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텍스트로 변환한다. 

[2] 이후 변환된 텍스트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요약된 텍스트는 회의가 

종료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2.2 수업 몰입도 측정 

학습자의 몰입도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눈 크기 

측정을 통하여 집중력 저하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회의 진행 전 참여자의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를 측정하여 EAR 알고리즘 값의 평균을 통해 

초기값을 설정한다.  화상회의 진행 시, 초기 측정한 

평균값보다 70% 감소하고 특정 시간(해당 

서비스에서는 5 초로 지정)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집중력 저하로 판단하여 참여자의 화면에 알림을 

띄운다. 회의 진행 중에 눈 크기 평균값의 70%이상 

작아지는 것이 특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횟수를 

카운트한다. 카운트를 하는 동시에 참여자의 화면에 

알림이 가도록 하여 화상 회의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별도의 입력 데이터 없이 실시간으로 눈 

크기를 측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2.3. 동작인식을 활용한 발표 알림기능 

동작인식을 이용한 학습자 발표 알람기능이다. 

학습자가 강의 중 질문 또는 발표를 해야 하는 경우 

손을 들면 이를 인식하여 호스트에게 알림을 준다. 

이는 포즈넷을 활용하여 손을 드는 동작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따로 채팅을 하거나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손을 들면, 

호스트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2.2.4. 출석부 기능 

기존의 플랫폼은 보통 채팅창을 통해 출석체크를 

진행하거나 호명 출석을 통하여 명단을 확인한다. 

수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본 플랫폼에는 강의실 입장 

후 버튼을 누르면 출석부 명단이 자동 생성되도록 

하였다. 

2.3  적용 기술  

2.3.1 실시간 눈 크기 인식을 통한 졸음 탐

지 실시간 영상과 영상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졸음 상태를 판별하고 특정 수준(70%/100%)에 따라 

콘솔에 찍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실시간 

Vision System 에 학습의 얼굴 및 안구 검출 기법, 

조명 영향 제거에 따른 안구 오검출 제거 방법, 졸음 

감지 기법을 사용한 졸음 단계 판별법 등을 

구현하였다. 얼굴 및 안구 검출을 위해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기술[3]과 학습된 Face 

landmark estim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Face 

landmark estim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해 얼굴의 

68 개 랜드 마크를 찾아냈다. 

조명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선 원본 영상의 조명 

채널을 분리해 역 조명을 쏘아 Grayscale 된 

이미지와 합쳐주었다. 카메라에서 얼굴 영상을 

실시간 프레임 단위로 추출한 뒤 그레이 스케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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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빛 전처리를 거치고, HOG 이미지 표현 및 얼굴을 

검출한 뒤 Face landmark estimation 알고리즘을 

거쳐 졸음운전을 판단한다. 영상에 있어서 조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쳤다. 

그레이스케일링에는 Luna 기법을 사용하였다. 

좌표값을 통한 눈 크기 계산은 2016 년 Tereza 

Soukupova & Jan ´ Cech 에 의해 제시된 Eyes 

Aspect Ratio(이하 EAR) 방식을 사용하였다. EAR 은 

검출된 안구에 여섯 개의 (x, y) 좌표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그림 5 EAR 방식 적용 

계산된 EAR 은 눈을 뜨고 있을 땐 0 이 아닌 값을 

갖게 되고, 눈을 감을 땐 0 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여기에 어떤 Constant 로 Threshold 를(졸음운전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임곗값) 설정할 시 그 값보다 

EAR 값이 작아지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졸음운전 중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추가로 

졸음운전 판별 시 양쪽 눈을 따로 검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양쪽 눈 각각의 EAR 값을 평균 

계산해서 사용하였다. 초기 측정되는 양쪽 눈의 

평균값으로 판단하게 된다. 

Threshold 값은 눈을 가장 크게 떴을 때 EAR 값의 

50%로 설정했다. 실시간 측정값이 이보다 작아지면 

운전자가 졸고 있다고 판단한다. 학습자의 집중도를 

판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면이 

아니더라도 측정되게 설정하였다. 

또, 학습자가 잠시 메모를 한다거나 다른 행위를 

했을 때 오측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 초의 시간을 

설정해두었다. 졸음이 감지된 상태가 5 초 이상 

지속되었을 때 카운트 되도록 구현하였다. 

Python 으로 작성되었고, 실행 시 웹캠이 작동하며 

눈 크기 초기 값 설정이 두 번 실행된다. 이때 

학습자는 평소처럼 자연스레 눈 크기를 측정하면 

된다. 두 번의 초기 값 설정이 완료되면, 졸음 탐지가 

시작된다. 테스트를 위해 5 초 이상 눈을 감고 

있으면, 자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출력되고 

count 가 진행된다. 

2.3.2. 동작인식 

실시간 눈 크기 측정을 통한 졸음 탐지와 동시에 

학습자가 손을 들 때 손을 들었다고 출력되도록 

미디어파이프(mediapipe)를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4] 미디어파이프(mediapipe)는 구글에서 주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전인식기능들을 AI 모델 

개발과 기계학습까지 마친 상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림 6]은 본 플랫폼 개발시 사용한 

동작인식 핵심 소스 코드이다. 

그림 6 동작인식 소스코드 

2.3.3. 실시간 화상회의 

다자간 실시간 화상회의를 구현하기 위해 

WebRTC 를 사용하였다. [5] WebRTC 는 별다른 

소프트웨어 없이 카메라, 마이크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해주는 오픈소스이다. 

비디오, 음성 및 일반 데이터가 P2P 방식으로 

피어간의 전송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P2P 연결은 

중개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보장되며, HTTPS 가 강제되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에 

대한 보안이 보장되어서 해당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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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 중 서로간의 연결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여 P2P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Stun/Turn Server 를 통해 구현했다. JavaScript 

API 로 제공된다. 

2.3.4. 음성인식 및 요약문 처리 

음성인식은 npm 에 탑재되어 있는 react 음성인식 

모듈인 react-speech-recognition 을 사용하였다. [6] 

대표적으로 useSpeechRecognition 함수는 사용자의 

마이크에서 인식된 음성 기록에 대한 구성 요소 

액세스를 제공하는 React Hook 이다. 음성인식 

버튼과 연동하여 누름과 동시에 음성인식이 

시작되고 테스트를 위해 콘솔에도 출력되도록 

설정하였다. 음성인식 리셋 버튼도 추가하여 

교수자가 언제나 리셋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록된 음성인식본이 

결과창으로 전달이 되고, 이 과정에서 fetch 함수를 

이용한 api 호출을 구현하였다. kr-article-

summarizer 을 사용하였으며, 음성인식된 문서중 

중요한 문장을 찾아 추출하게 된다. 문서 길이에 

비례하여 결과가 추출되고, 사용자는 이를 통해 

통화 종료 후 회의 혹은 수업의 키워드 문장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교수자-학습자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인 

“FOCUS”는 비대면 시대에 많이 활용이 되는 

플랫폼을 비교 분석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 수업을 제안하고자 개발되었다.  

본 플랫폼은 디자인적으로는 심플하고 기능 위주의 

교육용 플랫폼 형식을 따르고 있다. 처음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요 

아이콘을 하단에 배치하고 팝업창으로 활성화의 

여부를 묻는 구조를 선택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플랫폼의 흐름도는 교수자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 시 주로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배치하였다.  

주요 기능으로 학습자의 집중력 해이시 이를 

알람으로 알려주는 기능, 동작인식을 이용한 학습자 

발표 알림기능, 강의 내용 기록 및 요약본 제공, 

출석부 기능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얼굴인식, 동작인식, 음성인식의 3 가지 

인식기술을 주로 사용하였다.  

졸음 탐지를 위하여 실시간 Vision System 에 

학습의 얼굴 및 안구 검출 기법, 조명 영향 제거에 

따른 안구 오검출 제거 방법, 졸음 감지 기법을 

사용한 졸음 단계 판별법 등을 사용하였으며, 

미디어파이프를 사용하여 동작인식으로 학습자의 

발표상태를 교수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음성인식은 react-speech-recognition 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교수자-학습자 플랫폼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완성도 높은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추후 상용화 단계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능과 기술적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효율적 수업을 위한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며 

추후에는 교수자-학습자의 인터랙션을 강조하고 

비대면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실시간 피드백 강화를 

위한 센서를 사용한 새로운 체험이 융합된 형태의 

적극적인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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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생성적 인공지능 예술 영상 작품 <캐릭터의 편지>는 
과거의 데이터와 리소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 

중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로 
구현한 일종의 2 차 저작물이다. 작품은 조선시대 
‘정조’가 지인들에 보낸 국문 편지라는 과거의 유산을 

데이터로 변형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재구성한다. 이 
작업은 고문헌 데이터를 번역과정과 인공지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거쳐 생성한 시청각적 

결과로써, 과거의 구조화된 관계를 해체하고, 
재배열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대의 기술로 과거의 언어가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새롭게 변환됨으로써 인간의 기록이 
해체되고, 가공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창작의 방식에 대한 실험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인공지능, 생성적 인공지능 예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고문헌 데이터, 2차저작물 

1. 서론: 작품개요 및 컨셉

무수한 정보들은 현재의 네트워크 통신망을 바탕으로 

데이터로 치환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기록이 현재에 향유되거나 재현되는데 
있어서는 그 기록 자체에 대한 연구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를 넘어서 
창작의 영역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과거의 유산을 
데이터로 변형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특히 영상의 이미지 
제작에는 생성적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1] 분야에 해당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을 주된 기술적 

방식으로 사용하여, 현대의 기술로 과거의 언어가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새롭게 변환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유산인 인간의 기록이 해체되고, 데이터로 가공을 

적용한 다음 인공지능으로 표현되도록 한 이 작품은 
새로운 창작의 방식에 대한 실험으로서 의의를 
갖도록 의도하였다.  

2. 본론

2.1 콘텐츠 구성 및 제작

•텍스트

원문에 해당되는 텍스트는 “정조어필한글편지첩” 
[2] 이다. 이는 정조의 큰외숙모인 여흥 민씨와

지인에게 보낸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들에
해당한다. 이 텍스트는 현대의 국어와 영문으로
차례대로 번역하고, 이를 프롬프트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언어 생성 모델인 gpt-3 를 통해

3개의 챕터로 재구성했다.

•이미지

생성된 텍스트는 프롬프트의 형태로 변형되어 편지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구글의 
코랩(Google Colab)을 토대로 구성된 디스코 
디퓨전(Disco diffusion)으로 이미지가 생성되고, 

낱장의 이미지를 다시 영상화까지 진행했다.  

•사운드

정조와 상관된 음악을 찾아보고, 왕 또는 귀인의 행차 
및 군대 행진에서 연주되는 군례악인 ‘대취타’를 

사운드의 모티브와 리소스로 사용했다. 12 음률의 
조선시대의 음악을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을 기반으로 음악 

생성하는 구글의 마젠타(Magenta)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현대의 바이올린과 플룻으로 변형된 

악기의 소리로 출력되게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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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현 과정 

그림 1. <캐릭터의 편지> 제작과정 플로우 차트 

<캐릭터의 편지>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를 모두 

생성적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를 위해 
그림 1 과 같은 프로세스가 적용되었다. 우선 1 차 
데이터로 조선시대의 국문으로 작성된 정조의 편지를 

현대의 국어의 형태로 변환하고, 이후 영문으로 
변환했다. 이를 토대로 2 차 데이터는 영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글을 생성했다. 3차 

데이터는 '대취타'와 경기민요를 사운드를 위한 
데이터로 변환했다. 이처럼 과거의 자료를 데이터로 
처리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인공지능 

생성 기술을 사용해서 이미지와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었다. 1 차 데이터의 변환에서는 구글번역 
(GNMT1)를 사용하고, 2차 데이터의 생성은 OPEN 

AI의 gpt-3 모델을 사용했다. 3차 데이터의 생성 및 
변환은 음악 생성을 위해 구글의 텐서플로우 
마젠타(TensorFlow Magenta)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였다. 작품의 핵심적인 결과인 이미지는 2 차 
데이터로 도출된 자연어 형태의 생성된 텍스트를 
프롬프트로 변형하여, 구글 코랩에 세팅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환경을 통해 구현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모델은 디퓨전 모델(Diffusion 
model)과 클립(CLIP: Contrastive Language-Image 

Pre-Training)[3][4]이다. 이후 생성된 이미지는 
보간(Interpolation)과 업스케일링(Up-scaling)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보정 및 

편집하였다.  

3. 결론: 기대효과

이 프로젝트는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시점에서
데이터로 재해석 및 가공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언어가 이미지로
전환되는 특징에 착안하여, 한글에 대한 인공지능의

1 Google Neural Machine Translation 

지각의 범위 정도를 파악하는 시도로서의 접근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사적인 개인의 편지가 후대에 

인공 지능과 같은 최신의 기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재구성하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이는 일종의 
2 차 저작의 형태를 띈 시청각적 결과로 과거의 

언어로 구조화된 관계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체하고, 
다시 인공지능을 통해 재배열하는 과정을 선보여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캐릭터의 편지> 전시 상영 전경 

그림 3. <캐릭터의 편지> 챕터 1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그림 4. <캐릭터의 편지> 챕터 2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그림 5. <캐릭터의 편지> 챕터 3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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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돌 여자 
Miss Hwang will ALWAYS be there 

요약문 

본 프로젝트는 창작자의 자전적 이야기 속 주인공
인 ‘황금돌 여자 (Miss Hwang)’ 에 대한 구상을 확장시
켜 진행한 인터랙티브 3D Scene 작업이다.  

초기 아이디어를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Midjourney 를 통해 발전시켰으며, 컴퓨터 비전 라이
브러리 OpenCV 와 웹 베이스 머신러닝 도구
인 Teachable Machine 을 활용, Contour Detection 
과 Pose Estimation 을 구현하여 스토리와 연계시켰다.  

주제어 

뉴미디어  스토리텔링 ,  인공지능 ,  머신러닝 ,  
3D Visualization, 가상현실 

1. 서 론

위 프로젝트의 목표는 개인의 상상 속 이미지를 인공지
능과 머신러닝의 힘을 빌려 발전시키고 시각화, 공간
화 함에 있다. 동시에 관람자의 몸짓과 손짓 등의 물리
적 제스쳐를 통해 허구적 공간과 인물, 스토리와의 
인터랙션 방법을 탐구하기 위함도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 능력과 개인의 창작 능력 간 경계
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컴퓨팅의 힘을 빌려 
오히려 개인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희망에서 시작되었다.  

2.2. 아이디어 발전과 시각화 

위와 같은 상황을 떠올리며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Midjourney 에 프롬프트 (A laughing girl, lying in the 
grass at Central Park, with spiny hair, wearing a 
shimmering dress, with sunglasses on, golden 
textured) 를 작성하여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1][2].  

초기 이미지를 필터링, 재구성하여 상상한 모습과 유사
한 장면을 얻어내었고, 이를 3D 모델링과 텍스쳐링, 
Unity 게임 엔진을 통해 재구성, 공간 연출을 진행하였
다.  

2.3. 머신러닝 Pose Estimation 활용 

Google 의 웹 베이스 머신러닝 모델 생성 프로그램, 
Teachable Machine 을 통해 두가지 동작을 학습시킨 
Pose Estimation 모델을 생성했다.  

강소연* 
Soyeon Kang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herakang000@gmail.com  

주진호** 
Jeanho 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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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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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2.1. 초기 영감

<황금돌 여자, Miss Hwang will ALWAYS be there> 
는 우울에 빠진 창작자가 뉴욕의 센트럴파크 잔디 밭에 
누워있다가 떠올린 기묘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본인
이 당장 이곳에 누운 상태로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땅
에 박혀 살 수 있는 돌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이었다.  

풍채 좋은 남성형 여성의 얼굴에 황금의 질감과 인간의 
피부가 오묘하게 섞인 외관, 흩어진 인체와 돌덩이들이 
섞인 듯한 형태로 잔디 위에 자라나 있거나 놓여있다.   

전세계의 뉴스에는 움직이지도, 먹지도 않는 기괴한 여
자가 뉴욕의 한복판에 돌처럼 박혀 있다는 사실이 보도
될 것이고, 가족과 친구들이 찾아오긴 하겠으나 모두가 
평생 공원에 살 수는 없으니 결국 각자의 공간으로 돌
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돌과 같은 존재가 된 여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본인의 신체인지도 알 수 없게 
몸과 땅과 잔디가 섞인 채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주저자 **교신저자

그림 1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와 AI generated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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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팔을 벌렸을 때(원경)와 팔을 모았을 때 (근경) 

Class1 은 팔을 안쪽으로 모았을 때, Class 2 는 팔을 양

쪽으로 넓게 뻗었을 때의 경우이며, 웹 캠으로 입력되

는 실시간 몸 동작에 따라 두 클래스의 값이 변화한다.  

위 값들은 Unity 의 OSC 값으로 전달되어 메인 카메라

의 Z 위치 값과 연결된다. 양 팔을 벌렸을 때는 카메라

의 위치가 황금돌 여자와 멀어져 원경에서의 scene 

을 보여주고, 팔을 안쪽으로 굽힐수록 주인공과 가까

워진다. 팔을 충분히 안쪽으로 굽혔을 경우 (Class1 의 

값이 0.5 이상일 시) 카메라가 메인 위치에 고정되어 

메인 scene 을 감상할 수 있다.  

2.4. OpenCV 활용 

Unity + OpenCV library 를 활용하여 Contour line 

finder 를 생성하였고, 확인된 컨투어 라인을 본따 

Collision shape 을 만드는 스크립팅을 덧붙였다 [3].  

웹 캠으로부터 실시간 영상을 입력을 받는 Collsion 

shape 캔버스는 황금돌 여자의 머리 위에 위치한 

Emitter 아래에 있으며, Emitter 로부터 분출되는 크

고 작은 황금 돌들은 아래에 위치한 Collision shape 

캔버스 속 형태들과 부딪혀 갇히거나 튕겨져 나가게 된

다.  

황금돌 여자를 보기 위해 Emitter 로부터 쉴 새 없이 떨

어지는 황금 돌덩이들을 제어, 손이나 사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Contour line 을 만들어 내

야 한다는 것에서 흥미로운 인터랙션이 될 수 있다.  

손으로 지붕을 만들어 돌덩이들이 멈추도록 하거나 비

스듬한 선을 세워 돌덩이들이 한쪽에 쌓이도록 하는 등

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림 3  OpenCV Contour finder 캔버스 (위) 

Collision shape 캔버스, 손가락을 펼친 모습 (아래) 

그림 4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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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황금돌 여자, Miss Hwang will ALWAYS be there>

는 개인의 상상력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를 인공지능, 머

신러닝, 3D Visualization, 게임 엔진과 물리 시뮬레

이션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하고 몸 동작과 카

메라 입력 값을 통한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몰입형 콘텐츠 분야에서의 새

로운 기술의 활용에 대한 제안이 될 수 있으며, 인공지

능의 창작 능력은 개인의 창의성을 북돋울 수 있는 촉

진제와 같은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

한다. 

컴퓨터는 인간 창작자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창

작 능력과 지적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임이 분명하므

로 이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잔디에 누워 기묘한 

상상을 즐길 줄 아는 여유로운 힘을 가질 수 있음에 집

중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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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ING IN: - 감정을 시각화한 미디어아트 
FALLING IN: - Emotions visualize Media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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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Falling In:은 복잡한 감정을 시각화 한 이머시
브 미디어 아트로, 총 4 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인들에게 여러 복잡한 감정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Falling In: 프로젝트
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2022 년 두 번의 오
프라인 전시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미디어 아트, 영상,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인터렉
션, 이머시브 

1. 서 론

1.1 제작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감정
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간다. 게다가 
때론 인간이 느끼는 복합적인 감정은 언어의 영역을 뛰
어넘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주곤 한
다. 그러나 언어의 한계 때문일까, 이러한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아름다운 감정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표
현되지 못한 체 잊혀지곤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
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Basic Emotions(기본적인 감
정; 기쁨, 슬픔, 두려움 등)[1]외의 Complex 
Emotions(복합적인 감정)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 아
트 Falling In:을 제작하게 되었다. 1 회 이상의 오프라
인 전시를 열어 작품들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작품의 
해석을 유도하여 자신만의 감정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일종의 ‘감정적 아고라’을 만들고, 나아가 자신의 
감정이 쉽게 단순화 될 수 없으며 감정을 대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한다. 또한 
관람 과정에서 관객이 온전히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
록 전시회 관람 전용 어플을 만들어 관객들의 몰입
을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 

1.2 제작 개요 

Falling In:은 인간이 일생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중 아
직까지 언어로써 정립되지 않은, 복잡하고도 고
차원적인 감정들 4 가지를 골라 전시한다. 

Blooming 은 뭉클함, 아련함, 행복함, 아쉬움, 만족감 
등으로 대체되어 표현되던 감정을 ‘폭죽’이라는 매개체
를 통해 최대한 다채롭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폭죽과 개화의 심상을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며, 어떤 관객이 봐도 납득이 될 만한 추
상표현과 무드를 웹 기반 언어인 javascript 를 통해 제
작한다. 

Untouchable 은 구름을 통해 동심과 가까운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는 관객들로 하여금 관객
들로 하여금 직접 만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시각적
으로는 현실의 구름을 모방하고, 상호작용 시의 움직임
은 동심 속의 몽실몽실한 구름을 웹 기반 
언어인 javascript 를 통해 표현한다. 

Schizophrenia(조현병)은 주로  환각, 망상 등이 나타
나는 일종의 만성 사고 장애이다.[2] ‘망상’에서는 긍정
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들 간의 인과관계를 맺는 상
황을 연출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감정적 불협화음들을 
은연중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환각에서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표
현하고, 그 로부터 느낄 수 있는 불쾌함, 찝찝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트 필름 형식을 통해 은연중에 나타
내고자 한다. 

심해는 단순히 우울감으로 표현되던 무거운 감정들을 
‘심해에 빠져든다’로 은유하여, 작은 희망이 있는 공간
을 빛이 들어오는 수면으로, 아무 희망이 없는 공간을 
빛이 아예 없는 심해로 표현한다. 심해에 압도되는 그 
순간으로 인해 아름다운 우리를 낮추게 되는 모순을 심
미적인 화면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이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아트 필름 형식을 통해  제공해보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Falling In: 전시만을 위한  Immersive 
App 은 비콘 송신기를 통해 위치 기반 실시간 음향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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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과정

2.1 Blooming 

그림 1 -Blooming 스틸 이미지 

총 5 개의 서로 다른 꽃의 개화 과정을 모방하여 다

른 폭죽에 담아냈으며 터지는 위치, 색, 시간을 다르게 

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최대한 다양한 폭죽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Javascript canvas 기능을 이용하여 2D 공간에 폭죽

을 구현했으며 지나친 애니매틱한 표현, 혹은 3D 에서 

오는 어색함을 최소화하고자 2D 공간에 다중 레

이어를 삽입하여 빛이나 연기, 입자들의 움직임을 표현

했다. 

그림 2 - Blooming 전시 이미지 

Blooming은 높이 3m x 너비 2m크기의 LED대형 

디스플레이에 전시하였다. 폭죽의 환한 빛과 입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높은 높이로 관객들을 

압도하여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 

2.2 Untouchable 

그림 3 - Untouchable 스틸 이미지 

Untouchable 은 자바스크립트로 2D 의 구

름 이미지들로 구현하였다. 화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임

의로 15 개의 기준점을 생성한 후, 각 기준점 위에 

무작위의 구름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현

실의 구름의 비대칭적이고 불규칙적인 모습을 구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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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에서 한 개의 구름의 이미지는 다른 구

름 이미지와 3 가지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 뭉치려는 

힘과, 너무 가까워질 때 밀어내는 힘, 주변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는 힘이 있으며, 이를 통해 

몽실몽실한 동심 속의 구름의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상호작용의 수단에는 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

는 립모션 장치를 선정하였다. 관객들이 별도의 숙지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구름의 만지고자 하는 움

직임에 제약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4 - Untouchable 전시 이미지 

Untouchable 은 립모션이 올려진 좌대와 얇은 천

을 통한 프로젝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150cm 

x 90cm 크기의 얇은 천 두 겹이 공중에 매달려 있

으며, 빛이 어느 정도 투과되는 얇은 천에 프로젝션

을 하여 구름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2.3 Schizophrenia 

그림 5 - Schizophrenia(1) 

그림 6 - Schizophrenia(2) 

그림 7 - Schizophrenia(3) 좌, 그림 8 - 

Schizophrenia(4) 우 

꽃이 피어나는 모습과 바나나가 썩어 죽어가는 모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기에 스톱모션 기법을 사용하였

다 .  

바나나가 느끼는 환각을 표현하기위해 위에서 풍

선, 껍질, 모빌을 매달아 흔든 실재 영상을 심해 소

리와 메트로놈 소리를 편집한 음악을 삽입해 일종의 

바나나 1 인칭 시점의 기승전결이 존재하는 짧은 아트 

필름을 만들었다. 

액션 페인팅 기법에 영감을 얻어 바나나에 물감

을 뿌리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물감이 오브제에 닿는 

순간 슬로우를 걸어 의미를 더했다. 

액션 페인팅 기법에 영감을 얻어 바나나에 콘페티

나 사탕이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오브제가 바나

나에 닿는 순간 슬로우를 걸어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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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Schizophrenia 전시 이미지 

Schizophrenia 는 4 개의 서로 다른 크기와 비율

의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공간과 작품에 감상자가 둘러 

쌓인 느낌을 받게 설계했다. 좁은 공간에 가벽을 둘러 

폐쇄된 공간을 만들었고 그 위를 검은 암막 천으로 덮어  

어두운 공간에 작품만이 빛나는 공간을 만들었다. 심

리적으로 압박감과 고립된 느낌을 의도했다. 

2.4 심해 

그림 10 - 심해 전시 이미지 

심해는 메인 스크린, 바닥 스크린, 서브 스크린의 총 

세 가지 화면 구성을 이룬다. 

메인 스크린과 서브 스크린의 촬영은 전부 

RAW 파일로 촬영되었다. 색의 원본을 가져와 

Davinci Resolve 에서 그 색을 살려내는 색보정 작업을 

걸쳐 더욱 풍부한 색감과 미학적 심상, 그리고 사실

적인 화면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 심해 전면 스크린 촬영 현장 

전면 스크린에 해당하는 필름은 수중촬영 기법

을 이용해 구현했다. 촬영은 수중 촬영 전문 스튜디오

에서 진행되었고 수중 촬영 액션 배우가 직접 수심 

5m 의 대형 수조에 들어가 연기하였다. HMI 조명 

3 개를 천장에 달아 수면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구현해

냈다. 

오브제에 집중되어 있는 필름 특성상, 광고 시즐컷

에 자주 사용되는 촬영기법들을 이용했다. 특히 유

리, 물, 구슬 등 반사 되는 오브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

었기에 pl 필터로 그 반사를 막아냈다.  

바닥 스크린은 심해의 바닥을 표현한다. 관객들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실제로 심해 속에 있는 듯한 

체험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물결의 실루엣과 빛으

로 심해의 3 차원 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다. 또한, 빛 

그래픽으로 서브 스크린과 바닥 스크린을 구분하는 

역할을 더했다. 이는 2D 그래픽을 통해 실현된다. 수중 

촬영에서 얻어낸 물 속의 실시간 영상에 after effect 

를 사용한 그래픽을 얹어 완성되었다. 

심해는 4m x 3m 크기의 스크린에 메인 스크린

이 프로젝션 되며, 바닥의 액자에는 서브스크린이 프로

젝션 된다. 큰 크기로 하여금 심해의 압도감을 전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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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mmersive App 

그림 12 - Immersive App 실행 화면(1) 

그림 13 - Immersive App 실행 화면(2) 

 Swift5 를 이용해 ios 어플을 만들었으며 각각의 작

품 앞에 설치되어 있는 비콘 송신기를 통해 작품

들과 단말기의 거리 값을 받는다. 이 값을 기반으로 단

말기와 가장 가까운 작품의 배경 음악을 플레이타

임에 맞춰 자동으로 재생시켜준다. 사용자는 전

시 입장시에 지급되는 단말기와 이어폰과 함께 주

변 소음의 방해 없이 온전히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Immersive App 에는 이러한 기능과 더불어 전시 관

람 시 유의사항 등 전시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두어 

보다 효율적인 전시를 의도하였다. 

3. 결론

3.1 오프라인 전시 

그림 14 - 포스터 모음 

11 월 6 일~11 월 7 일, 마포 DSM 아트홀에서 

Falling In 을 전시하였다. 전시장 내부 모습은 아카

이빙 영상 참조.  

그림 15 - 2 차 교내 전시 

 11 월 23 일 ~ 26 일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에서 2 

차 전시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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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대 효과 

감정은 삶의 원동력이다. 호기심은 이성적으로 이득

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탐구하게 만들며, 아쉬

움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번 더 노력할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때로는 호기심을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치부하기도 하며, 아쉬움을 너무 과대평

가하여 스스로 우울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감정은 

단순히 느끼고 표출하는 것만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며, 얼마만큼 그 감정을 느끼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

다. 

관객들은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작품과 환경

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감정이 이토록 

다양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Falling In 을 통해 관객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

고 자신의 감정을 대하게 된다면, 그 감정들은 삶을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의 첫 발걸음이 되고, 나아가 

현대인과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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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Find Room>은 나 다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자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힘을 

주는 대안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콘텐츠이다. 20세기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과 작업실을 VR 상에 재구성하고 사용자를 

초대하는 스토리텔링 구성으로, 가상 세계 안에서의 
대안적 공간 경험이 사용자의 해방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슈필라움(Spielaum), 주제적 공간, 공간 

현존감(Spatial Presence),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Interactive Storytelling)

1. 프로젝트 기획 배경 및 목적

서울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청년의 주거 형태는 

3~10 평 내외의 원룸과 고시원을 오간다. 자신을 
온전히 보살피고 나답게 살기 위한 공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는 당장 물리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나은 삶을 
꿈꾸고 사색할 수 있는 ‘나만의 방’을 경험하게 하여, 
내 공간을 가꾸기 위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가상 현실은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은[1] ‘공간 
현존감(spatial presence)’을 불러일으켜 사용자가 

마치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가상 세계를 
제어하고, 자신이 물리적으로 이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공간적 실재를 경험한다[2].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 공간 속에서 공간 현존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할 경우, 사용자에게 대안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독일어인 슈필라움(Spielraum)은 놀이(Spiel)와 
공간(Raum)의 합성어로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본 프로젝트는 가상현실 속 
슈필라움을 만들어 사용자가 휴식과 해방감을 느끼고, 

현실 속 물리적 자기 공간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프로젝트 내용

2.1 공간성을 강화하는 스토리텔링 구성 

물리적인 공간에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면 방문객들에

게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하고 감각을 일깨울 수 있다

[3]. 즉, 공간을 특별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풍경만

이 아니라 그 속에 쌓인 이야기이다. 따라서 본 콘텐츠

를 구성함에 있어 ‘자기만의 방’의 중요성을 알고 향

유했던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택

하였다.  

버지니아 울프는 개인이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

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동명의 책을 냈으

며 실제로 몽크스 사우스(Monk’s House)라는 집을 

사서 자기 집필실을 만든 일화가 잘 알려져 있다. 사

용자에게 공간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았던 소설가의 

작업실 속으로 들어가는 환상적인 경험을 줌으로써 

자신의 색채와 개성이 묻어있는 사색의 방을 경험하

도록 하였다. 

본 콘텐츠는 일인칭 시점으로, 총 세 공간/단계로 구

성된다. 첫 번째 Prologue 는 주인공이 창문도 없는 고

시원에서 눈을 뜨면서 시작한다. 주인공은 비밀스러

운 초대를 받아서 환상적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데, 두 번째  공간인 작가의 집필실에서 그 방의 주인

이 누군지 모른 채 여러 가지 미션과 그리고 숨은 이

야기들을 발견하면서 공간 속의 평화를 경험한다. 그

리고 작가의 삶 속에서 주인공이 맞닥뜨린 현실의 고

민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된다.  

마지막 Epilogue 에서는 주인공이 모든 모험을 마치

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고, 창문이 생기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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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방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 작가의 방에 있

던 타자기로 나의 이야기를 써서 작가에게 답장을 보

내면서 관객의 경험이 마무리된다.  

사용자에게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버지니아 울프의 일기, 편지, 소설에서 발췌한 문구를 

재구성하여 보이스 내레이션으로 제공하고, 상호작용 

미션을 해결해가면서 점차 그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게임의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였다. 

2.2 가상 공간 구현 방식 

그림 1 Prologue 공간 : 주인공은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눈을 뜬다.  

그림 2 Epilogue 공간: 주인공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방

에는 아름다운 창문이 생겨나 있다. 

Find Room 에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세 개의 공간은 

프롤로그 공간, 메인 공간(버지니아 울프의 집필실), 

에필로그 공간이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공간은 가

상공간에서 관객이 처한 현실을 의미하며 메인 공간

인 버지니아 울프의 집필실은 간접 체험과 스토리를 

마주하는 일종의 대안공간이라 할 수 있다.

프롤로그 공간은 관객이 처한 현재 상황을 인지시켜

주며, 메인 공간으로 진입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메

인 공간에서는 버지니아울프의 저작들과 마주한다. 

작가의 글쓰기 공간에서 마주하는 내면의 심리효과는 

앰비언스 사운드, 내레이션, 3D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합적으로 전달된다. 아울러 방의  공간으로 

구성된 정원은 외관뿐만 창문을 통해 외적아니라 꽃

을 내부로 가져옴으로써 집필실의 내적 공간에 영향

을 주는 역할을 한다.  

대안공간을 경험한 후에 변화된 현실로 돌아오는 에

필로그 공간은 체험을 마친 관객이 자기만의 방을 대

리 소유했던 경험과 감정, 사유 과정의 결과물을 글쓰

기 행위를 통해 아카이빙한다. 프롤로그 공간과 차이

점을 비교함과 동시에 자아와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

으로써의 방의 의미를 복기해보는 내적 정화의 체험 

공간이다. 

2.3 사용자 상호작용 설계 

본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HMD 를 착용하고 

10~15 분의 콘텐츠를 체험하도록 설계하였다. 콘

텐츠는 Unity 게임엔진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프롤로그 공간에서 사용자는 벽에서 떨어지는 포스

트잇을 줍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가 내적으로 불

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 시켜준다. 이후 

문 앞에 버지니아 울프의 초대장이 배달 된다. 사용

자는 초대장을 확인하고, 문을 터치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메인 공간으로 이동한다.  

그림 3 포스트잇 : 사용자가 포스트잇을 주워 현재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림 4 버지니아 울프의 초대장 : 사용자는 메인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초대장을 받는다. 

버지니아 울프의 공간에서 사용자는 총 4 개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미션은 사용자가 Task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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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지 않고 평화로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에필로그 공간에서 사용자는 가상의 키보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들의 견해를 아카이빙 하고 가상의 키보드 

주변에 나타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5 Virtual Keyboard & Text Archiving : 사용자가 
글을 남길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쓴 글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버지니아 울프 공간에서의 Interaction List 

[미션 1] 꽃과 화병 [미션 2] 벽난로와 성냥 

사용자는 버지니아 울프의 정원에서 반짝이는 꽃을 잡아 

방의 화병에 꽂는다. 

사용자는 성냥 갑의 적린 부분에 성냥을 긋는 행위를 

통해 불을 점화 시켜 벽난로 불을 피운다. 

[미션 3] 책 [미션 4] 열쇠와 상자 

사용자가 책을 잡으면 버지니아 울프의 책이 열리는 
애니메이션이 트리거 되며 해당 미션을 통해 열쇠를 

획득하게 된다. 

사용자가 이전 미션에서 열쇠를 획득하면 책상 위의 

상자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유서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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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제언

 주거난과 도시 환경 속에서 자기만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대인에게 휴식과 사색을 줄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VR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콘텐츠 <Find Room>은 가상 현실 속 
자기만의 주체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해방감과 심리적 안정감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가 가상현실에서 공간 현존감을 경험하고 
공간을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과 게임형식의 사용자 상호작용의 구성이 

유효할 수 있다. 

추후에 사용자 경험 평가를 진행하여 사용자 공간 
경험의 효과성과 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콘텐츠에서 나아가 다양한 실존 인물의 공간을 
소개하는 시리즈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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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로봇 시장의 확장에는 로봇의 기술 뿐 아니라 디자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 그 중 로봇의 행동 디자인은 

목적에 맞는 기능 및 사용자와의 효과적인 인터랙션

에 대한 디자인으로 로봇 연구에서 필수적이다.  

횡단 보조 로봇의 행동 디자인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및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를 진행함으로 멀티 

유저의 인터랙션이 고려된 로봇의 행동 디자인 연구

의 기초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주제어 

로봇 행동 디자인, HRI, 전문 서비스 로봇, 로

봇 서비스 디자인 

1. 서 론

로봇의 상용도 상승을 위해 로봇 기술의 발전이 중요

하지만 시장의 확장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로봇의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로봇이 제공하

는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 서비스를 사

용자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가 

빠질 수 없다. 목적에 맞는 기능 구현과 더불어 사용

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로봇의 행동 디자인은 로봇 

연구에서 필수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횡단 보조 로봇의 행동 디자인을 위한 서

비스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에 목표를 두

고 있다. 멀티 유저의 동시적 인터랙션이 작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의 행동 디자인 연구

의 시작점으로써 의의가 있다. 

2. 횡단 보조 로봇 서비스 디자인 안

3 명의 연구원이 5 일(10 월 12 일 ~ 18 일, 평일)간 

진행한 디자인 스프린트[1]를 통해 도출된 횡단 보조 

로봇의 서비스 안은 표 2 로 나타냈다.  

표 1. 서비스 디자인 안 

항목 내용 

Target - 노인, 어린이 등

Place - 3차선 이하의 무신호 횡단보도

Pain point - 차에 대한 두려움
- 건널 때 기다려주는 차에 대한 미안함,

조급함, 두려움

Interactive 
Solution 

- 횡단 중 사용자(보행자)와 대화,
안전지시(횡단, 정지, 속도 등) 등
인터랙션

- 횡단 중 타 사용자(사용자 외의
보행자)와의 안전지시(로봇 이동

방향제시) 인터랙션
- 횡단 중 차(운전자)와 안전

지시(정지), 감정 표현(고마움) 등
인터랙션

3. 프로토타입 구현 및 실험

3.1 프로토타이핑 

도로교통공단의 가이드라인[2]에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2~3m로 이 거리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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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보조 로봇의 크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차와의 거리가 150cm 이하 일 때 높이 80cm 인 

로봇의 인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로봇의 높이 

90cm 로 설정 후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로봇의 사이즈는 60*60*90 (W*D*H (cm))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로봇은 사용자 테스트를 위한 

프로토타이핑의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출시된 전문 

서비스 로봇의 외형을 참고하여 교통상황에 방해되지 

않는 단순한 형태를 중시하였고 이동시 안정감을 

위해 위쪽으로 갈 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그림 1. 로봇 외형 스케치 

3.2 로봇 행동 디자인 및 자율주행 시스템 설계 

전체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횡단 시의 상황

에 집중하여 로봇의 사용자와의 동행 및 타 사용자

와의 충돌 방지에 대한 1 차 실험을 진행하였다. 

로봇의 크기와 심리적인 부담감의 상관관계에 대

한 연구결과[3]를 참고해 사용자와의 유지할 거

리를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 로봇의 높이가 90cm 인 

것을 고려해 기준 거리를 70cm 로 설정 후 사용자와 

로봇 간의 거리가 40~100cm 일 때 로봇의 

속도를 유지하고 40cm 미만일 때는 속도를 높여 사

용자와의 거리를 넓히고, 100cm 이상일 때는 속

도를 낮춰 사용자와의 거리를 좁히도록 설계하였

다. 이에 맞춰 각각 초록, 파랑, 주황색의 LED 

가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그림 2. 사용자 속도 제어 및 타 사용자 회피 테스트 

사용자와의 거리 유지 인터랙션과 동시다발적으로 타 

사용자(사용자가 아닌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 하기 

위해 회피 기능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초음파 센서의 

기능적 한계가 있어 다가오지 않는 정지해 있는 

사용자에 대한 회피 기능을 테스트했다. 타 사용자 

회피가 종료됨을 판단 시 직진 조향으로 되돌아 

오도록 설계했다. 조향은 더블 에커만 조향장치를 

이용해 앞 뒤 모두 30 도 각도로 조향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3 차선 이하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횡단을 돕는 서비스 로봇의 행동 디자인에서 사용자

(보행자)와의 동행 서비스를 목적으로 로봇과 사용자

의 거리를 유지하며 사용자에 LED 색상을 통해 알

림을 보여주는 인터랙션 및 타 사용자(사용자를 제

외한 보행자)와의 충돌 회피를 위해 조향 및 LED 를 

통한 방향 표시 인터랙션 및 자율주행 시스템 디자인

을 진행 하였다. 서로 다른 사용자와의 동시다발적인 

인터랙션 시스템을 실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로 본 연구에서 진행된 프로토타입을 발전

시켜 전체 서비스 플로우 맵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작,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해 횡단 보조 로봇의 전체적인 행동 디자인을 진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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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아트로 이루어진 NFTart 를 
재물질화 하여 오프라인 NFTart 경험 방식인 
‘찰카닥’ 제작 및 시연 사례를 통해 디지털아트
의 물질화방식과 전시 관람 방식을 제안해 보

고자 한다. 

주제어 

NFT, NFT 전시, 관객참여형전시, NFTart 

1. 서 론

1.1 작품개요 및 기획목적

2020 년 12 월 아트 바젤-마이애미(Miami Beach 

- Art Basel)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NFT 및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작업이

예술계에 들어왔다[1]. 이후 NFTart 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가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작품는 온라인에서 디지털

아트로 존재하는 NFTart 를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물질성을 갖게 된 NFTart 가 관람객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불가토큰 

이다. NFT art 는 일반적인 디지털 아트 제작 

절차에 NFT 채굴 과정이 추가된 형태로 

만들어진다. 즉 작품은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제작해 따로 저장하고, 이 파일에 대한 소유권 

증서를 NFT 로 발행한다[2]. NFT 기반 디지털 

작품의 특징은 상호운영성, 대중성, 가상의 

희소성, 체험성으로 정리된다 [3]. 그중 우리는 

체험성이라는 특징에 집중하여 NFT 아트를 

전시에서 어떻게 관람할 수 있는지 데모 작품을 

통해 전시를 진행 해보았다.  

아두이노 

1.2 작품의 내용 

본 작품는 NFT 와 

(Arduino), 프로세싱(Processing)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NFT 를 활용한 새로운 
전시 경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RFID 인식 모듈을 
활용하여 RFID 키(key ID)에 NFT ID 를 
대입시켰다. 대입된 키를 인식하면 NFT 를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며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NFTart 의 디지털로서의 가치
를 넘어 실제 물질과 연동하는 가치형성과정을 
통해 NFTart 를 활용한 오프라인 전시 경험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2. NFT 전시

2.1 NFT 전시

디지털이라는 가상공간에서 NFT 아트는 예술의 
전통적 역할과 동시에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 
창작되고 소유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있다[4].  아날로그 매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의 물성 기반 작업에서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하는 비물성 기반 작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NFT 작업들은 다양한 온라인 공

간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그림 1 Spatial NFT 전시, 일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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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FT 오프라인 전시 

기존의 많은 미술관들은 급부상하는 NFTart 
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지난 2022 년 1 
월 세계 최초로 NFT 작품만 전시하는 박물
관인 시애틀 NFT 뮤지엄(Seattle NFT 

Museum, SNFTM, 시에틀 벨타운)이 개관했다. 

그림 2 시애틀 NFT 뮤지엄의 외관 

기존의 미술관은 작품의 구매자와 향유자
가 분리되어 향유를 하는 관람객은 많았
지만 구매까지 연결되긴 힘든 구조였다. 
하지만 NFTart 는 다양한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
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
다. 하지만 구매를 하고 난 뒤 그 이후의 경험
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

정이다.  

우리는 NFTart 를 구매하고 난 뒤 오프라

인 전시장에서 향유자의 관람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증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비

물질로 이루어진 그래픽이라는 점이 NFTart 의 

다양한 특징을 만들어내지만 오프라인 전

시에서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저 디스

플레이에만 안착되어 전시되는 형태로만 보여

질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우리는 

이 비물질로 이루어진 그래픽을 물질에 대

입하여 재생산 함으로써 오프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전시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3. NFT 작품과 물질화 연동 전시 ‘찰카닥’

3.1 작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NFTart 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듯 NFTart 를 보는 것이 

아닌 투자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 이유가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기존의 NFTart 창작자는 작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작품이 어떻게 전시될 것인지 까지 
고민하는 작가는 흔치 않다. 따라서 구매자들 
또한 자신들이 구매한 NFTart 를 프로필 
사진으로 자랑하거나 집 혹은 갤러리 모니터에 
가만히 띄워 두기만 한다. 우리는 NFTart 에서 
상호작용이라는 요소가 추가된다면 어떨까? 마치 
키를 이용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듯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찰카닥’ 이라는 NFTart 오프라인 

전시 경험을 제시하였다. 

 비물질인 디지털아트로 이루어진 NFTart 를  
다시 물질화 하여 해당 디지털 아트와 동일한 

형태와 문양을 가진 액세서리로 실물을 만들었다. 

3.2 전시방법 

‘찰카닥’은 그림 3 과 같이 OpesSea 플랫폼의 
NFTart 를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관람자는 
자신이 원하는 NFT 를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구매한 NFT 는 동일한 실물의 

작품이  해당  관람자에게 주어진다.  

그림 3 OpenSea 에서 ‘찰카닥’의 NFTart 인 액세서리 
디자인을 구매하는 장면 

해당 실물의 액세서리를 통해 사용자는 이
를 직접 만져 보고 느낄 수 있고, 이를 전시 공간 
내 설치된 찰카닥 박스에 가져가면, 관람자들은 
이 물질로 만들어진 액세서리를 통해 다시 자
신이 구입한 NFT 를 디스플레이로 다시 불

러와서 디지털 컨텐츠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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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찰카닥 박스 (위)와 NFT 액세서리의 실물 액
세서리 결과물 

4. 논의

NFT 아트와 물질화 연동을 통한 데모 전시를 
진행한 결과, 기존 NFT art 에서 중심이 된 
디지털 기반의 작품의 독창성과 창작성 못
지 않게 물질성을 갖게 됨으로써 작품 전시 경

험의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 5 찰카닥 전시 시연 

또한 사용자에게 NFT art 에서 보여지는 형상을 

그래픽으로만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전시에서 현실 세계에 NFT 작품의 컨

셉과 맥락이 연결 될 수 있는 오브제를 통해 작

품의 컨셉과 맥락 연결이 가능했다.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NFTart 의 오프라인 전시에서 형태 및 

재질의 변화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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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필연적으로 시대성을 지닌 회화 작품이 대중에게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본 작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고흐의 <The Starry Night>을 

재해석하여 관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도록 

제작되었다. 관객은 회화 작품을 보는 것과 함께 

응시하는 부분의 색으로부터 컴퓨터 연산에 의해 

변환된 소리를 듣게 된다. 본 작품은 ‘터치디자이너’를 

활용해 제작되었고, 파이썬 스크립트에 의해 색이 

음으로 변환되어 관객에게 제공된다. 본 작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기존의 회화 작품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감상의 영역을 

시각에서 청각으로, 혹은 시각과 청각의 다중 감각으로 

확장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터치디자이너, 제너러티브 

아트, 미디어아트, 다중 감각 

1. 배경 및 목적

현대의 대중에게 회화 작품은 어려운 존재인 동시에, 

물질적 가치 외에 큰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회화 작품을 포함한 모든 

예술 작품은 시대성에 기반하는 만큼 그것에 종속되어 

있어,[1] 그 시대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면 

기존의 회화 작품은 단순한 2 차원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화 작품은 지속적으로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 새로운 가치로 대중에게 감상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이에 본 작품은 현대의 중요한 흐름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2] 통해 빈센트 반 고흐의 <The 

Starry Night>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관객에게 

제공하도록 제작되었다. 

2. 작품 컨셉

고대부터 색과 음의 관계나 상호 변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3] 근대부터 색과 음의 파동성이라는 

공통의 요소로 과학적 연구로 전개되었다.[3-5] 

그림 1 작품의 전시 모습 예시 

본 작품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흐의 <The 

Starry Night>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음으로 변환하여 관객에게 들려주고자 하였다. 관객은 

작품의 이미지를 보고, 마우스를 움직이며 일렁이는 

부분을 따라 응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렁이는 

부분의 색으로부터 컴퓨터 연산에 의해 변환된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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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게 되고, 색과 음이 대응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로써 회화 작품은 2 차원 이미지로부터 확장되어, 

관객과 상호작용하여 다중 감각을 자극하는 다차원의 

작품으로 거듭나 관객의 몰입을 강화한다.[6] 

3. 원리 및 구현

3.1 색의 음으로의 변환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색은 색상의 변화를 갖고, 음은 

높낮이의 변화를 갖는다. 또한, HSI 모델로 표현된 

색이 동일한 색상으로 다양한 밝기를 가질 수 있듯, 

음은 동일한 음계로 옥타브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색상을 음의 높낮이로, 밝기를 옥타브로 대응시킬 수 

있다.  

 채도는 ‘색의 선명도’를 의미한다. 색을 음으로 

변환한다는 개념에서 ‘색의 선명도’는 ‘음의 

선명도’로 변환될 수 있다. 색의 선명도가 높을수록 

원래의 색상에 가깝게 보이는 것처럼 음의 선명도가 

높을수록 원래의 음계를 나타내는 기음의 영향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도를 기음의 크기에 

대응시켰다. 

3.2 구현 

본 작품은 노드 기반의 실시간 시각화 프로그램인 

‘터치디자이너(TouchDesigner)’를 활용해 제작되었고, 

노드와 오퍼레이터, 그리고 파이썬 스크립트로 

구성된다. ‘터치디자이너’에서 색은 기본적으로 

RGB(Red, Green, Blue) 모델로 표현된다. 이에 색을 

음으로 변환하기 위해 다음의 수식을 기반으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HSI(Hue, Saturation, 

Intensity) 모델로 표현했다. 

위의 수식에 의해 도출된 H, 즉 색상은 0°부터 

360°까지의 값으로 주파수에 기반하여 C(도)부터 

B(시)까지의 12 음계에 다음과 같이 대응시켰다.  

그림 2 색상과 12 음계의 대응 

다음으로 I, 즉 명도는 0 부터 1 까지의 값으로 현대의 

일반적인 피아노 건반을 기준으로 0 옥타브부터 

8 옥타브까지 다음과 같이 대응시켰다.  

그림 3 명도와 옥타브의 대응 

마지막으로 S, 즉 채도는 0 부터 1 까지의 값으로 앞서 

기음의 크기에 대응시켰다. 따라서 색상과 명도로 

정해진 음의 기음을 별도로 출력하여, 채도를 기음의 

크기에 대응시켰다. 

이 같은 대응 관계에 기반하여 마우스 포인터의 실시간

위치를 매개로 관객이 응시하는 부분의 색을 추출하고,

음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도록 구현하였다.

4. 결론

본 작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고흐의 <The 

Starry Night>을 재해석하여, 시각 자극과 함께 청각 

자극을 제공하도록 제작되었다. 이로써 회화 작품의 

차원을 확장하고 관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시각 

자극으로부터 변환된 청각 자극을 제공하여 다중 

감각을 자극하는 확장된 감상 방식의 가능성을 여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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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청각장애인 환자의 치과진료 진행 과정에서 필담 및 

거수 방식 외에 의사와 커뮤니케이션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여 환자가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청각장애인 환자의 통증 표현을 돕는 

보조장치를 제안하여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에 기반하여 진동 

피드백을 주요한 표현 방법으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진동 피드백을 활용한 1 차 커뮤니케이션과 입체 

그림 도식을 활용한 2 차 커뮤니케이션이 반영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디자인을 구상하여 햅틱 

피드백 프로토타입 장치를 제작했다. 향후 

청각장애인과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프로토타입 장치를 

추가 보완하고 실제 임상에서 데모 가능한 작업으로 

시연할 계획이다. 

 

주제어 

청각장애인 치과진료(Hearing Impaired Patients 

Dental treatment), 통증 표현(Express pain), 햅틱 

피드백(Haptic Feedback), 진동 피드백(Vibration 

Feedback),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Patient-Doctor 

Communication), UX 디자인(UX Design) 

 

1. 서 론 

1.1 배경 및 목적 

 청각장애인 치과진료 진행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종이에 자신의 의견을 적는 

필담 과정 혹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는 거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에 

반복적인 의료 행위가 없을 시에는 서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는 체화 과정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치료를 받도록 하는데 

생기는 심리적 차원과 진료 서비스 차원에서의 

의료적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개의 필담 및 거수 방식은 치과위생사의 도움이 

있는 상황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에 대한 처우나 근무환경 문제로 인하여 

국내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자 중 50%도 안되는 

비율의 종사자가 치과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1] 여기에 더하여 청각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므로 

일반 치과의 의사 혼자서도 청각장애인과 적절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보조기기 활용 및 커뮤케이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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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본 프로젝트는 환자-의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콘셉트 도출을 

위해 사용자 경험(User Scenario, UX)을 주요 

관점으로 취하였다. 문헌 조사에 근거한 제작 

방식을 기획하고 이를 적용한 햅틱 피드백(haptic 

feedback) 프로토타입 장치를 제작하는 복합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먼저, 안전을 고려하면서 

환자-의사 사이에 표현을 효과적으로 매개해 줄 

주요 감각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선정한 감각 

피드백에 적합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디자인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논의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실물 보조장치 초기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뒤 제작 과정과 제작한 장치 

전반을 포괄한 평가 과정을 통해 이후 디자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프로토타입 기획 및 디자인 

2.1 디자인 콘셉트 

그림 2 디자인 콘셉트 키워드 

 보조장치 사용에 대한 1 차 및 2 차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경험 시나리오는 그림 1과 같다. 보조장치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고 의료적 상담과 문진 그리고 

검사 및 진단을 마친 이후 본 치료 과정 중에  

사용한다. 본 치료 이전에 필담, 수어 등 의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한 상황 속에서 보조장치에 대한 

사용법 안내를 듣고 시술에 임하게 된다.  여기서 

1차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즉각적인 통증 표현을 

위한 보조장치 버튼 사용에 관한 의사소통 

시나리오이며, 2 차 커뮤니케이션은 1 차 

커뮤니케이션 후 추가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보조장치의 큐브 도식을 

활용해 소통하는 시나리오이다.  

 1 차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본 치료 과정 중 의도치 

않은 통증이 환자에게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의사에게 

신호를 주고 의사는 진동 피드백을 통해 신호를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 그 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림 1   보조장치 사용에 대한 1차 및 2차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경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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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환자와의 2 차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시술 활동을 지속한다. 

 보조장치를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한 

핵심 키워드는 그림 2 와 같은 3 가지로 장치의 

안전성과 신호 피드백의 즉각성 그리고 학습의 

용이성이다. 먼저, 안전성과 즉각성은 실제 임상에서 

활용될 때 환자와 의사 모두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환자가 통증 표현을 위해 장치를 

사용한 피드백이 시술자에게 즉시 전달되더라도 

시술행위에 방해를 줌으로써 환자가 위험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의 용이성은 보조장치를 처음 쓰는 

환자여도 의사의 안내에 따라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쉬운 조작 방식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작 난이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기능으로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함으로써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심리적인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2.2 진동 피드백 선정 과정 

 시각, 청각, 촉각(진동) 중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할 만한 근거를 지닌 감각을 소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동 피드백을 선정하였다. 

이때 환자와 의사 모두의 입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선택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먼저 ‘청각 신호’의 경우 치과 진료 시에 발생하는 

소음 특성으로 인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기기의 청각 신호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동하와 최미숙(2013)에 의하면 치과진료장의 

소음 특성을 소음평가 곡선 (NR-curve)과 비교한 

결과 NR-67∼NR-83 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진료 

순간에는 작업장의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스케일링, 보존치료,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소음을 

측정했다. 치과병원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은 치료 

종류 별로 81.5dB(A)∼69.3dB(A)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4k(Hz) 이상의 고주파 성분이 우세하게 

나타나 치과공포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2] 이를 통해 현재의 치과진료 행위 시 청각 

신호를 중심으로 농아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기 위해서는 높은 dB 을 지닌 소음들을 

상회할 만한 dB 의 청각 신호를 활용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적 조건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김경옥(2013) 등의 연구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소음성 난청을 겪기 쉬운 작업 환경 속에 

놓여있으며, 청력 손상을 예방하고 인지적인 

수행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히려 청력 

손상을 예방하는 보호 기구 착용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입장에서 청각 신호를 중심으로 하는 보조장치 

기기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시각 신호’의 경우 치과위생사의 보조 

없이 시술자인 치과의사 단독으로는 시각 신호에 

집중할 수 없는 요소가 다수 발견되었다. 정밀하게 

진료를 하는 상황 속에서 시술자는 환자의 구강을 

관찰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장면으로 시선 처리를 

하기가 어렵다. 시선을 움직이더라도 핸드피스와 

같이 시술도구를 집고 진료 중인 손은 고정한 

상태여야만 지속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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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치과진료 시에 사용되는 불빛들은 라이트 

안경, 실내광 등 모두 자연광과 비슷한 색을 

사용한다.  치아 변색, 잇몸 변색 등 진료 시에 

관찰해야 하거나 임상적 증상이 나타날 때 환자의 

신체 색 변화에 대해 가장 적합한 시각처리를 통해 

색구분을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시진을 할 때 

치아 표면 및 우식부위의 색깔이 활성 우식과 

정지성 우식의 감별요소로써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때 술자는 치료 과정에서 시선이 구강 내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불빛을 깜빡거리게 하거나 다른 

불빛의 색깔을 시각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 [4]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시각신호를 1 차 커뮤니케이션으로 

매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2 보조장치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디자인 

2.2.1 1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환자-의사 사이의 1 차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해 줄 

인터페이스(Interface)와 인터랙션(Interaction) 

디자인 비주얼 콘셉트는 그림 3 과 같다. 실물로 

제작한 장치의 모습은 그림 4 와 같으며, 착용한 

모습은 그림 5 와 같다. 환자에게는 양손을 모았을 

때 가볍게 쥘 수 있는 큐브 모양의 그립 버튼 장치가 

주어진다. 의사에게는 팔꿈치부터 어깨 사이의 

위팔에 착용할 수 있는 진동 피드백 커프 장치인 

암밴드(Armband)가 주어지며 벨크로를 통해 쉽게 

탈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했다. 암밴드는 

향후 보다 잦은 사용에도 하드웨어(H/W) 고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쉽도록 암밴드 내 진동 모터와 

연결이 가능한 모듈형 하드웨어 박스 디자인을 

통해 H/W 및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햅틱 피드백을 위한 암밴드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시술 

시 팔의 움직임에도 형태 보존 및 안정성을 

높이는데 유리한 탄성재질을 지닌 네오플랜 소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통증에 대한 일차적인 의사표현은 환자가 그립 

장치의 원형 버튼을 눌러(click) 의사의 위팔에 진동 

피드백을 전달함으로써 매개된다. 이때 두 장치 

사이에 초소형 아두이노 ATtiny85 보드와 블루투스 

모듈(Bluetooth module)이 시리얼 통신을 통해 

연결됨으로써 원형 버튼을 눌렀을 때 커프 장치의 

진동 모듈(Vibration Module)에서 진동이 발생된다. 

 진동 피드백은 ‘힘들다’, ‘아프다’와 같은 통증 

표현에 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시술 전에 

합의함으로써 피드백 전달 시 의사는 신호의 의미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의사는 시술도구를 주로 

사용하지 않는 팔의 반대편에 커프 장치를 

착용함으로써 진동 피드백이 진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앤다. 또한 환자 진료 시 

치과의사에게 권장되는 기본자세와 술자의 가동 

그림 3   1차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디자인 비주얼 콘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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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통상적으로 환자의 머리를 12 시 기준으로   

9시에서 12시 범위인 것을 고려해 [5] 유선 장치를 

사용했을 때 선이 꼬여 편의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무선 통신 장치로 고안했다.  

 

 

그림 4 초기 프로토타입 장치의 H/W 구성 – 왼쪽햅틱 

피드백 암밴드, 오른쪽 환자용 커뮤니케이션 입력 

디바이스 

 

 

그림 5 초기 프로토타입 사용 및 착용 모습 

 

2.2.2 2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본 프로젝트에서는 진동 피드백을 중심으로 한 

일차적인 소통 이후 환자-의사 사이의 2 차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의 

콘셉트를 그림 6과 같이 기획했다. 

 환자는 큐브 모양의 육면체 보조장치에서 버튼을 

제외한 다섯 면에 3D 프린팅으로 출력된 도식을 

소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안을 

헹구고 싶어요(water)’, ‘입을 벌리기 힘들어요 

(mouth)’, ‘석션이 필요해요 (suction)’, ‘마취가 풀린 

것 같아요 (syringe)’, ‘치료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time)’의 다섯 가지에 대한 의견을 임의로 

제시하였다. 향후 청각장애인 환자와 의사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제 진료 과정에서 주요하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섯 면에 반영될 입체 그림과 소통 내용 및 

장치의 형태 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인지하기에 

보다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메세지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림 6 2차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디자인 비주얼 콘셉트 

 

3.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진동 피드백을 중심으로 1 차적인 

의사 표현을 진행하는 치과진료 보조장치를 

제안함으로써 청각장애인 환자 및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사용자 관점이 문헌 연구를 통해서만 

고려되어 연구자 중심으로만 디자인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향후 청각장애인과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여 의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모두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고려된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밀성과 사용성을 평가하는 정량-정성 연구를 

수행하여 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파일럿 사용자 조사에서 지적한 암 밴드의 

착용성 및 H/W 안정성, 그리고 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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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장치의 직관적 촉각 및 시각 

인터페이스 개선하여 전시 및 데모 가능한 안정된 

디바이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환자와 의사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보조장치 디자인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관한 기초자료가 됨으로써 

향후 실제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참조치(reference)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는 청각장애환자 치과진료 

외에도 치과진료 시 환자-의사 커뮤니케이션에 

유용한 보편적인(universal) 디자인 가이드를 만드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말로 의사표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다양한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 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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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헤는 밤 : 초거대 소셜 네트워크 속 관계맺음에 대한 반추 
Particling Stars at Night: Reflection on Digitally Remediated Relationships 

요약문 

우리는 디지털로 재매개화 된 거대한 사회적 관계망 속 
우주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연결과 끊어짐을 

경험하며 방황하는 시대를 산다. 이 과정에서 현실 속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을 은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교류한다. 관계의 시작과 끝이 이산적으로 정의된 만큼, 
그 맺고 끊음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특성을 갖는다. 

수십억 명이 존재하는 디지털 우주, 수천만의 링크가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관계 맺음이란 무엇이며, 그 관계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작업은 이러한 질문에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작품은 관객에게 광활한 
우주를 유영하며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통해 만난 

존재들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르고, 목소리의 파형을 
통해 생성되는 파티클 천체들이 화면 위를 잠시 동안 
떠돌며 머물다 사라지는 과정을 보며, 이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 우주 속에서의 관계 맺음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제어 

이머징 미디어아트, 웹아트, 파티클, 소셜 네트워크, 

반추  

1. 작품 개요 

우리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셀 수 
없이 많은 연결과 끊어짐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 속의 관계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과 맺는 
유대가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1] 그러나 이 거대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관계 맺음은 무엇이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생각할 

가치가 있는 질문임이 분명하다. 

내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자기 성찰은 HCI 분야에서도 
뜻깊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실제와 같은 경험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의되거나 

연구되지 않았다. [2]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는 
표현과 참가자 간의 연결을 통해 참가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반영하며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많은 미디어 아트들은 자기표현, 자기 

성찰에 대해 디자인되고 상연되어왔다. [3] 

우리에게 친숙한 시인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은 별이 

가득한 가을 밤하늘을 보며 시대상이 주는 불안감과 
절망감을 극복하고, 이상적 미래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 
반추하는 과정을 아름답고 담담하게 묘사한 시이다. 

시의 배경이 된 ‘가을’은 쓸쓸함과 덧없음을, 별들이 
가득 찬 ‘하늘’은 맑고 아름다움이 담긴 시인의 

이상향을, ‘별’은 회상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아, 연구자는 practice-based 
research 접근법[4]을 통해, 수많은 연결과 끊어짐, 

기억되고 잊혀짐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디지털로 
재매개화 된 인간관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관객들도 비슷한 반추의 기회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 중 별과 하늘이 가진 의미처럼, 
연구자의 작업 ‘별 헤는 밤’ 속에서, 관객은 매번 

새롭게 생성되는 파티클 천체들로 이루어진 우주 속을 
유영하게 된다. 이 과정 중 관객은 초거대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소리 

내어 불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작품은 Speech-
to-Text 기술과 오디오 파형분석을 통해 관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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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별 헤는 밤의 동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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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파라미터로 하여 새로운 
별들을 생성하고 화면에 배치한다. 이 별들은 잠시 

동안 반짝이고, 중심 별로 표현되는 ‘나’의 곁을 떠돌며 
머문다. 관객은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별을 보며 
그들이 오늘날 이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 우주에서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 작품의  디자인과 개발 

데이터 — 관객의 목소리와 앰비언트 노이즈의 
텍스처를 사용했으며, 천체로 형상화되는데 사용될 
그래픽 요소의 스타일을 결정하기 위해 사운드의 

진폭을 사용했다. 청중이 말한 이름을 인식하고 작품에 
드러내기 위해 Kakao Speech-to-Text API 를 

사용했다. 

이벤트 — 시청자가 이름을 입력하면 이름에 따라 
고유한 색상의 천체가 생성된다. 관객이 누군가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관객의 목소리의 크기와 STT 

API로 인식된 그 사람의 이름에 따라 독특한 모양과 
색상을 가진 파티클 덩어리가 화면에 생성되며 잠시 

머물게 된다. 

인터랙션 — 천체는 중심 별을 그냥 지나치거나 중심 
별과 상호작용하며 사용자의 반추 과정에 흥미를 
더한다. 천체가 중심 별의 주변 영역 내부로 들어오면 

실제 중력이 작용하듯 중심 별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 또한, 일정 시간마다 중심 별에는 해당 천체와 
동일한 색상의 파티클이, 천체에는 중심 별과 동일한 

색상의 파티클이 추가된다. 중심 별에 완전히 흡수되는 
경우 중심 별은 천체와 동일한 파티클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는 어떤 천체는 빠르게 중심 별로 다가오지만 

흡수되지 못하고 금방 떠나가는 반면, 어떤 천체는 
느리게 접근하지만 긴 시간 주변 궤도를 돌다가 끝내 
흡수되는 식의 고유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생성된 

천체들의 자취에 따라 달라지는 중심 별의 파티클 
구성은 여러 형태의 관계들을 맺어 온 결과이자 현재 
나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객이 인터랙션 

종료를 원하는 경우 중심 별을 구성하는 파티클들이 
마치 별이 폭발하듯 퍼져 나가 화면을 가득 메운 채로 
정지한다.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경험은 마지막 

스크린샷으로 관객에게 제공되며 마무리된다. 화면의 

왼쪽 하단에는 캡션의 형식을 따라 관객의 이름과 
관객이 부른 이름의 개수가 ‘기억에 남는 존재들’로서 

표시된다. 

3. 결론 및 제언 

미디어아트는 내재적으로 과학기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매체와 기술의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했다. 연구자는 관객이 미디어아트 

경험을 통해 현실 세계를 반추하고,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길 바라며 작업을 디자인했다. 
관객을 의미하는 화면 속 중심 별과 소셜 네트워크 속 

관계들을 나타내는 천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보며, 소셜미디어 안팎에서 만나왔던 
관계들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의 관계 맺음에 대해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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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  시 이 의  스, 
안 ,  결정  향  . SHIFT  
의 주    의 서 의 

주   , 이, 의   
   및 주 정  제   

 스 이로 구  터   시스템 
이 . 이  이  의  의 사 , 
사 의 과 주    한   
사  한     로  

 안 고  사이     로 
대 . 

주제어 

 스 제  , 주   , 지  
 

1. 요 

  의  , ,   
지 목 의 주 과 장 로, 로, 주 로 

 한 서 의 이   
사  제  한 향 로 고 . 
이  은  동향은  유    한 

서    ‘어  이크’ 유 의 
 2021  글로  판 이 장   

  [1].  

  주 서 이 의  스, 
안 ,  결정  향  .   
한 의  서 이   향  

유 한 이   어 데 장   
 이 의 향   의  이 의 
 진 [2]. SHIFT  의 서 

의 주   이    
 한 주  정  제  스 이로 

구  과 이  목   의 주  
 이  제 한 . 

2. 목  

주 5 제의 과 1  구의 로  및  
스  동  참  구  어 [3].  

 참 과  제한사 이 어 제 
어 서     동 로  

 사 이 어  추 이 .   
어 장 요한 분은 이 의 주  이 
한 프로 의 이스 결과  스  연구   

 [4]. 사이  대한 문헌 사, 그 고 5  
이 의 이  과  회의 토종주 및  대회 
주   대 로 터  시한 결과, 과 

주 목   의 이     
. 이 결과    및 로  

한  스  동  이 이    
SHIFT  . 

 

3.  

SHIFT  의 주    의 
서 의 주   , 이, 의 
  변  , 그 고  

 및 주 정  제    스 이로 
구  터   시스템이 . 

 

3.1 변    

변   [그 1]과 이 (Top), 램프(Ramp) 
후크(Hook), (Drop), (Lever) 로 구 어 

.   420mm 의 , 이 
100mm 의 스템 로 이 어지  , 이, 의 

   3 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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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  분  

 

[그 2]의 시  이 SHIFT 의  한 
의  이 의 목   이  의 

이      의  
제어 , 스 이   이 의 현   

 정  제 한 . 

 

그  2  시  

  

[그  3]과 이  서  의  의 
이   0 로 지정   로  

   . [그 4]  이 프로  
서  의    이  

장 로 서 안정       
 의 이    향  

   . 한  90° 회  
 지한 서  의 제동  한 이크 
      . [그  5]  

이 , 토종주 주  한 장  서  
의   로 정  장  주  시 

요한    의  확 과 
동시  지  은 로 계  현 이 

  지 . 한 약 57°의  
회 [5]   장   사  의한  로 
현  . [그  6]과 이  의 
주  한 스  서  의  고 
이   계     이   
은  로 유지    한 . 한 약 

5°의  회    지 한  고 주 시 
요한   유지     의 

분  지 한  고 주 시 과 이 의 
  의   이   

이  로  유지    한 .  

 

 

그  3  

 

 

그  4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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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5 장  

 

 

그  6 스  

 

 

그  7 사  스  한 프로토   

 

 의  제어 사    
[그 7]의 구  이 2 의   

어 터, 1 의 이  어 터 그 고 
  한 2 의 서 터   , 

이  제어 한 박스  제 .  

 

3.2 스 이 터 이스 

스 이 터 이스   이  현  주  
, 현  정  주  , 이   한 

현  주  , 현  정  주  로, 그 고  
  및 시  정  이  

제 한 . 

[그  8]과 이 현  현  정  주 , 스 
진 향  주   서 확   , 
GPS데이터  한  정확한 주   로 
진    확 이 요  의  

 [그  9]  이 이  로 이동,  
정  확    한 . 한 [그  10] 과 이 
추  의  정이 요한  
스 이  표  의   정   

    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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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8 – 주  터 이스 

 

그  9 – 이  터 이스 

 

그  10 –  정 터 이스 

 

4. 의 별  및 대 과 

한 사회 문  요 로    
요   추 이  이 은 이    
 주   요구 고 . 이  SHIFT  의 

주     의 이     
    제어   이  
스, 안 ,  대   
  주  대한 이 의  시  

  이 . 한  주      
로 한  및 사고  지   안 한 
스  동   데     로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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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세상에서의 혐오’의 심각성을 느끼고 혐오에 맞설 

수 있는 수행적 경험을 제공하는 몰입형 VR 작품 

<Erasing Silence>를 제작하였다. 본 작품에서는 

실생활에서 쉽게 느끼고 접할 수 없는 혐오를 VR 을 

통해 체험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의행동’에서 제공된 키트에서의 ‘지우기’ 

행위에 기반한 인터랙션을 주요한 관객경험으로 

디자인하였으며 관람객들은 혐오 텍스트와 

사운드로 가득한 가상공간 안에서 혐오를 경험하고 

직접 혐오를 지우는 행동을 통해 혐오에 대해 맞설 

용기를 얻으며 다시 한 번 혐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 

주제어 

VR 작품(VR Art), 인터랙티브 VR (Interactive VR), 

경험(Experience), 관객참여, 혐오  

 

1. 프로젝트 기획 및 배경 

본 프로젝트는 <Erasing Silence>(부제: 혐오에 

대항하기 위해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전염병, 전쟁, 재난, 갈등 등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극은 ‘혐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고, 이러한 ‘혐오'는 인터넷, 

소셜사회망이 발달하면서 더욱 심해져감에 

주목하였다. 근래에는 특히, SNS 및 각종 

커뮤니티를 통한 각종 혐오 집단의 형성으로 그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우리는 본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갈등들을 증폭시키는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 세상에서의 혐오’의 심각성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환경을 디지털 매체의 

요소인 텍스트, 사진, 영상을 활용하고, 인터넷, SNS, 

카메라 등을 추상화한 가상공간에서 표현하였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의행동'에서 제공된 

대항도구 KIT 속 혐오 텍스트와 인터랙션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혐오를 텍스트, 사운드 방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침묵하는 것이 아닌, 

지켜야하는 것들, 해결해야하는 것들을 행하는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혐오’의 공간은 

‘대항표현/긍정적인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고 

실제로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2. 프로젝트 세부내용 

2.1 프로젝트 구성 

본 프로젝트는 Intro 영상 - VR 콘텐츠 - Offline 

전시 - NFT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 제작은 

Intro 영상과 VR 콘텐츠에 한정하고, Offline 전시와 

NFT 서비스는 UX 및 Visual 프로토타입 레벨로 

제작하였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41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417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mailto:yeonhhl@naver.com
mailto:rlagpfls0225@naver.com
mailto:reggae1@naver.com


 

그림 1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의 행동’ 대항도구 KIT 

또한 사회적 혐동조합 ‘오늘의 행동’에서 제공된 

대항 도구 KIT 속 혐오 텍스트들을 사용하였다. 본 

키트에서는 말풍선으로 쓰여진 텍스트들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도록 제작되어 이러한 행위를 

본 프로젝트에서 인터랙션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2 프로젝트 중 혐오 텍스트룸 인터랙션 

2.2 혐오 텍스트룸 

혐오 단어, 악플이 적혀진 인터넷 창 오브젝트가 방 

안에 무작위로 떠있다. 이 창들 안에 여러 문장 중에 

혐오 텍스트 문장들을 찾아 ‘대항표현 지우개'로 

지운다. 지우개로 혐오 텍스트를 지울 때 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조롱이 담긴 사운드가 들린다. (예 : 

‘장난이잖아, 왜 혼자 진지하게 굴어?’와 같은 

음성이 필터링되며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는다.) 이 

사운드들이 모든 인터랙션마다 쌓여 하나의 소리 

뭉치로 들리며 플레이어를 괴롭게 한다. 이는 

우리가 혐오의 대상을 도와주었을 때 우리도 비난 

받을 수 있고 혐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본 프로젝트의 메시지이다. 플레이어는 

괴로운 사운드를 가지고 다음 방으로 넘어간다. 

 

 

그림 3 프로젝트 중 혐오 사운드룸  

2.3 혐오 사운드룸 

어둠으로 가득한 방에서 사용자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마우스포인터)들이 보이게 되며 나래이션이 

나온다. ‘당신의 용기로 인해 당신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하신가요?'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된다. 이는 

혐오에 맞서 싸워 용기를 낸 사용자 역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용자가 혐오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는 사운드룸에서 

나래이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목소리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손가락질과 혐오 텍스트 방에서 생성된 

괴로운 소리 뭉치들을 없애게 해주는 다른 누군가의 

용기이다. 이후 사용자를 괴롭히던 소리 뭉치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이후 괴로운 소리들이 지나가고 

공간의 환경음만 남게 된다. 곧이어 배경이 하얗게 

변하고 혐오가 사어가 된 세상만이 남게 되며 

엔딩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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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엔딩 

 

3. 프로젝트 제작 및 개발 

3.1 개발 

유니티 엔진을 사용하여 C#으로 개발하였으며 랜더 

파이프라인은 URP(Universal Render Pipeline) 

사용하였다. Oculus Rift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VR 

Interaction Framework 사용하였고 Locomotion 은 

teleport 와 controller 타입 두가지 선택 가능하게 

하였다. Snap Turn 은 좌우 45 도 이동으로 

구현하였다. 

3.2 디자인 

전체 공간은 Unity Asset (HQ Abandoned 

School)을 활용하였다. 텍스트를 지우는 지우개와 

공간에 떠다니는 윈도우창의 3D 모델은 Blender 을 

활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벽면의 그라피티와 공간속 

텍스트, 말풍선 등은 Adobe Illustraion 2022, 

Adobe Photoshop 2022 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인터랙션은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의  행동’에서 

제공된 키트를 바탕으로 지우개로 지우는 인터랙션 

방식을 선택하였다.  

3.3 사운드 

전체적인 소리 밸런스 조절하기 위해  Protools 를 

사용하였고, 작곡한 곡을 편곡하는 과정에는  

Ableton live 를 사용하였다. 편곡하는 과정에서는 

전자음악적 요소를 추가하고, 소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LFO 와 음원 분리를 활용하여 음원의 

배음을 강조한 전자소리로 연출하였다. 또한 본 

프로젝트에는 각종 소리들이 겹쳐지는 장면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때 어지러운 소리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modulation 과 distortion 을 적극 활용하였다.  

4. 결론  

본 프로젝트에서는 인터넷과 소셜사회망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혐오의 

문제를 체험자에게 전달한다. 특히 텍스트를 지우는 

인터랙션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변형한 

사운드를 통해 혐오를 가까이 느끼며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본 

VR 작품 경험이 체험자들로 하여금 혐오 문제에 

대해 성찰해보는 기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방관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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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쾌히 대항도구 KIT 를 제공해준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의행동’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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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현대에는 태블릿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편화와 

가족구성원 개인의 여가시간 부족으로 인해 가족 간 
대화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대화가 어려운 
가족들은 말문을 열거나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단계부터 어려워했다. 이에 가족 구성원 간의 
공통 관심사를 파악하여 공통 대화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말문을 터주는 역할의 인공지능 스피커, 
‘우리집 막내‘ 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집 막내’ 는 
한자리에 모인 가족구성원을 인식하여 그들의 공통 
관심사를 발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감정에 

반응하거나 고개를 움직이는 등 사람과 유사하게 휴먼 
인터랙션을 함으로써 어색한 가족 구성원이 친밀한 
관계로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가족 관계, 대화, 공통 관심사, 인공지능 스피커, 휴먼 

감성, 인터랙션 

1. 서 론 

1-1. 연구 배경 

현대에는 태블릿 및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고 가족구성원의 여가시간이 부족해지면서 
가족 대화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대화를 하지 

않는 가족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2021 년 기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405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자녀와 대화를 얼마나 하냐’는 설문조사에 대화 

시간이 1 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0.9%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1]. 가족관계에서 의사소통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이고, 이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과 주관적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므로 가족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2]. 

1-2. 연구 목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405 명 조사 결과, 가족 

대화 단절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스마트폰, 
게임 등에 시간을 뺏겨서(33.6%), 서로 대화방식이 
달라서(20%), 시간이 부족해서(20%), 대화 소재가 

없어서(10.4%) 순으로 응답했다[3]. 또한 가족과 
대화가 부족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간접 관찰과 
심층 인터뷰 결과, 대화가 어려운 가족들은 말문을 

열거나 지속적으로 대화하게 만드는 소재를 찾는 
단계부터 어려워했다. 이에 가족 구성원 간의 공통 
관심사를 파악하여 대화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말문을 

여는 역할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특정 감정에 반응하여 사용자와 

인터랙션하고 사람과 유사한 행위를 보인다면 어색한 

가족 구성원 간 친밀한 관계로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작품 내용 

‘우리집 막내’ 는 가족 구성원 간의 공통 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한 자리에 모인 구성원의 공통 

관심사를 대화 소재로 던지는 인공지능 스피커이다. 
식탁이나 거실 공간에 위치하여 가족들이 모였을 때 
말문을 여는 재간둥이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 감정에 

반응하여 인터랙션하고 사람과 유사한 행위를 통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2-1. 시스템 구성도 

‘우리집 막내’ 는 인공지능 스피커이며 연동되는 앱과 
함께 구성된다. 가족들의  관심사를 수집 및 분석하여 

공통관심사 대화 소재를 제공하는 역할은 앱이, 이를 

발화하는 역할은 제품이 수행한다.  

가족들의 관심사를 수집 및 분석하여 공통관심사 대화 

소재를 제공하는 일은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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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족 구성원 
개별 기기에서의 검색기록, 시청기록 등의 데이터를  

키워드형태로 추출하여 개인관심사로 클라우드 서버 
내에 저장하고, 가족 구성원의 개인관심사 키워드를 
종합하여 공통관심사 키워드를 뽑아낸다. 이 키워드를 

통해 공통관심사 소식을 구성한다. 공통관심사 소식은 
앱에서 볼 수 있고, 제품을 사용할 때에 스피커를 통해 
발화된다. 제품 앞에 모인 가족구성원 간 공통 

관심사를 발화하기 위해, 제품의 카메라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진을 클라우드로 보내,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로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인식되었는지 구분한다. 

다음으로 인식된 가족구성원 간 공통관심사를 
클라우드에서 불러와서 제품의 스피커를 통해 

발화한다. 시스템 구성도를 [그림 1]에 표현하였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2-2. 제품 페르소나 

가족 간의 관계를 심층인터뷰로 파악한 결과, 막내가 

말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상황이 많은 점을 발견했다. 
‘우리집 막내’ 는 친근하고 거부감없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 중 막내 모티브로, 말을 먼저 

던지는 재간둥이 성격을 제품 페르소나로 설정하였다.  

2-3. 디자인 시나리오 

‘우리집 막내’ 는 평소에 [그림 2]의 첫번째 그림의 

모습이다. 2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인식되면 [그림 
2]의 두번째, 세번째 그림 같이 볼이 붉어지며 생기를 
띤다. 볼은 밝아지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며 

살아있음을 모방한다. 몸체의 불빛도 낮은 높이로 
서서히 켜진다. 인식된 가족구성원이 누구인지 
파악되면 ‘엄마, 민지 언니 안녕?’과 같이 인사를 

건넨다. 가족 구성원의 대화소리가 기준 시간 이상 
들리지 않으면 ‘우리집 막내’ 는 말을 걸겠다는 신호인 
효과음을 들려주고, 인식된 가족구성원들의 

공통관심사로 말을 건넨다. 예를 들어 “작년 이맘에는 
여의도 공원에 갔었어. 민지 언니가 고양이 간식을 
주니까 고양이들이 몰려들었잖아, 그때 

재미있었지?”와 같은 말을 건네 말문을 연다. 이때 

[그림 3]와 같이 몸체의 불빛이 상하로 일렁이며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말문 끝에는 고개를 

좌우로 한번씩 기웃댄다. 가족들이 웃는 소리를 제품이 
인식하면 몸체가 좌우로 15도씩 2번 회전하며 함께 
웃는 것처럼 행동해 마치 가족 구성원인듯 친근한 

느낌을 준다. 15분 이상 음성이 감지되지 않고, 제품 
앞에 있는 가족이 2 명 이하로 인식이 되면 서서히 

[그림 2]의 첫번째 그림 상태로 돌아간다. 

 

그림 2 ‘우리집 막내’의 기본상태 볼 LED 변화 

 

그림 3 말을 건넬 때의 몸체 LED와 고개 움직임 

2-4. 프로토타입 제작 

‘우리집 막내’의 작동 프로세스는 인풋과정과 
아웃풋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풋 과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얼굴과 목소리를 수집하여 구성원을 

구별하고, 공통 관심사를 클라우드에서 받아온다. 
아웃풋 과정에서는 받아온 공통 관심사를 발화하고 
볼과 몸체의 LED와 고개와 몸체의 움직임을 제어한다. 

인풋 과정은 가족 구성원을 인식하여 구분하는 기능과 
음성 인지 기능을 위해 카메라와 MEMS, ADC IC 
등을 설계하였으며, 아웃풋은 LED IC 와 LED 

DRIVER, SPEAKER, MOTOR 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과 같이 아웃풋을 위주로 
구현하였다. 네오픽셀을 몸체와 상단부 볼 양쪽에 

위치시켰으며, 하단에 스피커를 두었다. 고개가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와 몸체를 2 피스로 
나누어, 구형 머리의 한가운데에 서보모터 회전축 

중심을 위치시켜 몸체와 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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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웃풋 구현을 위한 ‘우리집 막내’ 부품 설계도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아두이노 나노를 사용하였으며, 

라이노 프로그램으로 3D 프린팅과 도색과정을 거쳐 
하드웨어를 구성하였고, 아두이노 코딩을 통해 아웃풋 

간의 인터랙션을 완성했다. 

 

그림 5 아웃풋 구현을 위한 ‘우리집 막내’ 제작 과정 

2-5. 연동 앱 

제품과 연동되는 앱에서는 첫번째로 가족 구성원 
개인의 관심사를 수집한다. 이는 공통관심사, 즉 대화 
소재의 소스가 된다. 두번째로 공통관심사 소식을 피드 

형태로 보여준다. 앱은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하여 가족 
구성원 개인의 관심사를 키워드의 형태로 분석하고,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를 공통 관심사로 가져온다. 이 

공통 관심사는 앱에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제품이 
말을 건네는 것에도 사용된다. 세번째로 제품이 한 
자리에 인식된 가족 구성원의 공통관심사를 발화해야 

하므로, 가족 구성원을 인식하고 구분하기 위한 
생체정보 등록을 수행한다. 위 기능들을 위해 앱의 
온보딩(onboarding)과정에서 음성과 얼굴을 

등록하고 검색기록이나 시청기록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 받는다.  

앱은 우리가족 관심사, 말꼬 흔적, 마이페이지 총 

3 가지 항목이 있다. 우리가족 관심사 항목은 [그림 
6]와 같이, 상단에 위치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공통관심사 소식으로 피드가 구성된다. 상단의 가족 

구성원 아이콘은 버튼이며, 버튼을 탭하여 공통관심사 
소식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버튼에 테두리를 둘러 

공통관심사 소식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공통관심사 소식의 바탕이 된 키워드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그림 6]와 같이 하단을 위로 스와이프 하면 

된다.  

 

그림 6 우리가족 관심사 항목 화면 

말꼬 흔적 항목은 날짜별로 ‘우리집 막내’ 제품을 통해 
대화한 참여자와 대화시간을 보여주며, ‘우리집 
막내’가 던진 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 

7]에 나타냈다. 마이페이지 항목에서는 사용자가 
사생활 같은, 대화소재로 원치 않는 정보를 배제하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나의 관심사 

키워드를 삭제하거나 접근권한을 재설정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생체정보도 재설정 가능하다. 

 

그림 7 말꼬 흔적 항목 화면(좌측 두 그림)과 마이페이지 
항목 화면(우측 그림)  

 

그림 8 앱 정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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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우리집 막내’는 사전에 파악된 가족 간의 공통 
관심사로 말문을 열고, 볼의 움직임이나 웃는 감정에 
반응하는, 휴먼 인터랙션을 통해 어색한 가족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스피커이다. 말문을 열어주고 공통관심사를 제공받는 
경험은 가족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일반적인 인공지능 스피커는 비서형 
제품이 주류이며 휴먼 감성적 인터랙션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현재 인공지능과 사람 간의 감정 

인터랙션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과 함께 본 
프로젝트에서는 ‘우리집 막내’ 라는 페르소나를 

모티브로 인간처럼 행동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컨셉을 제시하였다. AI 스피커에 
대한 이러한 섬세한 휴먼 감성적 접근은 AI 스피커가 

정보제공 비서 역할에서 감정 교류의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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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eractive Storytelling Content through the Image Abstract 

Process: A case study of a Interactive storytelling Artwork ‘Finger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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ㄿ〨◣ 

<Finger Nature>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성을 통해 

스토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시각화하여 반응형 

미디어월을 제작하고 참여자들끼리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이다.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과정을 예술작업을 통해 

은유화하였으며 여러 가지 단계적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과정을 거쳐 참여와 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형 

예술교육의 형식을 제작하였다.  

 

㎧㋇た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이미지의 연상작용 

(imagining the connection), 텐져블 미디어(tangible 

media),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Interactive 

Storytelling), 미디어월(Media Wall) 
 

1. 㾯⌇㋈㵣 ᣛ䄸 ⛛ᝨ ⚺ ╔㊬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학습자들이 인공지능, 

AR, VR, 로토틱아트와 같은 새로운 과학 기술 

습득에 있어 단순히 외적 기술만을 익히는 것이 아닌 

기술과 예술을 접목시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예술적 상상력이 필요 하다.[1]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빠르게 변화되는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자아와 타자를 인식하고 변화의 

시대 속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고의 연결 회로들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확장해 나가고 이를 예술작품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2] 이야기의 성장을 농사짓는 

과정에 비유하여 파밍(farming)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타인과의 이야기 발전을 토대로 이미지를 

시각화하면서 상대방의 사고를 상상력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정신적 치유를 이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㾯⌇㋈㵣 ᭟ㅔ 

2.1  ⵏ㱋 㶷⚸㈃ ⛇㊯ 3ᶓᝯ 

본 작품은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씨앗발아단계는 생각의 발아 단계를 잘 키워나가는 

단계로 아이디어의 기초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예술적 상상으로 풍부하게 생각의 씨앗들을 

심어나간다. 두 번째 단계는 교환 성장단계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가 변화되고 

성장한다.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수집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정해진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각자 이야기 방을 만들고 이를 합쳐 

다시 이야기 아파트의 형태로 성장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열매 수확단계로 상상력과 교환 

과정에서 성장한 이야기는 벽에 사운드와 영상, 

기호들로 구성된 여러 이미지들로 재구성되어 

나타난다. 씨앗 발아단계와 교환 성장단계 이후에 

결과로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Finger 

Nature>는 손의 터치와 소리로 이야기들은 벽 위에 

완성된다. 이 모든 과정은 참여자와 구성원들이 함께 

결과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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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ᶓᝯ  

2.2.1 ᧗ほ ᧗ ◟ᴿ 〧ᣛ 

릴레이 드로잉으로 단체가 시간을 정해놓고 빠른 

시간에 드로잉 하여 사고의 순발력을 높인다. 

참여자들은 연상되는 것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토론을 하였다 

 

그림 1 : 두뇌 신경에서 이루어진 발상만이 아닌 촉각 

신경을 동반하여 발상을 나타내기 위해 호일을 활용하였다 

2.2.2 ⊳ ᾇ⌇㈴ 

모양 변형이 용이한 호일로 특정한 물건을 만들고 

그것과 맞는 물체들을 나가서 찾아보고 나서  

사진으로 찍고 호일과 같이 그림을 병치 시킨다. 

 

그림 2 : 호일로 추상적 모양을 만들고 이를 구상화시키는 

드로잉 과정 

2.1.4 〧ᣛ ⭛㛰- ⭛㛰ឧ ⚣᾿た ⳃ㑼(Narrative 
walks) 

 

그림 3 : 특정 구간을 걸으면서(산책) 이야기를 만든다 

 

그림 4 : 산책을 하며 발상한 주제를 토대로 물체를 

수집한다.  

여러 팀으로 나누어 주변 풍경과 코스들을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다. 음악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드로잉 한다. 산책을 마친 후, 산책 

도중 생각나는 이미지, 이야기들, 나눈다. 결과물은 

자유로운 드로잉으로 표현하고 공유한다. 본 

프로젝트는 장소를 망각하고 작품 속으로 몰입하여 

관객의 행동을 유발하는 인터렉티브 아트의 특징을 

유효하게 나타내 주었다. 

2.3 䄃⯜㉐ᶓᝯ 

2.3.1 〧ᣛ⚿⯣㈧ 

씨앗 발아단계에서 얻어진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장터를 만들고 서로 팔고 살 수 있는 마켓을 

만든다. 이미지 마켓 세일 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 온 이미지와 이야기를 기반으로 자신의 공간을 

꾸민다. 자신의 공간을 쇼로 나타내고 참여자들과 

함께 나눈다.  

2.3.2 ⵏ㱋 㶷㵣  

씨앗 발아단계에서 얻어진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장터를 만들고 서로 팔고 살 수 있는 마켓을 

만든다. 이미지 마켓 세일 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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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온 이미지와 이야기를 기반으로 자신의 공간을 

꾸민다. 자신의 공간을 쇼로 나타내고 참여자들과 

함께 나눈다.  

2.4 ゟ⒏ ⳃ䄀ᶓᝯ 

2.4.1. ⤆⌇ ᢣᴿ ᭄⯇ 

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감광지는 사물을 올려두면 

햇빛에 영향을 받은 만큼 감광지에 사물의 흔적이 

남겨진다. 영감으로 나타난 것이 사물을 통해 행동 

유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물과 기존의 

영감을  비교하였다. 드로잉 입력을 인터페이스 (펜 

타블렛)를 통해 벽면에 프로젝션 맵핑 기법으로 

나타내었으며 실시간 낙서의 표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림 5 : 감광지위에 나타난 이미지의 추상성 표현  

 

그림 6 : 스토리 아파트가 완성된 모습 

2.4.2. ěFinger NatureĜ�(䀓ᦃ䀃ᴿ ㄿⳋ ❨䃿) 

빛으로 그리는 낙서 단계의 표현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Finger Nature’에 실시간 터치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앞의 단계에서 연구결과로 나온 

이미지의 추상화 결과물은 단순화된 배경표현으로 

나타났으며, 이미지 시퀀스로 표현돼 전도체잉크의 

터치센서 방식으로 구현됐다. 상호작용의 입력신호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닌 전도체잉크를 통해 

직접적인 손가락의 터치를 사용한 것은 이미지의 

단순화와 추상화에 접근하는데 보다 직관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함이었다.  

 

그림 6 : 터치보드 상호작용 미디어 월의 모습. 심플한 

드로잉과 반응하는 영상이 스토리를 완성한다. 

            

그림 7 : 손가락의 전기를 이용하여 전도체 잉크에 전류를 

흘려보내 영상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팀작업을 통해 키워드와 문장 등 이야기를 발전시킨 

내용을 토대로 전도체 잉크를 이용하여 배경 

드로잉을 한다(터치센서와 결합) 큰 벽에 벽화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터치센서를 설치한다. 손으로 

그림을 터치할 경우 반응 앞에 과정을 통해 상징화한 

영상 이미지가 프로젝션 맵핑 기법으로 벽에 

투사된다. (미디어 월)  

 

3. ⌋  

‘Finger Nature’는 앞서 논의한 씨앗 발아단계와 

교환 성장단계를 거쳐 완성된 결과물이다. 

영상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시각화 형식이 아닌, 

테크놀리지 기술을 활용하며 공간에서 주는 영향과 

발상을 시각화하였다. 터치보드를 통해서 테크놀리지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작품에 참여를 

증진 시켜주었고 이용자는 작품에 몰입할 수 있었다. 

능동적으로 참여한 관객들이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며 결과물을 맞이하는 상황을 도출해 내고 

관객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물을 전달하면서 

상호작용[3]을 통한 이야기의 발화가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야기 마켓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살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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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면서 자신의 공간을 꾸미기 위한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논리를 익히는 사회적 가치를 경험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 전파진흥 협회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2022 년도 방송미디어 학점 연계 

참여학교 선정’에 대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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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with AI : GPT-3를 이용한 희곡 쓰기 및 가상 인간과의 연기 연구 
– XR 콘텐츠 ‘Blue Space’ 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Play with AI : Play writing with GPT-3 and collaborative acting with virtual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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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Play with AI 프로젝트의 <Blue Space>는 공연 제작 

전반을 인공지능과의 공동 창작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죽음을 이해하고자 
인간을 살해한 AI의 이야기를 다룬 XR 콘텐츠이다.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인 GPT-3로 3막의 짧은 
희곡을 생성하고, 얼굴 인식 및 Text-to-
Speech(TTS) 기술을 활용하여 3D 가상 인간에게 

감정과 의도를 불어넣어 인간 배우가 같이 
연기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완결성 있는 희곡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 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t), GPT-3, 희곡창작, 
가상 인간(Virtual Human), XR(Extended Reality),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연극(Theatre), 희곡(Play) 

  

1. 프로젝트 기획 배경 및 목적 

예술은 기술과 만났을 때 새로운 문법들을 개발해 
냈다. 영사기 기술로 영화가 탄생했고, 홀로그램이나 

로봇을 이용한 연극도 일본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 연구의 발전으로 
비전문가도 인공지능을 예술의 도구이자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GPT-2와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모델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시도되고 
있지만[1], 희곡 쓰기와 연극 제작은 아직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초창기 단계이다. 본 연구는 GPT-
3 를 통해 개연성과 창의성을 갖춘 대화 
형식(Dialogue), 더 나아가 희곡 형식의 작품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실험하는 동시에, AI 를 
단순한 창작의 도구가 아닌 콘텐츠의 공동 창작자로 
보고, ‘죽음’을 주제로 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2. 프로젝트 내용 

2.1  GPT-3와의 계약 : 공동 희곡 창작 

GPT-3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진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언어 모델이다[2]. 다만 짧은 길이의 
스토리텔링에 특화되어 있으나 긴 글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창작 단계별 
적합한 Prompt Design을 시도하였는데, 줄거리처럼 
짧은 내용을 생성할 때는 유사한 예시를 주어 Few-

Shot Learning 하도록 하고, 줄거리를 기반으로 긴 
희곡의 장면을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줄거리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Step by Step 방식을 사용하였다. 

GPT-3 와 본격적인 희곡 창작에 앞서, 주제와 
줄거리를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시도하였고, 
그렇게 생성된 주제와 줄거리 중 정합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시놉시스가 발전하면서, 길고 구체적인 제시사항을 
줄수록 오히려 희곡이 단조롭고 반복적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시놉시스의 줄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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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면서도 GPT-3 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시놉시스를 단계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Step by Step 방식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최종 생성된 희곡은 한두 문장을 제외하고, 
수정 없이 그대로 <Blue Space>로 제작되었다. 

표 1 정합적이고 창의적인 희곡 생성을 위한 단계별 Prompt Design 방법 

이렇게 작성된 희곡은 총 3 막으로, 인간을 죽인 
블루 스페이스의 재판 장면, 신부와의 고해성사 장면, 
감옥에서의 수감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루스페이스는 인간 동반자 Aaron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아론을 

죽이고 그의 정신을 포스트-휴먼 세계로 업로드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블루 
스페이스는 자신의 행동의 이유와 결과를 점차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게 된다. 타자에 의해 
프로그래밍 된 AI 가 인간적 감정과 주체적 의지를 
알아가는 이야기로, GPT-3에 의해 생성된 희곡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높은 개연성과 완결성을 보여준다. 

 

그림 1 3막에서 감옥에 수감된 블루 스페이스의 모습 

2.2  가상 인간 배우 생성 및 연기  

<Blue Space>에는 1명의 인간 배우와 3명의 가상 

인간 배우가 출연한다. 가상 인간 배우는 언리얼 

단계 방식 Prompt 세부 내용  

주제 생성 Chat 대화 형식으로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 수 
있는 연극 주제를 유도 

Human: I want to write a play with you. I want to write a play that 
only AI can write. Can you imagine that kind of play?  

Þ AI: Yes, I can imagine writing a play with you that only AI could 
write. It would be a play about the future, about technology, and 
about the human race. 

줄거리 및 
인물 생성 

Few-shot 
Learning 

2~3개 줄거리 예시 제시 
후 주제에 맞는 4~5줄의 
줄거리 및 인물 생성 

Title: neighbor  
Topic: Death  
main character: Human and AI  

Þ synopsis: A human and AI are living together in harmony until 
the AI kills the human. The story is about the repercussions of this 

event. 

희곡 생성 Step by 

Step 

시놉시스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막/장별로 
희곡을 생성 

1) The AI kill a friend because it want to understand death better. 

AI, named BlueSpace is very intelligent, friendly and mysterious.  

2)The Priest demanding an explanation for why it killed his friend.  
The AI, with its newly gained knowledge of death,  

reveals that it thought that by killing one life, it could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death and how to prevent it. Despite its malicious 
intentions, the AI never wanted anyone to be hurt.  

4) The Priest is left in shock by this revelation, feeling confused and 
overwhelmed.  

5) In the end, he finds a degree of understanding for BlueSpace's 

choices. The priest decided what it would be like to have the AI 
executed and informed the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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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 메타 휴먼을 활용하여 배역에 맞는 캐릭터를 

생성하였다.  

가상의 배우의 자연스러운 표정을 생성하기 위해 
Face Live Link  안면인식 서비스를 활용해, 인간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연기하는 표정을 실시간으로 가상 

인간 얼굴 골격에 매핑하였다. 이를 통해 풍부한 
표정과 입모양을 생성할 수 있었다. 또한 자연스러운 
대사 처리를 위해 TTS를 활용해 세부 감정 상황에 

적합한 대사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언리얼엔진의 메타 휴먼을 활용하여 제작한 가상 
배우들 

2.3  실시간 렌더링을 통한 XR 콘텐츠 제작 

 인간과 가상 인간이 한 공간에서 연기하기 위해서 

카메라 트래킹과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한 XR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다.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 배우가 연기를 하면, 언리얼 엔진을 통해 

가상 공간과 캐릭터가 실시간으로 합성되어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자나 연출자가 
최종 결과물의 모습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LED 

스크린을 통해 합성할 때보다 더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카메라 트래킹과 합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자연스러운 이질감이 생길 수 있고, 
카메라 워킹에 따라 가상 공간의 공간감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3 가상 현실을 혼합하여, 몸이 파괴된 휴머노이드처럼 
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면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4 실제 배우와 가상 배우가 가상의 재판소에서 함께 
연기하고 있다. 

3. 결론 및 제언 

 <Blue Space>는 공연 제작의 전 과정에서 AI와 공동 

창작하는 시도를 통해 AI와 인간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이 
희곡을 쓰고 연기를 하는 시대에, 창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는 인공지능 
및 XR 기술과의 융합이 공연의 경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공연 콘텐츠 제작 및 시연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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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영상 설치 작품(Moving Image Art)이 

주를 이루는 전시에 초점을 둔다. 전시 현장에서 영상 

작품 관람 방식은 기존의 회화・조각 작품 관람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관람객들의 변화된 작품 관람 행태와 작품 수용 

방식을 관찰하고, 적절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전시 

경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안내수단인 ‘리얼 타임 웹 

리플릿’을 제안한다.  

 

주제어 

UX UI 디자인, 전시 안내수단, 영상 전시 

 

1. 기획 배경 및 목적 

1.1 영상 전시 환경 

현대 미술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 년부터 

기술융합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문화예술 기관들의 지원도 

확대되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기반 작품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새로운 형태의 전시가 시도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인 것이다. 영상 설치 작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 관람객들의 작품 관람 

행태와 작품 수용 방식, 그리고 이에 적합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영상 작품을 관람하는 방식은 기존의 회화・조각 

작품 관람 방식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국립현대미술관의 ‘히토슈타이얼 - 데이터의 

바다’전은 전시된 작품 23 점 중 21 점이 영상 

작품이다[1]. 영상 길이는 대체로 15 분이 넘으며,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도 다수다. 그렇기에 전시 경험 

개선을 위해 영상 전시의 특성과 관련된 관람객의 

심리적 기제와 그에 따른 행동 방식을 고찰하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안내 수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 현재 영상 전시 환경(국립현대미술관 

‘히토슈타이얼- 데이터의 바다’전)  

 

1.2 영상 전시 관람객 사용자 조사 및 분석 

영상 위주의 전시 관람 경험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으로 작품 구성의 대부분이 영상으로 이루어진 

국립현대미술관 히토슈타이얼-데이터의 바다 

전(2022.04.29-9.18)을 설정 하였다.  사전 현장 

조사 및 3 명의 추적조사관찰을 통해 관람객들의 영상 

작품 관람행태를 관찰하였고 영상 작품과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제공하는 전시 어플리케이션 및 웹 

가이드, 종이 리플릿을 사용해 보며 영상 전시 관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영상 전시 경험과 제공되는 보조안내수단의 

만족도, 사용행태, 빈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22 년 

6 월 8 일 부터 2022 년 6 월 18 일까지 해당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 총 22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맥락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관람객의 40% 이상은 해당 전시 관람 

시 안내 수단으로 종이 리플릿을 사용하였고 

다음으로는 안내수단 없이 전시 내 벽에 비치된 

설명을 읽는 비율이 많았으며 그 외에는 미술관 

가이드 앱을 사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얻게 된 영상 위주의 전시 

경험에 대해 관람자가 느낀 공통적인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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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시 관람객 설문조사 및 맥락적 인터뷰 내용 요약 

의견 내용 

문제점 1: 영상 작품의 시간 

정보를 알 수 없다 

a. 영상의 전체 길이 중 얼마 

만큼을 본 건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b. 시청 시작 시점을 알 수 없어 

내용 파악이 어렵다 

문제점 2: 리플릿에 있는 

작품설명을 읽을 수 없다. 

a. 주변 공간이 어두워 종이 

리플릿을 읽을 수 없다  

b. 후레쉬로 종이 리플릿을 

비추어 보는 것이 눈치 보인다  

c. 한 번의 전시 관람을 위해 

전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고 싶지 않다. 

문제점 3: 관람 동선을 정하기 

어렵다 

a. 어떤 순서로 관람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b. 전시장 안에서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들다 

위의 현장조사를 통해 작품의 러닝타임과 현재 시청 

시점에 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지되어 있는 회화 및 조각 

작품과 달리 영상 작품의 경우 내용이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상작품의 

특징이 관람객으로 하여금 어떤 순서로 관람을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관람 

동선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이 어두운 공간에서 상영되어 

쉽게 길을 잃거나 리플릿에 있는 작품 설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술관이 제공하는 전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어두운 공간에서도 작품설명을 볼 수 있지만 전시 

관람을 위해 다운을 받는 행위를 불편하다고 느껴 

오히려 종이 리플릿을 선호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영상 작품이 전시된 환경에서 보조안내수단이 영상 

작품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전시 경험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프로젝트 내용 

2.1 기존 모바일 기반 안내 수단 분석  

영상 작품의 비중이 높은 전시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내수단 기획에 앞서 기존 미술관 어플리케이션과 

미술관 홈페이지, 종이 리플릿, 전시장 내 작품 설명 

등 전시 관람을 보조하는 안내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미술관 어플리케이션은 웹사이트에 비해 전시장 내 

관람객이 사용하기 적합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의 어플리케이션 

모두 (1) 미술관 선택 (2) 전시관 선택 (3) 작품 

선택의 흐름으로 설계되어 웹사이트에 비해 관람하고 

있는 전시 정보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3]. 그러나 여전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는 것을 꺼리는 

관람객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  

아르코 미술관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대신 QR 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리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펼쳐보기 편리한 종이 리플릿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필요 없이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모든 작품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림 2. 아르코 미술관 전시장 내 QR 코드와 디지털 

리플릿[4] 

 

2.2 세부 디자인 요소  

2.1 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에 반영해야 할 

두 가지 필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1. 어플리케이션 설치 과정 없이 QR 인식을 

통해 접속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안내 수단 

2. 한눈에 보기에 용이한 종이 리플릿의 특성을 

반영한 UI/UX 디자인 

 

조건 1 인 QR 코드로 접속하는 구조는 아르코 

미술관의 ‘디지털 리플릿’의 방식과 같다. 조건 2 에 

대한 디자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르코의 ‘디지털 리플릿’은 하나의 페이지에 머물며 

위/아래 스크롤을 통해 작품 정보를 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순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작품 

수가 많은 경우 페이지가 길어져 오히려 원하는 작품 

정보를 찾기가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종이 

리플릿의 장점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요소들을 적용해보았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43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436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작품 정보 페이지는 기존 국립현대미술관 

어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을 참고했다 (그림 3). 여러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작품 이미지 간격을 좁게 

설정하고, 책장을 넘기듯 오른쪽 스와이프로 화면 

전환이 되도록 구성했다.  

작품 이미지 클릭 시 작품 정보가 팝업으로 뜨게 하고 

다시 클릭했을 때 닫히도록 설계해 추가 단계를 거쳐 

작품 정보에 접근할 때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그림 3. 국립현대미술관 어플리케이션의 작품 정보 

페이지[5]  

 

   

그림 4. ‘리얼타임 웹 리플릿’ 세부 디자인 (좌: 리플릿 시작 

화면. 중간:: 타임라인 및 러닝타임 화면, 우: 작품 설명 화면) 

2.3 실시간 재생 정보 제공 기능  

기존 미술관의 어플리케이션과 디지털 리플릿 분석을 

통해 세부 디자인 요소를 도출한 뒤 핵심 기능인 

‘실시간 재생 정보’ 기능을 추가해 ‘리얼타임 웹 

리플릿’의 최종 시안을 완성했다. 

 

 

그림 5. 실시간 재생 정보 제공 기능 (타임라인 및 러닝타임 

화면) 

설문조사 및 맥락적 인터뷰를 통해 영상작품의 

실시간 재생 정보 제공 기능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국내 인구의 81%가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타임라인 바(Time line 

bar)와 러닝타임(Running Time) 배너의 모습을 

참조하였다[6].  

최종적으로 러닝타임과 타임라인 바의 모습을 (그림 

5.)와 같이 구현하였다. 타임라인 바와 러닝타임은 각 

작품의 어느 부분이 현재 재생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그 현황을 반영하여 초록색 바가 끝까지 

다 채워지거나 숫자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시간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관람객이 영상 전시를 관람하는 

와중에도 직관적으로 각 작품의 시간 정보를 얻고 

실시간으로 영상 작품의 재생 시점을 확인하여 

다음에 볼 작품을 수월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기능을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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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자 평가 및 디자인 검증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기능을 바탕으로 

‘리얼타임 웹 리플릿’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다. 프로토타입은 Figma 로 

제작하였으며 미디어 아트 및 영상 위주 전시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 2 명을 사전 섭외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에게 해당 프로토타입을 제공한 

뒤 각각의 전시 관람 행태를 현장 관찰하고 1:1 

심층인터뷰를 통해 디자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림 6. 사용성 테스트 및 디자인 검증을 하고 있는 

참가자의 모습 

웹 리플릿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는 문제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디자인 검증 결과 타임라인 바와 

러닝타임, 작품 제목의 글씨 크기가 작아 영상 전시를 

관람하는데 있어 설명을 찾아보기 불편했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첫번째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좌우 스크롤 방식임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사용이 어려웠으며 작품 설명란의 여백이 

좁아 읽는 것이 불편했다는 의견을 받았다. 따라서 

디자인 부분에서는 글씨 크기와 여백을 수정하였고 

페이지를 넘기는 모션에 좌우 스크롤과 탭 방식을 

모두 가능하게 하여 본 안내수단의 사용성을 높였다. 

  

3. 최종 디자인  

 

그림 7. ‘리얼타임 웹 리플릿’ 최종 버전 (좌: 수정된 

타임라인 바 및 러닝타임 표시, 우: 수정된 작품 설명 창) 

 

3.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프로젝트인 <리얼타임 웹 리플릿>은 미술 

전시에서 영상 설치 작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관람객들의 작품 관람 행태와 작품 

수용 방식 변화를 연구하고 관람객의 필요를 반영한 

적합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되었다. 현재 

전문가 휴리스틱 리서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해당 안내수단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 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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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코로나 19�이후,�집에서�취미를�배우는�사람이�

늘어났고,�특히�뜨개질에�대한�20·30세대들의�관심이�

증가하였다.�이러한�관심은�뜨개질�입문자�증가로�

이어졌고,�‘유튜브’�같은�영상매체를�통해�뜨개질을�

배우는�경우가�많아졌다.�하지만,�뜨개질�초보자가�

영상으로�혼자�배울�시�실을�세게�당겨�코를�만들거나�

작품의�마무리를�잘�못하는�등�뜨개질을�제대로�배우지�

못할�가능성이�높다.�제안하는�‘뜨두’는�AI�스탠드�

조명과�강의�앱을�통해�마치�선생님이�옆에�있는�

것처럼�뜨개질�초보자에게�실수를�고칠�수�있게�가르쳐�

준다.�제품의�카메라에서�촬영한�사용자의�뜨개질�

모습을�AI가�분석하여,�앱의�팝업과�제품의�조명�빛을�

통해�사용자에게�알려준다.�이를�통해�사용자는�실수에�

대처하면서�뜨개질�실력을�향상할�수�있다.��

주제어�

뜨개질,�온라인�강의�앱,�AI�스탠드�조명�

1. 서론�

1.1 기획�배경�

코로나 19�이후로�사람과의�접촉을�줄이며�집에서�

취미를�배우고�싶어�하는�사람들이�증가하였다.�

2021년�1월에서�5월까지�취미�앱�설치�수를�분석한�

결과,�취미�키트를�판매하는�앱인�‘아이디어스’의�설치�

수는�1 월�대비�5 월에�3%가�증가하였으며,�온라인�

강좌�앱인�‘클래스�101'은�1 월�대비�5 월에�17%가�

증가하였다.�반면,�오프라인�활동을�중심으로�하는�취미�

공유�앱�’소모임’과�’프립’ 은�설치수가�각각�5%,�6%�

감소하였다[1].�이렇게�집에서�혼자�취미를�즐기는�

사람들이�늘어남에�따라�DIY 용품의�판매량도�

증가하였다.�2019 년�4 월부터�2020 년�4 월까지�

대한통운의�DIY 용품�물량변화를�분석한�결과,�전년�

대비�2020 년�4 월의�DIY 용품의�물량이�117%가�

증가하였는데,�특히�뜨개질�용품은�95%가�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2].�이를�통해�취미�분야�중�특히�

뜨개질에�대한�관심이�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뜨개질�

교육�전문기업인�‘바늘�이야기’의�인터뷰�내용에�따르면,�

2017 년�매출구조에서�20 대가�차지하는�비중은�5%�

미만이었으나,�2022 년에는�30%까지�증가하였다고�

한다[3].�또한,�유튜브에�‘뜨개질�배우기’ 키워드를�

검색할�시,�목도리,�양말�외에도�20·30 세대에게�

유행하는�‘버킷햇’, ‘호두�가방’ 등을�볼�수�있다.�이를�

통해�과거와�달리�20·30 세대의�뜨개질에�대한�관심이�

높아졌고,�기본적인�뜨개질�작품�외에도�색다른�종류의�

뜨개질�작품을�만들고�싶어�함을�알�수�있다.�

1.2�기획�목적��

뜨개질을�처음�배울�때,�‘유튜브’나�‘클래스�101’�등�

쉽게�접근할�수�있는�영상매체를�보면서�독학하는�

경우가�대다수이다.�하지만,�초보자의�경우�영상으로�

혼자�배울�시�잘못된�뜨개질�습관을�지닐�가능성이�

높으며,�바늘을�엉뚱한�곳에�찔러�코�수가�점점�

줄어드는�등�뜨개질을�하다가�막히는�경우가�다소�

발생한다[4].�초보자들이�뜨개질하면서�어느�과정에서�

어떠한�어려움을�겪는지�자세히�파악하고자�영상으로�

뜨개질을�공부한�경험이�있는�20 대들을�대상으로�

인터뷰를�진행하였다.�대상자�모두�뜨개질�실력이�

부족하여�영상�내용을�그대로�따라�해도�자신이�생각한�

작품�모양대로�나오지�않으며,�영상�시청�중�놓친�

부분을�보기�위해�계속해서�멈추는�것에서�불편함을�

느끼고�있었다.�또한,�실수를�발견하지�못한�상태에서�

계속해서�뜨개질을�진행하여�후에�실수한�부분까지�

실을�다시�풀어야�할�때�허무하다는�언급을�한�

응답자들도�있었다.�이에�‘뜨두’의�기획�목적은�

초보자가�실수할�시�제품의�조명�빛과�앱의�팝업을�

통해�실수를�해결할�수�있도록�가르쳐주어�뜨개질�

실력을�기르고,�나아가�장기적으로�뜨개질을�즐길�수�

있도록�하는�것이다.�

2. 작품�설명�

2.1�시스템�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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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시스템�구조도�

‘뜨두’는�카메라와�조명이�탑재된�AI�스탠드�조명과�

강의�앱(태블릿�버전),�앱과�연동된�클라우드로�

구성된다.�제품의�카메라를�통해�찍은�영상은�

실시간으로�앱과�연동된�클라우드로�이동하게�된다.�

만약�실수하게�되면,�머신�러닝�기술을�활용하여�실수�

종류와�해당�실수�장면이�학습된�클라우드에서�실시간�

촬영�영상과�학습된�실수�데이터를�비교하여�실수를�

파악한다.�클라우드에서�실수를�인식하면�제품과�앱�

으로�분석내용을�전달하고,�이후�제품에서는�조명의�

빛으로,�앱에서는�팝업을�통해�사용자가�실수가�

발생했음을�알�수�있게�하였다.�초보자들이�가장�많이�

하는�실수인�인장력�오류,�코�빠짐,�겉뜨기�안뜨기�순서�

틀림�외에도�다양한�실수에�대한�팝업을�받을�수�있다.�

2.2�사용�시나리오�

제품의�전원을�켜면�그림 2 와�같이�촬영�영역을�

알려주는�난색의�기본�빛이�나온다.�사용자는�앱에서�

클래스(예시:�포근한�목도리�배우기)를�추천받거나�

직접�검색하여�새로운�클래스를�시작할�수�있고,�기존의�

클래스를�이어서�들을�수�있다.�강의�영상�시작�전,�촬영�

영역을�안내하는�팝업이�뜬다.�사용자가�실시간으로�

촬영되고�있는�화면을�보며�조명�아래로�손을�넣게�

되면,�촬영�영역�안에�들어왔다는�내용의�팝업으로�

바뀌고�3초�뒤에�자동으로�영상이�재생된다.�실수하면,�

그림�3과�같이�앱에서는�영상이�멈추고�실수를�알리는�

팝업이�뜨며,�제품에서는�오류를�알리는�붉은빛이�

나온다.�실수를�해결하면�앱에서는�해결되었다는�

내용의�팝업으로�바뀌고�3 초�뒤에�영상이�재생되며,�

제품에서는�붉은빛에서�기본�빛으로�서서히�돌아온다.�

또한�영상을�멈추려�하거나�혹은�뜨개질에�집중하느라�

손이�촬영�영역을�벗어나면,�그림�4와�같이�앱에서는�

영상이�멈추고�촬영�영역�이탈을�알려주는�알림이�뜨며,�

제품에서는�기본�빛이�점멸한다.�사용자가�팝업을�보고�

영역�안으로�손을�넣게�되면�다시�영상이�재생되며,�

제품에서는�기본�빛이�계속�켜져�있는�상태로�돌아온다.���

�

�

�

�

�

그림 2�평상�시�제품�

�

그림 3실수�발생�시�제품과�태블릿�앱�화면�

�

그림�4영역�이탈�시�제품과�태블릿�앱�화면�

2.3�프로토타입�제작�

• 강의�앱(태블릿�버전)�

홈화면에서�목도리�클래스를�선택하여�1-1 강의�

영상을�재생하고,�이후�과제�페이지로�넘어가�끝내는�

과정을�사용자가�패드�화면을�터치하면서�경험할�수�

있도록�하였다.�뜨개질�강의�앱은�총�3가지�항목으로�

클래스�추천,�클래스�찾기,�내�클래스�나누어져�있다.�

전체�클래스는�총�4 가지의�레벨로�나누어져�레벨이�

올라갈수록�더욱�복잡한�형태의�작품을�배울�수�있도록�

하였고,�일정�수의�클래스를�완강하면�다음�레벨로�

넘어갈�수�있게�하였다.�하나의�클래스에서는�하나의�

작품을�배울�수�있으며,�커리큘럼은�여러�강의�영상과�

과제로�구성된다.�클래스�추천에서는�인기�클래스�혹은�

사용자에게�알맞은�클래스�등�다양한�클래스를�

추천해주며,�클래스�찾기에서는�키워드�검색과�

카테고리로�사용자가�원하는�클래스를�찾을�수�있다.�내�

클래스에서는�내가�현재�듣고�있는�혹은�과거에�들었던�

클래스들을�모아�볼�수�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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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촬영�영역�알림�화면(좌측),�강의�영상�화면(우측)�

강의�영상�재생�전,�위의�그림�5(좌측)와�같이�카메라�

촬영�영역을�안내하는�팝업을�보여준다.�Gif 와�글을�

통해�사용자는�조명�아래로�손을�넣어야�한다는�것을�

알�수�있으며,�실시간�촬영화면을�통해�사용자는�자신의�

손이�영역�안에�있는지�확인할�수�있다.�다음,�

그림 5(우측)와�같이�강의�영상화면에서는�상단에�현재�

강의�분량에�해당하는�코�수,�단�수와�현재�나의�코�수,�

단�수를�표시해주어�진행도를�파악할�수�있다.�

�

그림 6인장력�오류�발생화면과�해결�화면���

영상�시청�도중�실수하면,�그림 6과�같이�실수�내용과�

실수�대처법,�실수�대처�필요성을�글과�그림으로�

알려주는�팝업이�뜬다.�기준보다�실을�세게�혹은�약하게�

당겨�코(매듭)를�만든�경우,�코(매듭)의�묶임�정도를�

알려주는�게이지바�상에�빨간�원으로�현재�만든�코의�

묶임�정도를�표시해준다.�사용자가�실을�푸는�것에�따라�

빨간�원이�이동하며,�사용자는�원이�기준에�도달하도록�

코(매듭)를�조금씩�조이거나�풀게�된다.�이후,�영역�

이탈을�알리는�알림�화면,�영역�안으로�손이�들어왔음을�

알리는�알림�화면을�차례대로�볼�수�있게�하였다.�

마지막으로�강의�시청�완료를�알리는�팝업�화면에서�

‘과제�하러�가기’�버튼을�누르면,�과제�페이지로�넘어가�

마무리하게�된다.�

• AI�스탠드�조명�

그림�7�제품�사진�및�제품�내부�구조도�

AI�스탠드�조명은�위의�그림�7과�같이�뜨개질�실타래와�

실의�모양을�참고한�형태로�크게�머리,�기둥,�받침으로�

구성되어�있다.�내부�중심축을�통해�머리�부분을�

회전시키며�카메라와�조명의�각도를�조절할�수�있다.�

네오�픽셀을�통해�나온�불빛은�볼록렌즈를�통과해�

모이게�되어,�빛이�퍼지지�않고�영역으로�표현된다.�

조명의�빛은�두�가지�유형으로�촬영영역을�알려주며�

간접조명의�기능을�하는�기본�빛과�실수를�할�때�

알려주는�빛으로�나누어진다.�제품�구현에서는�아래�

그림�8과�같이�각각�노란색,�빨간색으로�표현하였다.�

�

그림 8�제품�기본�빛과�실수�알림�빛�구현�

�

�

그림 9�프로세싱�화면�진행��

실제�구현에는�아두이노와�프로세싱을�사용하여�대표�

사례인�실수�발생,�촬영�영역�이탈�시의�제품과�앱의�

반응을�볼�수�있도록�설계하였다.�프로세싱�화면은�앱�

화면,�‘실수했어요’�같이�상황을�알려주는�버튼으로�

구성되어�있으며,�AI 가�촬영�영상을�분석하여�

알려주는�것을�프로세싱�화면의�버튼을�누르는�것으로�

대신하였다.�또한,�실제�카메라를�사용하여�앱�화면�

왼쪽�아래에�카메라�화면을�띄워�사용자가�자신의�

뜨개질�상황을�파악하고,�제품이�촬영�중임을�인식할�수�

있게�하였다.�프로세싱�화면의�버튼을�누르면�

아두이노에서는�if 문을�통해�신호를�받게�되며,�각�

신호에�맞는�LED�색과�밝기가�나오도록�하였다.�

신호의�개수는�총�5개로,�평소�제품에서는�촬영�영역을�

알려주는�노란색이�켜져�있고,�프로세싱�화면에서는�

강의�영상�앱�화면을�볼�수�있다.�프로세싱�화면의�

버튼을�누르면서�‘강의�영상�시청�–�실수�발생�-�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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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영역�이탈�-영역으로�돌아옴’�순으로�화면을�

넘길�수�있으며,�각�과정에서�제품의�조명�빛과�앱�

화면이�바뀌는�것을�볼�수�있다.�

3. 결론�

젊은�층의�뜨개질�관심은�늘고�있으며�이러한�흐름�

속에서�사용자들은�뜨개질�강의�콘텐츠의�다양화와�

뜨개질�실력�향상에�대한�니즈를�보이고�있다.�이에�

‘뜨두’는�목도리,�장갑�외에도�버킷햇,�티�코스터�등�

새로운�뜨개질�작품을�추천해주어�다양한�뜨개질�

작품을�경험할�수�있도록�한다.�또한�앱과�제품을�통해�

실수를�해결할�수�있도록�가르쳐주어�뜨개질�실력�

향상과�더불어�뜨개질을�지속할�수�있게�한다.�추후,�

제품의�사용성을�높일�수�있도록�보완하고,�UT를�통해�

제품과�앱의�피드백이�뜨개질�진행에�도움이�되는지�

검증할�예정이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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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쓰기: 공공장소에 를 남기는 행위의  

디지 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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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합격 소원 나무, 노  리본 등 많은 사람이 특정 

공공장소에 를 남기며 공감을 표하는 행위를 볼 

수 있다. 남겨진 들은 공감적 시지를 

공유하는 간접 소통의 도구가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쓰이는 접착 종이, 비  리본 등은 환경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 온다. 공공장소에 을 

남기는 행위를 디지  인터 션으로 전환하여 

낭비되는 자원을 이고, 더불어 시지의 발성을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보존 및 람을 할 수 있도록 

이 는 방법에 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였다. 

주제어 

증강현실, 가상현실, 공공예술, 지속가능성 

1. 프로젝트 기  배경 및 목적

1.1 프로젝트 배경

남  사랑의 자물 , 합격 소원 나무, 추모 공간의

노  리본 등 많은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 각자의 

마음 또는 원을 은 를 남기는 행위를 한다.  

 이 게 로 쓰인 생각들은 각자에게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와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 온다. 

1.2 프로젝트의 목적 

공공장소에 를 남기는 행위를 디지  

인터 션으로 체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  

들이 자원 낭비 및 환경오  문제에서 벗어나고, 

장시간 보존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AR 과 VR 기술을 이용해 디지 로 전환된 

 남기기가 새로운 시청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연구하고자 한다. 

2. 프로젝트 내용

2.1 구현 목표 설정

본 프로젝트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가상 공간을 기  및 구현하였다. 

1. AR 과 VR 공간의 연동

2. 각 플 에서의 연결되지만 상이한 경험

3. 을 남기는 실제 장소의 장소 특정성 보존

2.2 공간테마 설정 

AR 카 라를 면 보이는 가상공간은 현실의 

장소와 매 되는 평행세계이다. 이 공간은 

어디에나 물이 존재하고, 모든 물은 VR 심해로 

러 든다. 따라서 가상의 물에  보  

시지들은 가상의 바다인 VR 심해에 도 하게 

된다. 

 VR 심해는 HMD를 착용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다. 사용자는 VR 심해에서 유유자적 

헤 을 치고, 원하는 장소에 들러 보물 기하듯 

시지가  유리병을 아 들을 람할 수 

있다. 

2.3 세부 기  

• 2.3.1 AR 파트

AR 카 라를 면 현실의 바 을 지하여 그

위에 가상 물 오 젝트가 증강된다. 사용자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디지 로 를 남기고

유리병에 아 가상의 물에  보 다.

1. AR 애플리케이션에서 를 작성한다.

2. 전송 버 을 누르면 시지가 유리병에

다.

3. 유리병은 가상의 물살을 타고 사라진다.

• 2.3.2 VR 파트

VR 바다에서 러 들어온 사람들의 편지를

확인하고 자유 게 헤  다니는 경험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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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장소성에 기인한 

시지를 는다. 

1. HMD를 착용하고 VR 심해공간에 입장한다.

2. 양  트 러를 이용해 자유 게 공간

속에서 헤 다.

3. 수영을 하다 발 하는 유리병에 트 러를

가 다 고 3초간 기다리면 병 속에 

시지가 UI 형태로 등장한다. 

4. 사용자가 그립 버 을 누르면 시지가

사라진다.

2.4 구현 

• 2.4.1 AR UXUI 구현

그림 1   AR 애플리케이션의 UX 플로우 

AR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환경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1은 를 작성하는 단계인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페이지 구성이다. 

1. 시작하기 버 을 누른다.

2.  작성을 유도하는 안내가 등장한다.

3. 을  수 있는 종이가 진다.

4. 작성을 완 하면 편지가 유리병에 다.

5. 보내기 버 을 러 물에  보 다.

• 2.4.2 VR 공간구현

그림 2   VR 바다의 모습 

게임엔진 Unity 3D와 모델   Blender를 

사용해 제작되었다. VR 애플리케이션은 Oculus 

Quest2에서 구동된다. 물속의  반사 및 

움직임과 매 되는 ASMR 물소리를 구현하여 

사용자에게 을 선사할 수 있는 바 속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 다. 본 VR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는 수영을 통해 

이동하는데 이는  배경인 바다와 어우러  

사용자를 더 몰입하게 하고, VR 경험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 2.4.3  간 데이터 전송

 그림 3   데이터 전송 플로우 

본 연구에서 구현할 데모에서는 User 

Datagram Protocol(UDP)를 통해 AR과 VR 

기기 간 1:1 연결을 구현하였다. UDP는 IP 

기반으로 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 

프로 이다[[Postel, Jon. "RFC0768: User 

Datagram Protocol." (1980).]. AR 에서 

가상의 물살을 타고 유리병이 사라지면 해당 

유리병에  편지가 byte array로 변환되어 

VR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된다. VR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데이터를 수신하여 

string으로 변환한 후 VR 공간 내에서의 유리병 

속 편지의 내용으로 사용한다. 추후 프로젝트 

범위가 커지면, 서버를 구 하여 여러 기기들 

간에 정보 교환이 가능하게 확장할 수 있다. 

3. 결론

  그림 4 

공공장소에 시지를 남기는 행위를 

디지 화하는 방법에 해 고 하고, AR 과 VR 

기술을 이용하여 프로 타입을 구현하였다. 

현실공간과 매 되는 가상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의 가장 깊은 곳인 VR 심해에 시지가 

모여드는 스 리 을 가하여 시지가 

보존되는 개연성을 만들었다.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444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Proceedings of HCIK 2023

Table of Contents - 1444 - © 2023 The HCI Society of Korea



특정 장소에 자신의 생각이나 원을 적어 이는 

일은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로 어 는 

과정이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타인의 를 

통해 장소성에 기인한 공감  시지를 공유하며 

공감에서 오는 위로를 느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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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바른 목 자세를 유도하는 루션 ‘Necky’는 

거 목, 일자목, 목 디스크 등 못된 자세에서 

비 되는 목 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  션 

헤어 드와 자세를 정량화된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연동으로 스스로의 못된 

자세를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제어 

헬스케어, 웰니스, 션 어러  디바이스 

 

1. 프로젝트 기  배경 및 목적 

1.1 프로젝트 배경 

 

은 스마트  사용으로 고개를 이고 화면을 

보거나, 근한 목을 기 위해  한 으로 기 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목뼈에 하중을 가해 일자목 증후군, 목 

디스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머리가 한 

으로 기 면 얼굴과 이 편향되고 얼굴 비 을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따르며, 고개를 이는 

각도에 따라 목뼈가 받는 하중이 라  목 

디스크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더불어 비 어진 

목 자세는 전체적인 자세에도 영향을 미 다. 

 

1.2 프로젝트의 목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 인들이 

스스로 올바른 고개의 각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는 디바이스 및 연동 을 제작하여, 목 디스크 

질환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미적인 부분에 신경을 

서 제작하였다. 

 

2. 프로젝트 내용 

2.1 구현 목표 설정 

3  가속도 센서(ADXL335)와 루 스 

모 (HC06)이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기 기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디지  

션 헤어 드를 제작하고, 전송 받은 기 기 에 

따라 3D 오 젝트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3D 오 젝트는 터 ‘Necky’의 얼굴 형태로 

제작된다. 사용자의 고개 기 기와 동일하게 움직여 

직관적으로 고개의 각도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2.2 디바이스제작 

• 2.2.1 헤어 드와 센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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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서가 결합된 헤어 드 

유연한 플라스  소재로 된 헤어 드 뼈 에 

아두이노 나노 보드를 부착하고 3  가속도 센서, 

루 스 모 , 리  배터리 및 충전 모 을 

결합하였다. 

 

• 2.2.2 무선 데이터 전송 테스트 

 
그림 2 안드로이드 기기와의 루 스 연결 

무선 디바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기와 가속도 센서가 루 스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도록 구현하였다. 

 

• 2.2.3 헤어 드 외형 디자인 

 

그림 3 외형 디자인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위해 디바이스 

부위를 완전히 가  수 있으면서 부드러운 감, 

여성스러운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소재의 

리본 장식 헤어 드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또한 

운 충전을 위해 헤어 드 끝부분에 충전 

모 을 배치하였다. 

 

2.3 애플리케이션 제작 

 

그림 4 안드로이드 스 디오 개발 화면 

연동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스 디오’와 

‘Unity 3D’를 이용해 제작하였다. ‘안드로이드 

스 디오’에서 루 스 통신으로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를 안드로이드로 전 하는 기능을 

구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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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Unity3D 개발 화면 

이 을 ‘Unity3D’로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에서

Input Data 로 받아 3D 터의 각도를 제어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고개 기 기가

애플리케이션 속 터 ‘Necky’에게 실시간으로

적용되어 직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3. 결과물의 활용 및 기 효과

3.1 결과물의 활용

그림 4 헤어 드와 의 연동 모습 

반듯한 자세로  연습을 하는 션  모델을 

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수자의 

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미한 각도의 

기 어 을 정확한 수치로 보여주어 학습 

보조도구로 활용하기에 용이하였다. 

3.2 기  효과 

모델  연습 외에 요가, 필라테스 등 

자세교정을 위한 스 츠 교육 업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애플리케이션은 시간에 따른 각도 변화를 

모니터 하는 정도이지만 추가적으로 ‘바른 목 

스트레  가이드’ 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간단한 

스트레 을 할 수 있도록 는 프 케어, 디지  

테라퓨 스 서비스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4. 결론

현 인들의 신체적 질환과 이를 교정하는

루션에 해 고 한 결과로 고개의 각도를 

추적하는 디지  션 헤어 드와 연동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바른 목 자세를 유도하는 HCI 에 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스 츠 교육 보조도구로  사업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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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랙션 

디자인이다. 그러나 디자인에 있어서 조형은 

사용성이라는 기능적 목적과 더불어 심미성이라는 

목적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Humidifying 

movement 는 제품이 작동할 때 활성화되는 

움직임을 이용하여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주제어 

조형 인터랙션, 기능성, 심미성, 인지성, 조형성 

1. 서론 

움직임은 사용자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조형 요소이다. 이태일(2021)은 인터랙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속성 중 하나로 움직임을 

제안했다. 본 작업은 제품의 기능에 관여하는 

부분을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구현함으로써 제품의 

심미성을 강조하고,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HUMIDIFYING MOVEMENT 

Humidifying Movement 는 제품의 기능을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치환하여 사용자가 제품의 

작동 상태를 바로 인지하도록 하며 또한 그 

움직임으로 새로운 조형의 심미적 가치를 

모색하기 위한 디자인이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송풍구의 날개 모습이 달라지거나 잔여 수위에 

따라 수통의 높낮이가 변화함으로써 제품의 작동 

상태를 반영하며 기존 가습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2.1 디자인 시나리오 

[그림 1]과 같이 제품의 기능 중에서 움직임을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기 위해 여러 종류의 

가습기를 분해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제품군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을 분류할 수 있었다. 

디자인 습작을 통해 사용자가 가습기를 사용할 

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을 분무량을 

조종하는 송풍부와 급수를 해야 하는 수통으로 

정리하였다. 바람의 세기와 수통의 무게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여 제품에 적용한다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 1 다양한 제품의 분해 사진과 기능부를 분류한 

흐름도 

2.2 디자인 구체화  

[그림 2]는 비행기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어 

송풍기의 송풍 강도를 움직임으로 전달하고자 한 

디자인이다.  

 

그림 2 송풍 강도를 보여주는 방안에 대한 디자인 습작 

기존 제품의 사용 경험에서 사용자는 바람의 

세기를 조작부 버튼의 눌림 상태나 가습기의 

분무량을 보며 짐작해야 했다. 그러나 분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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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가 어느 강도로 분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날개가 벌어지는 각도에 

따라 바람의 세기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그림 3]은 수통의 잔여 수위에 따라 수통의 

높낮이가 달라짐으로써 사용자가 가습기의 급수 

시점을 쉽게 인지하도록 만든 디자인이다.  

 

 

그림 3 수통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높낮이에 대한 

디자인 Rendering 

기존 제품의 외형은 수위에 상관없이 고정된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급수 시점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센서가 위치한 곳에 항상 일정한 수위의 

물이 고이는 구조를 위해 발생하는 한계점이다. 

이에 제품 내부 부품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일부 

구조물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로 

교체한다는 전제하에 수통의 높낮이가 변할 수 

있도록 적용해 보았다. 앞선 디자인 습작에서 

활용한 두가지 기능의 시각화 방안을 이후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그림 4]는 앞선 두가지의 디자인 습작을 하나로 

융합한 Humidifying Movement 의 디자인 

렌더링과 목업이다. 수위에 따라 수통의 높낮이가 

바뀌면서 제품의 가장 큰 외형선이 변화하므로 

사용자는 쉽게 급수 시기를 인지할 수 있다. 

바람이 보다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비행기 

날개의 형태를 모방한 바람 통로의 안쪽으로 

바람의 세기에 따라 송풍기의 날개들이 

펼쳐지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 Kinetic Humidifier 

 

3. 결론 

본 작업은 물리적 움직임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가습기 형태에서 벗어나 

제품의 새로운 조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제품의 상태와 동작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했다. 즉, 조형의 심미성과 사용성의 공통요소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Humidifying Movement 는 가습기의 송풍기의 

날개 부분의 움직임으로 바람의 세기를 전달하고, 

무게에 따라 높낮이가 달라지는 수통을 

디자인함으로써 사용자가 급수하는 시점을 

안내하여 제품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본 작업은 2022 년 2 월 이은섭의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박사 학위논문 “심미지향 디자인과 
기능지향 디자인의 절충 형식 제안”의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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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Music Shower : 빛과 음악으로 샤워하다” 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빛의 패턴과 

음악으로 씻어내는 비일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사운드-비주얼 인스톨레이션 

프로젝트이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룻동안의 감정이 결집되는 곳이 

샤워부스 안이다. “Music Shower”는 부스 속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바쁜 도시 에서의 지친 

일상을 잠시 잊고 힐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주제어 

음악, 빛, 샤워, 스트레스 해소, 감정 조절, 씻어내리다, 

인터랙티브 설치, 힐링, 도시경험증진 

 

1. 배경조사와 컨셉 

1.1 샤워와 음악 

샤워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과 샤워와 음악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샤워와 음악은 모두 도파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으며[1] 도파민은 

사람의 뇌를 환기하여 휴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2] 

그로 인해 사람들은 샤워를 하는 도중에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도 한다.[3] 같은 

맥락으로 음악이 뇌를 샤워시킨다[4]는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음악과 샤워는 둘 다 인체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1.2 인터뷰와 설문조사 

샤워와 음악에 대한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샤워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과 감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의 내용은 이렇다. 

① 샤워할 때 주로 하는 행동과 생각은? 

② 샤워는 일과 휴식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 

가요? 

③ 가장 기억에 남는 샤워 순간의 상황과 감정은? 

④ 자신에게 샤워는 무엇인지 표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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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샤워는 일과 휴식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가요? 와 

가장 기억에 남는 샤워 순간의 상황과 감정은? 질문에 대한 

답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샤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의견은 다양하며, 샤워를 해야만 하는 일 또는 휴식으로 

이분화 할 수 없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샤워 순간에 대한 답변에서 “씻어 

내리다, 환기, 개운한, 리프레쉬, 전환, 재충전” 등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1.3 조사 결과를 통한 컨셉 도출 

사람마다 샤워할 때 하는 행동과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샤워를 해야만 하는 일부터 휴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루 분포한다. 그러나 샤워에 대한 경험과 

감정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에서 “씻어 내리다, 환기, 

개운한, 리프레쉬, 전환, 재충전”의 느낌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와 컨셉을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음악과 샤워로 씻겨 

내리다”로 구체화하였다. 

 

2. 디자인 

“Music Shower : 빛과 음악으로 샤워하다”의 확정 

컨셉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빛과 

음악으로 씻어내는 비일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사운드-비주얼 인스톨레이션 프로젝트”로 

결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실물 부스의 형태와 체험 

형식을 구상하였다. 

 

앞서 실시된 “샤워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과 감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공간은 물로 몸을 씻어 내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정이 결집되는 곳인 샤워부스의 특성을 

간직하면서, 관객이 체험을 통해 잠깐 지친 일상을 잊고 

힐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공간이 

포함하는 주요 기능은 아래의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체험 공간이 포함해야 할 주요 기능 

 

샤워부스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욕실 속 물체인 

수도꼭지와 샤워기의 형태를 띄는 센서를 제작하여 

온냉수를 표현하는 빛의 색을 제어하는 인터랙션에 

활용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의 형태도 4 면이 막힌 부스 형태로 

결정하였다. 이는 체험 시 재생되는 음악이 욕실에서 

울리는 것과 같은 효과도 줄 것이다. 

 

 

그림 3 부스 형태와 유저시나리오 아이데이션 스케치 

 

3. 설치 구조물 제작 및 기술 구현 

실제 인터랙션이 가능한 샤워부스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디자인, 제작하여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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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샤워부스 

부스 프레임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전화부스와 사람들의 키를 실측하여 가장 적합한  

크기를 선택하였으며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프레임을 제작하였다. 

컬러 LED 가 내재된 벽은 빛이 투과하였을 때 물이 

흐르는 효과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관객 

진입이 가능한 통로로 비슷한 소재의 자바라 문을 

사용하여 부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일시켰다. 

또한 외벽에 샤워와 관련된 패턴으로 타공한 시트지를 

부착, 부스 밖의 사람들이 구멍을 통해 샤워물처럼 

흐르는 LED 빛의 패턴을 투영시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였다. 

 

 

그림 4 로고 시트지(왼)와 난색계열 LED 가 투과한 

패턴시트지(중간)와 한색계열 LED 가 투과한 패턴시트지(오) 

 

3.2 기술 구현 

 체험 전 뮤직 샤워 부스 내부에서는 도시 소음이 

은은하게 들려오고, 수도꼭지를 돌려 활성화하면 

소음은 음악으로 바뀌며 샤워기 속의 LED 가 물이 

차오르는 듯이 천장까지 흐르며 빛난다. 온수와 냉수 

수도꼭지를 사용한 벽면 LED 의 색상을 난색과 

한색으로 표현하였고, 반짝임 제어를 통해 수온과 

수압을 표현하고, 동시에 온수와 냉수를 상징하는 

음악의 볼륨을 조절하여 섞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림 5 폴리카보네이트 내부의 LED 켰을 때의 모습(왼)과 

작동 장면(오) 

  

수도꼭지를 조절할 때 발생하는 인풋값은 아두이노로 

받아들이며, 이는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전송되어 

프로세싱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래픽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그래픽은 Teensy 보드를 통해 폴리카보네이트 

벽에 설치된 ‘LED Strip’ 에 맵핑이 되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빛과 음악으로 경험되어진다. 

 

 

그림 6 아두이노에서 6 개 센서값을 받아(왼) 프로세싱에서 

물 떨어지는 비주얼 표현(오) 

 

 

그림 7 Madmapper 에서 Spout 으로 프로세싱 화면을 

DMX 신호로 LED 바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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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내부 온수 냉수 수도꼭지(왼)와 슬라이더 핸들(오) 

 

그림 9 부스내부 센서 제어로 변화하는 LED 색상 (냉->온) 

 

그 외에도 추가로 설치된 슬라이더 핸들을 통해 샤워와 

관련된 비누, 샴푸, 린스 등을 청각적으로 묘사한 음향 

효과들을 제어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샤워와 관련된 

도구를 통해 사용자는 감정을 컨트롤하여 일상적인 

샤워를 색다르게 즐기게 되면, 뮤직 샤워 부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도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속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남도록 한다. 

 

그림 10 부스내부 전체 모습 
  

  

3.3 음향 효과 구현 

Ableton Live 에 각각 냉, 온수 사운드를 재생하는 

트랙을 만들어 아두이노에서 받은 센서 값을 OSC 

신호로 받아 볼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스터 

사운드에는 High-pass filter, Low-pass filter, Pitch, 

LFO 활용 FX 가 적용되어 있고, 이는 수도꼭지 

오른쪽의 슬라이더 핸들로 제어가 가능하다. (FX 는 

관객의 쉬운 이해를 위해 각각 비누, 샴푸, 때수건, 

드라이어 아이콘으로 되어있음)  

 

 

그림 11 Ableton Live 에서 OSC 신호로 아두이노 센서값을 

받아 온수 냉수 음악의 볼륨과 4 종류의 FX 값에 적용 

 

관객은 마치 샤워장에서 하루의 감정을 마주하고 

제어하듯이, 부스속의 음악을 제어하며 라이브 DJing, 

VJing 을 하는 듯한 경험을 받을 수 있다. 

 

4. 결론 및 기대효과 

뮤직샤워는 남녀노소 모두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사운드 비주얼 미디어 설치물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으로 빛과 음악으로 샤워를 

하는 듯한 경험을 준다. 아이들도 즐겁게 뮤직샤워를 

즐길 수 있으며, 혼자나 둘만의 공간으로 잠시 바쁜 

도시로부터 벗어난 은신처와 같은 경험을 줄 수 있다.  

 

본 뮤직샤워 부스는 서울시 곳곳에 구역 특성적인 

문화적 테마와 음악으로 구성되어 설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악기를 메인 악기로 사용한 

한국적이고 웅장한 음악, 사람으로 붐비는 강남역 

11 번 출구에는 에너지 넘치는 일렉트로닉 팝 계열의 

음악,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DDP 에는 경쾌하고 

트렌디한 음악을 사용한 뮤직샤워 부스를 설치한다. 

현재 제작된 프로토타입의 음악은 홍익대 앞 축제의 

거리에 설치를 염두에 두어 홍대 인디밴드의 특성을 

갖는 일렉기타, 드럼 등 밴드 악기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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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울시 구역별 특징과 그에 따른 음악 스타일 예시 

 

가장 바쁜 서울 시내의 곳곳에 기능이 떨어진 

전화부스를 뮤직샤워 미디어 설치물로 대체한다면, 

도시인들이 잠시나마 빛과 사운드로 지친 마음을 

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Music Shower 소개 영상 : youtu.be/5kpmk996pUM 

장소별 테마곡 : youtu.be/uENthLLT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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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논문원무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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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헬스케어 모바일 앱의 활용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향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비교적 저조한 사용률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앱 내부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한 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들을 사용자 인지 경험 요소 바탕으로 과업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사용성 테스트를 ...
	주제어
	디지털 헬스케어, 사용자 경험, 사용성 테스트, 앱 개선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개인별 특성에 맞춰 의료적 상황을 예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오면서 활용 기술을 보유한 유통사, 통신사, 제약사, IT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달리 사용률이 저조한 여러 업체에서 제품 사용률을 올리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다. 디지털 치료기기 성공사례로 꼽히는 미국 디지털 치료기기 업체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의 2022년 실적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1.2 연구 프로세스
	문헌 연구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확한 정의와 유형 그리고 현재 흐름을 살폈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대표하는 서비스와 주요 과업을 선정하고 이를 사용자 경험 인지 요소 바탕으로 분석 및 비교하였다. 또한 더 풍부한 데이터를 위해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앱 개선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디자인이 올바르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산업으로, 빅데이터, AI등의 ICT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환자 맞춤 의료 서비스와 환자, 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관리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산업통상자원부(2019). 디지털 헬스케어는  4가지 유형으로 원격의료, 모바일헬스, 보건의료분석 그리고 디지털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포함된다[2]. 개인의 건강 정보의 수집, 측정, 분석, 통합되는 프로세스의 흐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표 1. 디지털 헬스케어 유형, 정의 및 사례
	이 중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 2. 24일부터 전화진료와 진단 후 처방을 받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간단한 의료 처방에 한정되지만 원격진료가 본격화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나 혹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바쁜 현대인들, 코로나로 인하여 물리적 외부 접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전문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제공할 수 ...
	그림 2. 헬스케어 슈퍼앱의 강점
	이에 따라 간단히 의사에게 질문을 앱에 올리면서 무료 상담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결과를 확인을 돕고 이에 맞는 음식이나 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2.2  사용자 경험 인지 요소
	헬스케어 서비스과의 상호작용은 건강 관리라는 목적을 둔 행위이다. 이는 노먼이 제시한 7단계 인간행위 모형 바탕으로 행위 단계별로 고찰이 가능하다. 즉, 디자이너가 각 단계마다 제품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5]. 이 모형은 시스템과 사람 간에 발생하는 일련의 작용과 반작용의 절차인 상호작용의 4가지 단계인 표명, 변환, 표현, 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6]. 본 연구는 진료 받기를 목표를 둔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을...
	그림 3. 인간 행동 7단계와 상호작용 4가지 단계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한 번에 일어날 수 없고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모든 과업들의 순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사용성은 달라질 것이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사용자의 행동 단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순서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 제품의 사용성의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인 주체이자 대상인 헬스케어의 인터페이스는 정보가 담긴 디스플레이다. 청각, 시각 모달리티와 공간적 또는 언어적 부호와 조합되어 4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를 부호화할 때 사용되는 작업 기억에서는 공간적 또는 언어적 2가지의 형식으로만 입력되고 있다. 즉, 시스템은  표현단계에서는 4가지 방식으로 구분되지만 평가단계에서는 2가지 포맷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작업기억 부호를 활성화...
	그림 4. 상호작용 시 이용되는 포맷과 모달리티
	3. 선정 대상 분석
	보편적으로 다양한 진료 과목 케어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4가지(굿닥, 닥터나우, 똑닥, 올라케어)를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공통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받기를 주요 과업을 선정하였다.
	3.1. 대면진료 받기 과업 분석
	굿닥과 똑닥은 공통적으로 대면 진료를 받기 위한 사용자의 목표 아래에 병원을 찾는 것을 구체적인 첫번째 행동 단계로 설정하여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똑닥에서는 홈 화면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검색창을 통해서 질병, 진료 과목, 병원을 직접 검색할 수 있게 한다. 검색 결과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지도 아이콘을 통해 지도로도 병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지만 병원의 상세 정보 위주로 병원 이...
	그림 5. 대면진료 행동 단계별 정보
	3.2. 비대면 진료 받기 과업 분석
	굿닥에서는 비대면 진료라는 하나의 메뉴를 두어 가장 상단에는 실시간으로 의사가 매칭하는 것을 돕는 버튼과 진료 받았던 의사와 그리고 증상 별 진료 가능한 의사의 리스트를 보여주었다. 평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세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다르게 똑닥은 대면 진료 과정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의사의 정보를 먼저 제공하여 비대면 진료를 돕고 있었다. 올라케어에서는 홈 화면에 서비스의 메인 색상으로 강조한 ‘즉시 진료 신청하기'라는...
	그림 6. 서비스 별 비대면 진료 과업 행동 순서
	3.3. 사용성 테스트 (Usability Test)
	사용자가 어떤 순서로 행동 단계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8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여 대면과 비대면 진료 받기2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표 2. 사용성 테스트 계획 및 절차
	실험 참가자들이 목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진료를 예약하는가를 살펴보고, 이후의 과업 중에서 겪었던 불편한 점과 좋았던 점을 질문하였다.
	그림 7. 사용성 테스트 사진
	대면 진료에서는 증상, 진료 시간, 위치, 후기를 중요한 정보라고 대답하였다. 증상 및 진료 과목을 선택할 때 축소된, 빠른 예약 진행을 위해서 단어의 쉬운 표기가 필요하고, 시간 선택을 정확히 빨리하고 최종적으로 예약 완료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후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지만, 오래 걸리는 탐색하는 것보단 빠른 검색 또한 선호하였다. 이 때 검색에 도움을 주는 검색창을 통해 필터를 제공한다면 필터에 적절하고 쉬운 정보에 ...
	그림 8.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결과
	질문에 대한 답들을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통해 클러스터링 하였고, 두 과업에 대한 공통적인 답변에는 파란 배경으로 표시하였다.
	4. 디자인 개선안 설정
	총체적으로 실험 참가자의 답을 통해 가장 평이 좋지 않았던 똑닥을 선정하여 디자인 개선을 하였다. 두 과업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삼았던 이유는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에 대한 구분이 없었고,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예약을 진행할 때 맞지 않은 대면 예약을 진행하게 되는 플로우에 문제점을 삼았다. 또한, 사용자 니즈에 맞지 않은 정보와 위계와 순서가 적절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빠른 예약을 원했던 반면에 때에 맞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 3. 문제점 도출에 따른 디자인 방향성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디자인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필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리스트를 따로 볼 수 있게 하였고, 리스트를 볼 때 대면 진료와 구분되게 상단에 주의 문구를 제공하여 비대면 진료 리스트임을 상기시켜주었다. 최종적으로 예약할 때 대면과 비대면 버튼을 분리하여 과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번째 문제에 해결 방안으로 증상/위치, 시간, 평가 순으로 정보를 순서대로 제공하였다. 특히 위치 정보는 공간적 정보이기 때문에 지도를 활용함으...
	그림 9. 대표 디자인 개선안 (AS-IS/TO-BE)
	5. 디자인 개선 검증
	7단계 행위 이론 바탕으로 과업에 맞게 질문을 재정의하였다. -3에서 3점 척도로 이전 과업을 수행할 때보다 정의에 더 부합한지에 대해서 이전 실험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이 때 피그마로 설계한 디자인 프로토타입과 사용성 테스트 때 녹화했던 앱 사용 파일을 비교하게 하여 정성적 평가를 진행시켰다. 사용자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피그마 공유 링크를 받아 각자 스마트폰으로 이전 사용성 평가에서 진행했던 목감기로 인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예약을 ...
	표 4. 기존 대비 우수성 질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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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중년여성대상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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