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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은 관람객이 콘텐츠를 관람할 때 관람객들이 콘텐츠에 몰두하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람객의 

몰입경험은 콘텐츠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연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콘텐츠의 흥행을 

위해 관람객의 몰입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설문 등의 표본조사 방법을 통해 관람객의 몰입도를 측정 연구는 

방송분야 등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몰입도 측정방법은 콘텐츠 관람 이후 설문을 실시하기 때문에 몰입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몰입도 측정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생리적 반응이나 얼굴 표정 분석, 그리고 움직임 관찰 방법 등을 이용하여 몰입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생체 신호를 이용하여 몰입도를 측정하는 연구의 경우, 1인을 대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 처

리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어 많은 관람객이 관람하는 공연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얼굴 표정인식 통

해 몰입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1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밝은 조명의 실험실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관람객들의 움직인 동기화를 이용하여 몰입도를 특정한 연구는 다중관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는 실험실 환경에 

한정하여 적용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연장, 시사회관 등 많은 관람객들이 콘텐츠를 관람하는 실제 환경에

서 다중관람객이 다중몰입도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외부장치, 서버, 내
부장치 등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DMC 홍보관에 상설 전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으

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다.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콘텐츠의 어느 구간에서 관객들이 

몰입을 하고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몰입을 하고 있지 못한지 분석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에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다중 관람객, 몰입도, 차영상, 다중 몰입도, 다중 몰입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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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몰입(Flow)은 콘텐츠를 관람시 관람객이 몰두

하고 있는 심리적 상태로(Csikszentmihalyi, 1990; 
Clarke and Haworth, 1994; Ryu et al., 2013), 관람

객의 몰입경험은 콘텐츠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ornell, 1992; Kelley and Davis, 

1994; Morgan, 1994; Cho, 2002; Lee et al., 2003; 
Yoo, 2007; Kim and Min, 2010). 따라서 공연 같

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또는 기획사)에서 콘

텐츠에 대한 관람객의 몰입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공연에 대한 관람객의 

몰입이 높으며, 관람객이 공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및 신뢰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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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또는 기획사)들은 콘텐츠를 관람한 관객들

이 주위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긍정적

인 구전효과(Word of Mouth)를 얻을 수 있다

(Jang and Choi, 2011).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관람객의 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 등의 표본조사 방법 또는 

생리적 반응이나 얼굴 표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Bong(2012)은 8
개 문항에 대한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 시청 몰입

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설문 기법을 이용한 몰

입도 측정 연구는 콘텐츠 관람 이후 설문을 실시

하기 때문에 몰입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몰입도 측정의 정확성이 저하되

는 문제 등이 있다(Park, 2010; Jung and Kim, 
2012). 이러한 정성적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Jung and Kim(2012)은 정량적 측정을 위

해 동공크기, 눈 깜박임 빈도, 눈 깜박임 지속시

간 등의 시각적 반응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몰입

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Jung and Kim(2012)의 

연구는 1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많은 관람객이 

관람하는 공연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Ryu et al.,(2013)은 공연장에서 관람객들의 몰입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람객들의 움직임 동기

화를 이용하였지만, 실제환경이 아닌 실험실 환

경에서 적용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많은 관람객들이 공연

장, 시사회관 등의 환경에서 콘텐츠를 관람하는 

실제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다수의 관람객의 

몰입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

하였다. 그러나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공연장

이나 시사회관의 개별 좌석마다 관람객의 심리

생리학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비 설치 및 

운영하기에는 경제적 효율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한 시스

템을 제안하였다. 즉 제안된 시스템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수집된 관람객의 움직임, 시
선 및 소리를 이용하였다. 또한 영상분야에서 널

리 활용되고 있는 차영상을 이용하여 다중의 동

작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콘텐츠 관람시 다중 

관람객의 시선 분산 정도와 소리의 크기 정도를 

이용하여 다중의 몰입 정도를 정교화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관람객의 몰입도를 측정한 연구를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다중 몰입도 측정 시스템의 구조도 

및 시나리오를 기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시스

템 구현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하여 기술

하겠다.

2. 몰입 측정 연구

몰입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는 교육분야(Heo et 
al., 2003; Jang et al., 2008), 방송분야(Bong, 
201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몰입도 측정 연구는 <Table 1>과 같이 정성적 평

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성적 평

가는 콘텐츠 관람 후 관람객들의 몰입을 사후적

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측정방법으

로는 설문방법이다. 반면에 정량적 평가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생리기관의 활동 변화를 실시

간으로 분석하여 관람객의 몰입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얼굴 표정 인식, 제스쳐를 

통한 감정인식 및 생체 정보를 이용한 측정방법 

등이 있다. 
정성적 평가를 통해 몰입을 측정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게임몰입에 대한 Lee et al.,(2003)의 연

구와 방송 프로그램의 몰입 측정을 위한 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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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Method Studies

Qualitative 
Evaluation

Questionnaire

Fornell (1992); Smith (1998); Choi et al.,(2000); Jeon (2003); Lee et al., 
(2003); Chebat and Michon (2003); Graefe and Hong (2004); Kim (2005); 
Yoo (2007); Hong et al., (2007); Lee (2008); Lim et al., (2009); Jang and 
Choi (2011); Lee and Choi  (2012); Jung and Kim (2012); Bong (2012)

Quantitative 
Evaluation

Biometric Information Choi and Woo (2005); Lee (2008); Park (2010)

Facial expression Mark and Larry(1996); Park et al., (2000); Ko et al., (2009)

Motion
Park et al.,(2001); Park(2001); Camurri et al.,(2003); Shaarani and 
Romano(2006); Castellano et al., (2007); Ryu et al., (2013)

<Table 1> Studies on flow

(2012)의 연구가 있다. Lee et al.,(2003)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몰입과 중독을 고려하여 이것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 사용자 만족

과 충성도를 높이는 몰입 전략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Bong(2012)의 연구에서는 TV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몰입도 측정 및 몰입도를 지수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고 효과에 대

한 몰입도 지수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였다. 
정량적 평가 방법 중 생체정보를 이용한 대표

적인 연구로는 Lee(2008)의 연구와 Park(2010)의 

연구가 있다. Lee(2008)는 센서를 사용한 간단한 

심전도 (EKG, Electro Cardio Gram)와 맥파(Pulse 
wave)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k-NN(k-Nearest Neighbor)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감정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 하였다. Park(2010)의 연구는 얼굴의 근전

도(EMG, Electro Myo Gram)와 피부전도율(SCL, 
Skin Conductance Level)을 사용하여 몰입도를 

측정함으로써, 심리생리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몰입도를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얼
굴인식을 통한 연구로는 Mark et al.,(1996)의 연

구와 Park et al.,(2000)의 연구가 있다. Mark et 
al.,(1996)는 얼굴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변화값

을 인공 신경망으로 학습하여 감정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었

다. Park et al.,(2000) 연구는 기준얼굴 특징점을 분

석하고, 이를 유전자 알고리즘(Geneti Algorithms)
을 적용하여 표정 분석 연구를 하였다. 마지막으

로 움직임을 통해 몰입을 측정한 연구로는 Park 
et al.,(2001)의 연구와 Castellano et al.,(2007)의 

연구가 있다. Park et al.,(2001)의 연구는 댄스 이

미지로부터 움직임 특징점을 추출하고, SVD와 

TDMLP(Time Delayed Multi-Layer Perceptron)를 

사용하여 감정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Castellano et al.,(2007)의 연구는 몸과 제스쳐의 

움직임 특징점을 추출하고 HNB(Hidden Navien 
Bayes) classifier를 통하여 감정을 분류하는 연구

를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몰입도 연구가 진행되었지

만, 대부분의 연구가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었

을 뿐 실제 환경에 구현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몰입도를 측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3. 다  몰입도 측정 시스템 구조

3.1 시스템 구조

관람객들은 콘텐츠를 관람하면서 감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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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키고,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모션, 시선

변화 및 소리 등으로 표출한다. 일반적으로 개

별 관람객들의 심리생리학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별 좌석마다 센서를 설치시 많은 비

용과 연동 및 처리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이고 쉽게 구축 가능하도록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장 및 시사회관과 같이 다

수의 관람객들이 모여 콘텐츠를 관람하는 장소

에서의 다중관람객들의 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중 몰입도 측정 시스템 설계를 하였다. 시스템 

구성도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System Structure

외부장치(External Device)는 마이크, 적외선 

카메라 및 모바일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이

크 및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공연장 및 시사회관

의 관람객들로부터 콘텐츠에 대한 관람객의 움

직임, 시선 분산 정도 및 소리 정보를 수집한다. 
시사회관에 사용된 카메라는 DMG 23G445로 세

부사양은 1280*960 pixel, 30/sec, Sony CCD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장치

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관람객의 태도, 재인 

및 몰입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몰입측정을 위한 설문은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계산된 몰입도의 정확도를 개

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서버(Server)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알고리즘, 

그리고 메인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베이

스에는 외부장치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이 1차적 

저장하며, 또한 제공되는 콘텐츠 상세 정보와 콘

텐츠 분석 데이터, 모바일 설문, 사용자 정보 등

이 저장된다. 여기서 저장된 정보들은 요청에 의

해 분석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전달되며, 알고리

즘에 따라 전체 관람객들의 몰입도가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메인 모듈은 전체 프로그램의 제어 

및 외부와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내부장치(Internal Device)는 외부로 디스플레

이(Display)되는 부분이다. 웹상에 관람객들 또는 

누적 몰입도 지수, 통계 데이터 및 관련 정보들

을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실

시간으로 몰입도 측정 및 관련 정보 분석 화면을 

레포팅 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3.2 서비스 시나리오

1. 00아트홀에서 퓨전극악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고 있으며, 공연 대부분 매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뮤지컬의 연출가인 A는 과연 뮤

지컬에 대해 관객이 재미있어 하는지, 장기

간 인기가 지속될 수 있는지, 또한 관객들

이 몰입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연출가 A는 

사무실의 노트북에 설치된 다중 관객의 몰

입도 측정 시스템에 접속하였다. ‘관람객 

통계’, ‘재인 & 태도 통계’ 및 ‘몰입도 통계’ 



공연장에서 다중 몰입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49

메뉴가 화면에 나왔다.
2. A가 ‘관람객 통계’를 클릭하자, 공연을 관

람한 관객들의 공연회차별-인구통계학적

(성별, 연령별)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었다. 
또한 ‘재인 & 태도 통계’를 클릭하자, 공연

회차별-인구통계학적 정보별-재미정도, 공
연회차별-인구통계학적 정보별-감동정도, 
공연회차별-인구통계학적 정보별-구전 가

능성, 및 공연회차별-인구통계학적 정보별-
선호장면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출력되었

다. A는 뮤지컬의 지속적 공연될 수 있도록 

마케팅 팀과 협업하여 관람객 통계 및 재인 

& 태도 통계를 이용하여 고객 분석을 한 

후, 이에 기반하여 타겟 마케팅을 할 예정

이다. 
3. 연출가 A 가 ‘몰입도 통계’를 클릭하자, 콘

텐츠 몰입도, 씬별 몰입도, 몰입(비몰입) 구
간 정보에 대한 세부 메뉴가 화면에 표시되

었다. 콘텐츠 몰입도를 클릭하자 연출가 A
가 생각한 것 보다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낮

게 나왔다. 따라서 연출가 A는 씬별 몰입도

를 클릭하여, 00씬에서 다른 씬보다 상대적

으로 몰입도가 낮게 나왔음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몰입(비몰입) 구
간 메뉴를 클릭하자, 00씬의 △△구간에 대

한 관객들이 몰입하지 않는다고 화면에 출

력되었다. 따라서 연출가 A는 △△구간에

서 관객들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시나리

오 및 무대장치를 수정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레포팅 정보가 중심이 되는 서

비스의 예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무실이 아닌 다

른 상황(예를 들면 이동 중)에 따라 인터넷 접속

이 가능한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등의 다른 

기기가 사용 가능하다.

3.3 데이터 베이스 설계

본 시스템은 다중 관람객들의 반응을 실시간

으로 분석하여, 기획사 및 연출가 등이 특화된 

몰입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기능을 고려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첫째, 프레임(Frame)별, 씬(Scene)별 및 콘텐츠

(Content)별 몰입도 정보 제공을 통해, 기획사 및 

연출가 등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의 몰입도 정보 

또는 특정 구간에 대한 몰입도 정보를 쉽게 획득 

가능하게 한다.
둘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한 몰입

도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람객들의 불편함을 최

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APP)을 통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본 시스템에서 측정

하는 몰입도의 정확성을 개선한다.
<Figure 2>는 시사회관에서 다중 몰입도를 측

정하기 위한 시스템의 ERD(Entity-Relationship 
Diagram)이다. 주요 테이블로는 관람객 정보, 
모바일 설문, 영화 정보, 씬 정보 등이 포함된

다. 관람객 정보 테이블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별, 나이, 관람객

의 좌석 번호 같이 기본적인 정보만이 저장되

며, 모바일 설문 테이블은 관람객 번호와 연관

되어 영화번호, 기억에 남는 장면, 흥미 정도, 
몰입 정도, 추천 정도를 측정하여, 콘텐츠에 대

한 관람객의 태도 정보를 저장한다. 영화 정보 

테이블은 영화 제목, 번호, 재생시간, 영화 가중

치 값, 몰입도 지수가 포함된다. 영화 씬 테이블

은 영화 정보 테이블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영화

제목, 씬 가중치, 가중치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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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RD(Entity-Relationship Diagram)

<Figure 3> Installation of IR Camera

4. 시스템 구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ERD 기반으로 다중 

몰입도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C# 프로그

래밍으로 작업하였다. 다중 몰입도 측정 시스템

은 공연 관계자와 관람객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인 정보제공과 안내를 쉽게 받기 위한 특화된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었으며, 각각 상황 정보에 

따라 프레임과 정보가 제시 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다중 몰입도 측정 시스템은 서울시 마포구 상

암동에 있는 DMC 홍보관에 있는 상설 3D 시사

회관의 어두운 환경에서 다중 관람객들의 움직

임, 시선움직임, 관객의 탄성 등의 소리를 수집·
저장·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되었다. 구

현된 시스템에 대한 현장 모습, 측정 장면, 제어 

프로그램, 그리고 공연 관계자(다중몰입도 측정 

몰입도 이용하는 사용자) 관점의 사용 UI의 화면

은 다음과 같다. 
시사회관의 콘텐츠는 어두운 환경에서 상영되

기 때문에, 일반카메라를 활용하여 관람객들의 

영상을 촬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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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easurement Program of the Group Engagement

를 극복하기 위해 <Figure 3>과 같이 시사회관의 

스크린 상단에 상단에 적외선 조명기반의 IR카
메라 2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관람객들을 

촬영한다. 
설치된 IR 카메라 2대를 이용하여 관람객 반

응을 촬영한 사진은 <Figure 4>와 같다. 촬영된 

관람객 반응 사진은 관람객들의 움직임 및 시선

의 분산 정도 등을 이용하여 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Figure 4> Photograph of the Audience 
Reactions

실제 환경에서 관람객이 콘텐츠를 관람할 경

우에는 <Figure 5>와 같이 제어 프로그램을 통하

여 콘텐츠 실행 및 제어를 동시에 이루어지며, 
촬영사진 등의 입력 데이터가 DB로 전송한다. 

<Figure 5> Control Program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좌측 상단에 

좌측 또는 우측 카메라에서 받아 들이는 입력 신

호(Figure 5 참조)를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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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porting Screen

있으며, 우측 상단 (Voice)에는 마이크로 통해 수

집된 소리로 표출된 관람객의 반응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또한 우측 중간의 제어 부분

(Control)을 통해 카메라 밝기, 화질 세팅, 화면 

캡처(Capture)에 대한 저장 위치 선정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우측 하단에(Filename)은 관람객 반응

을 수집하기 위해 상영하고 있는 콘텐츠를 순서

대로 보여준다.
제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집된 입력 데이터

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다중 몰입도로 측정하는 

통합 제어 프로그램은 아래 <Figure 6>과 같다. 
통합 제어 화면(UI)에는 다중 관람객들의 움

직임량, 시선 분산, 소리 등이 지수화 되어 표시

되며 저장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중 

몰입도 지수를 계산한다. 추가적으로 콘텐츠 기

획사에게 양질을 몰입도 통계를 레포팅하기 위

해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한 인구 통계학적 데이

터와 설문정보가 입력값으로 활용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다중 몰입도 지수는 <Figure 

7> 형식과 같은 보고서 형태로 정리된다. 특히 

조사설계 방법, 최종 몰입도 지수, 씬별 가중치

값, 몰입도 평가 정보 등이 기술되어, 콘텐츠 기

획자 또는 공연 관계자들이 콘텐츠 설계 변경 또

는 타겟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5. 결론 

콘텐츠에 대해 관람객이 몰입을 하고 있는지, 
몰입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 측정을 하는 것

은 기업(또는 기획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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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사후적 측정 또는 1인을 대상으로 측

정하였기에, 시사회관 같이 다수의 관람객들이 

모여 콘텐츠를 관람할 때 실시간으로 다중 몰입

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사

회관 등에서 다중 몰입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 구성은 외부, 내부 그리고 서버

장치 3부분으로 나뉜다. 외부장치는 입력데이터 

수집을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버는 DB, 
분석 알고리즘, 제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마지막으로 내부 장치는 몰입도 지수와 분석 

결과를 레포팅하는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의 연구가 1인을 대상으로 또는 사후적

으로 몰입도를 측정한 반면에 본 논문은 콘텐츠

를 관람한 많은 수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몰입도

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몰입도를 측정

하는 시스템은 대부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지만, 본 연구는 현실적이고 쉽게 구축 가능하

도록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경제적으로 효과

적이지만, 시사회관 등에서 발생하는 예외사항

을 정확히 인식하여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한 관람객 성향에 따라 움직임, 시선, 소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남·여·노·소에 적합한 표

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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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stem Development for Measuring Group 

Engagement in the Art Center

1)Joon Mo Ryu*․Il Young Choi**․Lee Kwon Choi***․Jae Kyeong Kim****

The Korean Culture Contents spread out to Worldwide, because the Korean wave is sweeping in 
the world. The contents stan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wave that we are used it. Each country is 
ongoing to keep their Culture industry improve the national brand and High added value. Performing 
contents is important factor of arousal in the enterprise industry.  To improve high arousal confidence of 
product and positive attitude by populace is one of important factor by advertiser. Culture contents is the 
same situation. If culture contents have trusted by everyone, they will give information their around to 
spread word-of-mouth. So, many researcher study to measure for person’s arousal analysis by statistical 
survey, physiological response, body movement and facial expression. First, Statistical survey has a 
problem that it is not possible to measure each person’s arousal real time and we cannot get good survey 
result after they watched contents. Second, physiological response should be checked with surround because 
experimenter sets sensors up their chair or space by each of them. Additionally it is difficult to handle 
provided amount of information with real time from their sensor. Third, body movement is easy to get 
their movement from camera but it difficult to set up experimental condition, to measure their body 
language and to get the meaning. Lastly, many researcher study facial expression. They measures facial 
expression, eye tracking and face posed. Most of previous studies about arousal and interest are mostly 
limited to reaction of just one person and they have problems with application multi audiences. They have 
a particular method, for example they need room light surround, but set limits only one person and special 
environment condition in the laboratory. Also, we need to measure arousal in the contents, but is difficult 
to define also it is not easy to collect reaction by audiences immediately. Many audience in the theater 
watch performance. We suggest the system to measure multi-audience’s reaction with real-time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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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We use difference image analysis method for multi-audience but it weaks a dark field. To 
overcome dark environment during recoding IR camera can get the photo from dark area. In addition we 
present Multi-Audience Engagement Index (MAEI) to calculate algorithm which sources from sound, 
audience’ movement and eye tracking value. Algorithm calculates audience arousal from the mobile survey, 
sound value, audience’ reaction and audience eye’s tracking. It improves accuracy of Multi-Audience 
Engagement Index, we compare Multi-Audience Engagement Index with mobile survey. And then it send 
the result to reporting system and proposal an interested persons. Mobile surveys are easy, fast, and visitors' 
discomfort can be minimized. Also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provided mobile advantage. Mobile 
application to communicate with the database, real-time information on visitors' attitudes focused on the 
content stored. Database can provide different survey every time based on provided information. The 
example shown in the survey are as follows: Impressive scene, Satisfied, Touched, Interested, Didn't pay 
attention and so on. The suggested system is combine as 3 parts. The system consist of three parts, External 
Device, Server and Internal Device. External Device can record multi-Audience in the dark field with IR 
camera and sound signal. Also we use survey with mobile application and send the data to ERD Server 
DB. The Server part’s contain contents’ data, such as each scene’s weights value, group audience weights 
index, camera control program, algorithm and calculate Multi-Audience Engagement Index. Internal Device 
presents Multi-Audience Engagement Index with Web UI, print and display field monitor. Our system is 
test-operated by the Mogencelab in the DMC display exhibition hall which is located in the Sangam Dong, 
Mapo Gu, Seoul. We have still gotten from visitor daily. If we find this system audience arousal factor 
with this will be very useful to create contents.

Key Words : Multi-Audience, Arousal, Differential Image, Multi-Arousal, MAEI(Multi-Audience 
Engage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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