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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디스플레이 및 커

뮤니케이션 장치가 개발되었으며, 이전보다 훨씬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거나 가상현실을 시뮬레이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HMD(Head Mounted

Display)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디스플레이와 크기가 증

가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인간의 더 많은 감각을 자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 중 하나는 사용자

가 디스플레이 된 환경의 일부로 느끼는 현존감과 몰입

감의 증가이다. 몰입형 가상환경(immersive virtual

environment)은 전통적인 데스크톱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보다 3차원 구조를 보면서 보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상

호 작용을 할 수 있는 향상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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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몰입형 환경은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사

용자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측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관점을 강조한 몰

입형 환경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1)몰입형 시각화는 작업 수행에 이점을 준다

고 하였다.2) 몰입형 시각적 디스플레이의 효과는 구체화

된 현존감(embodied presence)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현존감은 몰입에 의해 수반되어진다고 지적하였다.3)

몰입형 시각 시스템은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1) Freeman, Jonathan, Avons, S. E., Meddis, Ray, Pearson, Don E.
and IJsselsteijn, Wijnand, Using Behavioral Realism to Estimate
Presence: A Study of the Utility of Postural Responses to
Motion Stimuli, Presence 9(2), 2000.4, pp.149-164

2) Gruchalla, Kenny, Immersive well-path editing: investigating the
added value of immersion, Proceeding of IEEE Virtual Reality,
2004, pp.157-164

3) Witmer, Bob G. and Singer, Michael J., Measuring Presence in
Virtual Environments: A Presence Questionnaire,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7(3), 1998.6,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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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현존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적 존재에 초점

을 맞추었고 그 기여 요인과 측정을 확인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왔다.4) 그러나 이러한 현존감과 몰입적

시각화 기술 등을 건축, 기술과 건설(architectur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EC)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며 그와 관련된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Curtin Hub for Immersive visualization and eResearch(HIVE)

는 높은 몰입이 가능한 서로 다른 형태의 2D 및 3D를

가진 시각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크기와

형태, 형식이 모두 다르며 회의나 강의 또는 다사용자간

의 협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이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

몰입형 환경은 사용자들에게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며

디자인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HIVE의 사례를 통해 각기 다른 몰

입형 환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사용자들이 어

떻게 느끼며,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각화 기술, 다중

사용 기술 등이 디자인 과제 수행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몰입형 환경의 연구가 주로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위주의 기술적 관점에서 논의되었

다면 본 연구는 사용자가 느끼는 인지과정과 경험적 측

면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현존, 몰입, 통합 모델과 같은 몰입형 환경의

이론 및 구현과 관련된 중요 개념들을 검토하고 이해한

다. 이론들은 기술적 측면에만 집중하지 않으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간의 인지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기술 구성 요소와 성능에 초점을 맞춰 HIVE의

몰입 환경을 분석한다. 서로 다른 2D, 3D의 시각화 시스

템을 작업의 효율성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특징짓는다.

셋째, 앞서 몰입형 환경의 이론적 고찰에서 추출한 주

요 개념들과 디자인 과정의 주요 개념들을 토대로 몰입형

환경의 디자인 과정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분석 틀을 통해 기존 이론을 검증

하고 서로 다른 몰입환경에서 디자인 과정의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HIVE에서 실험을 실시

한다.

4) Schubert, T., Regenbrecht, H. and Friedmann., F.,The Experience
of Presence: Factor Analytic Insights.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10(3), 2001.6, pp.266-281

2. 몰입형 환경에 대한 고찰

2.1. 몰입형 환경의 특성: 몰입감(immersion)과 현
존감(presence)

Slater and Wilbur5)는 몰입감을 주변을 둘러싼 실제
같은 생생함으로 정의하였다. 주로 전달하는 시각 시스
템의 성능 측면에서 수치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몰입감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확장
(extension)은 시스템이 수용하는 감각의 범위를 나타내
며, 주위(surrounding)는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마식으로
표시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일치(matching)는 사용자의
행동과 디스플레이 정보와의 일치정도를 말하며, 생생함
(vivid)은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및 품질과 관련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분리되어 가상현실에 포
함된(inclusion) 정도라고 하였다. 몰입감의 정도가 현존
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Hendrix and Barfield6)의 주장에
따르면, 입체영상과 넓은 범위의 시야가 생생함을 주며,
공간적 사운드는 확장성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Witmer and Singer7)는 몰입감(immersion)과 참여감

(involvement)을 관심, 흥미의 측면과 공간의 인지 측면

으로 구분하였다. 몰입감이란 자극과 경험의 연속 흐름

을 제공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포함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면, 참여감은 일관된

자극 또는 유의미한 활동과 사건에 대해 자신의 에너지

와 관심을 집중시킨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

이다.

현존감은 기술적인 측면 보다는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
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이 최근 널리 인식되고
있다. 현존감은 가상환경에 있다는 의식의 상태로 몰입
의 개념과 구별된다.8) 몰입감은 기술의 객관적인 묘사로
컴퓨터 디스플레이가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면,
현존감은 사용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을 말한다.9) 많
은 가상 환경은 아바타를 제공하여 신체의 경계에서 자
아와 비자아의 구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현존감
을 강하게 형성한다.10)

현존감은 좀 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Sheridan11)

5) Slater, M. and Wilbur, S., A Framework for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s (FIVE): Speculations on the Role of Presence in
Virtual Environments,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6(6), 1997.6, pp.603-616

6) Hendrix, C., & Barfield, W., The sense of presence within
auditory virtual environments.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5(3), 1996.6, pp.290-301

7) Witmer, Bob G. and Singer, Michael J., op. cit., p.230
8) Slater, M. and Wilbur, S., op. cit., p.610
9) Schubert, Thomas, Friedmann, Frank and Regenbrecht, Holger,
The Experience of Presence: Factor Analytic Insights,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10(3), 2001.6, pp.266-281

10) Heeter, Carrie, Being There: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Presence,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1(2), 1992.6, pp.26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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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존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감각 정보의 충실도, 센서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등으로 기술 지향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Heeter12)의

사용자 지향적 관점은 현존감을 주어진 위치에서의 지각

과 같은 개인적 현존감(personal presence), 다른 사람의

존재와 반응과 같은 사회적 현존감(social presence) 그

리고 사용자의 존재에 대한 적절한 맥락적 반응을 포함

하는 환경적 현존감(environmental presence)으로 분류하

였다. 본 연구는 기술 지향적 관점보다 사용자 지향적

관점의 인지 측면에 집중한다.

Short et al.13)은 사회적 현존감을 매개된 환경에서 의

사소통시 느끼는 다른 사람의 중요성과 대인 관계의 결

과적 중요성으로 정의하였다. 끄덕임과 미소같은 심리적

인 거리에 의해 측정되는 직접성과 눈 접촉과 같은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친밀함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에 대한 다른 존재의 반응은 사

용자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환경적 현

존감은 사용자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환

경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의미한다.14) 환경적 현존감

과 유사한 맥락에서 객체의 현존감(object presence)은

사용자가 몰입 시스템에 의해 구성되는 객체와 함께 위

치하면서 느끼는 경험이다. 객체의 현존감은 장면의 깊

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다양한 시

야 및 오디오 등에 의해 추가로 형성될 수 있다.15)

Dourish과 Bly16)는 인식(awareness)을 자신의 활동에

대한 상황을 제공하는 타인의 활동에 대한 이해로 정의

하였다. 인식의 개념은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및 CSCW(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문헌에

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Christiansen과 Maglaughli

n17)은 인식을 그룹에 속한 느낌을 증진하는 그룹에 대한

소속감(group awareness) 그리고 육체적, 사회적 및 정

신적 맥락을 포함하는 상황 인식(contextual awareness)

11) Sheridan, T. B., Musings on telepresence and virtual presence.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1(1), 1992.12,
pp.120–125

12) Heeter, Carrie, op. cit., p.270
13) Short, Williams and Christie, The Social Psychology of

Telecommunications, London, United Kingdom: John Wiley.
2006, pp.45-56

14) Sheridan, T. B., op. cit., p.120
15) Stevens, Brett and Jerrams-Smith, Jennifer, The Sense of Object-Presence
with Projection-Augmented Models,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Haptic Human-Computer Interaction, 2000.8, pp.194-198

16) Dourish, Paul and Bly, Sara, Portholes: supporting awareness in
a distributed work group,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992.5, pp.541-547

17) Christiansen, Nina and Maglaughlin, Kelly, Crossing from Physical
Workplace to Virtual Workspace: Be AWARE!, Proceedings of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 Computer Interaction,
2003.6, pp.1128-1132

으로 구분하였다. 인식은 시스템 사용자의 인식과 그 인

식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측면 둘 다를 말한다.

2.2. Curtin Hub for Immersive Visualization
and eResearch(HIVE)의 몰입형 환경

호주의 커틴 대학교(Curtin Unversity)안에 위치한 Curtin

Hub for Immersive Visualization and eResearch(HIVE)는 연

구자 및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시

각화, 가상화 및 시뮬레이션 기능등 고급 시설을 갖춘

연구 센터이다. HIVE의 대규모 시각화 시스템들은 다양

한 미디어 표현을 통해 특정 유형의 컨텐츠에 적합한 고

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표 1>

HIVE 시각화 시스템

Tiled
Display

The
Cylinder

The
Dome

<표 1> HIVE 시각화 시스템

첫째, Tiled Display는 10평방미터에 12개의 풀 HD

LCD 패널(2,400 만 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멀티 메가

픽셀 모자이크 또는 기가 픽셀 크기의 파노라마를 포함

한 초고해상도 이미지의 프리젠테이션에 적합하다. 둘째,

높이가 3m, 직경이 8m인 Cylinder는 몰입형 입체 파노

라마, 가상환경를 표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

에는 추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제공된 3D 안경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입체 3D로 표시 할 수 있다. 이 시스

템은 몰입형 3D 가상 환경과 모션 캡쳐를 통한 직관적

인 상호 작용을 가장 잘 지원한다. 180메가 픽셀의 연속

적인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기 위해 3개의 하이 엔드 프로

젝터가 180 개의 원통형 표면 주위를 싸고 있다. 셋째,

Dome은 관측자의 주변 시야를 완전히 채우는 4미터 직

경의 돔형 스크린을 통해 몰입형 경험을 제공한다. 360

개의 사실적인 파노라마와 전방위 비디오를 탐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입력 장치로 6 자유도의 스페이스마우스, 무선 XBox

컨트롤러 및 마커리스 모션 캡처를 위한 Kinect v1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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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시각화 시스템에서 작동할 수 있다. 캡처 장치에는

14메가 픽셀 스틸, 4K 비디오 및 캐논 EF 렌즈 마운트

가 있는 레드 스칼렛, 20메가 픽셀 스틸 및 1080p 비디

오가 있는 캐논 5D, 3D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소니

TD10이 포함된다. 증강된 시각화를 위해 3개의 시스템

에 헤드 장착형 3D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수 있지만,

OptiTrack InfraRed 카메라는 재귀 반사형 도트를 사용

하여 모션을 캡처하고 Cylinder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이미지, CAD, 렌더링, 파노라마 스티칭, 스크립팅 가능

한 가상 상호 작용 환경, CAT / MRI 스캔의 볼륨 시각

화, 포인트 클라우드 시각화 및 조작, 지진 데이터 시각

화 등의 3D 모델링을 위해 25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패

키지가 시스템에 설치된다.

HIVE는 물리와 공학에서부터 보건 과학, 인문학, 창

조적 예술 및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해석, 표

현, 전달하는 새롭고 향상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지식

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3. 몰입형 환경에서의 디자인 과정 분석틀

3.1. 창의적 디자인 과정
디자인은 문제 해결 과정으로 널리 인식되어있다. 디

자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디자이너는 문제를 공식화하

고 해결책을 찾으며 디자인 활동에 적합한 전략을 채택

한다.18)

많은 연구자들은 디자인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

양한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의성은 문제를 재구

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set-up goal action), 생

각을 재해석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

하였다.19) 특별히 창의적 사고는 아이디어의 생성과 발

전,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반한다.

Simon20)은 디자인 활동은 불명확한(ill-structured) 문

제해결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문제와 해결책 역시 정

의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불명확한 디자

인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

(problem)를 디자이너들이 부분적인 해결책을 찾는 목표

(goals)와 하부목표(subgoals)로 세분하기를 제안한다.

디자인 사고 과정은 대개 모호성(ambiguity)과 유동성

(fluidity)으로 묘사되며, 디자이너들은 추상적 사고와 해

18) Cross, Nigel, Christiaans, Henri and Dorst, Kees, Analysing
Design Activity, Wiley, New York, 1996, pp.23-27

19) Runco, Mark A., Divergent thinking, In Mark A. Runco &
Steven R. Pritzker(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Elsevier,
London, 2011, pp.577-582

20) Simon, Herbert A., The structure of ill structured problems,
Artificial Intelligence 4(3), 1973.12, pp.181-201

결책사이를 끊임없이 넘나들어야만 한다. Cross et al.21)

는 창의적 디자인 과정은 문제영역(problem space)과 해

결책영역(solution space)의 공동-진화(co-evolution) 과

정 속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디자인 문제는

반복되는 공동-진화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고 확장되면서

함께 발전하고 구체화된다.

3.2. 디자인 과정 분석 틀의 개발
앞장에서의 주요 이론과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몰입형 환경이 디자인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개발하였다. 분석틀은 크게

‘시각화 시스템’, ‘인지적 과정’, ‘경험’의 3가지로 범주로

구분되며, ‘몰입감’, ‘현존감’, ‘협력’, ‘창의성’, ‘이해도’, ‘참

여감’ 의 6개의 수준으로 세분하여 구성된다. 그 구체적

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시각화 시스템의 성능측면에서 각 디스플레이가 제공
하는 현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몰입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 한다. 시각화 시스템의 몰입감은 이론적 고찰에서 논
의되었던 확장, 주변, 일치, 생생함, 포함정도로 구성된다.
인지적 과정은 몰입형 환경에서 작업할 때 사용자가

인식하는 지각(perception)을 나타낸다. 인지적 과정은 현

존감과 협력 정도, 그리고 디자인 과정의 창의성을 포함

한다. 몰입형 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현존감이다. 본 연

구에서는 앞서 선행연구의 개념과 이론들을 토대로 가상

환경 내에서 생성된 주변 객체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

고, 현실세계와 같은 움직임이나 반응을 어느 정도 느끼

고, 특히 디자인 과정시 중요시 되는 공간과 공간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몰입형 환

경은 대부분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공유된

환경을 통해 협업을 위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몰입형 환경에서 새로운 아

이디어의 수와 제안한 아이디어의 발전, 새로운 목표 설

정, 문제와 해결책간의 상호작용 등의 창의적 디자인 사

고과정을 분석한다. 협력과 창의성의 구체적인 세부항목

은 Kim22)의 분류기준을 따른다.

사용자 경험은 제공된 환경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강조한다. 시

각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물리적 환경과 구조, 재질

및 재료와 색채 등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참여감은 디자인 과제 수행시 자신이 경험하게 되

는 관심과 흥미, 그리고 열중과 몰입 정도 등 심리적 상

태를 포함한다.

21) Cross, Nigel, Christiaans, Henri and Dorst, Kees, op. cit., p.50
22) Kim, Mi Jeong, The effects of tangilble user interfaces on designers'
spatial cognition, University of Sydney, Ph.D. Thesi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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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

시각화 시스템
(visualization
system)

몰입감
(immersion)

확장(extension)

주변(surrounding)

일치(matching)

생생함(vivid)

포함정도(inclusion)

인지적 과정
(cognitive process)

현존감
(presence)

주변 객체의 인식
(awareness of surrounding objects)

현실세계와 같은 움직임(activity)

현실세계와 같은 느낌이나 반응
(reaction and feeling)

공간 사이의 관계 인식
(perception of spatial relation)

협력
(collaboration)

제안(propose)

질문(question)

논쟁(argument)

결정(resolution)

창의성
(creativity)

아이디어의 생성과 발전
(idea generation)

새로운 목표 설정
(set-up goal action)

문제와 해결책간의 상호작용
(co-evolution)

사용자 경험
(user’s experience)

이해도
(understanding)

주변 환경 및 구조
(environment, structure)

재질 및 재료(material)

색채(color)

참여감
(involvement)

몰두, 열중감
(engaged sense in performing a task)

몰입정도(lose track of time)

흥미(enjoy one’s activities)

<표 2> 디자인 과정 분석 틀

4. HIVE 에서의 디자인 과정 사례 분석

4.1. 조사대상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몰입형 환경에서의 디자인 과

제 수행시 기존과는 다른 디자인 과정의 이점과 제한점

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 분석을 위한 몰입형 환

경은 HIVE의 Tiled Display, Cylinder, Dome 3개의 시

각화 시스템으로 한정한다.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디자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

다고 판단하는 Curtin University 건축학과 대학원 학생

들로 선정하였다. 다사용자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은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므로 학생들 2명이 한팀이 되어

실험에 참여하도록 계획하였다. 각 시각화 시스템에 따

라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비슷한 내용의 각

기 다른 디자인 과제를 부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유형 사용 소프트웨어 내용과 수행 디자인 과제

Tiled
Display

‘Living Forest’ 삼림

삼림을 둘러보고 아래시설들
을 포함하는 디자인안 계획
-천막, 식사 준비하는 공간,
식사공간, 쓰레기 처리장소,
음수대, 화장실, 파고라

The
Cylinder

‘Gates of Horus’
이집트 사원

이집트 사원을 둘러보고 이
집트 사원의 스타일을 반영
하는 학생들을 위한 커피 숍
디자인안 계획
-이집트 사원의 특징 10가지
를 디자인에 반드시 포함

The
Dome

‘Nature Field’
자연 들판

들판을 둘러보고 아래시설들
을 포함하는 디자인안 계획
-놀이터, 어른들의 운동시설,
쓰레기 처리장소, 음수대, 화
장실, 파고라

<표 3> 시각화 시스템별 디자인 과제

서로 다른 HIVE의 시각화 시스템에서 학생들에게 디

자인 과제를 부여하고 이들이 과제를 해결하고 디자인하

는 과정을 개발된 분석틀에 의해 분석한다. 인지적 과정

은 학생들이 디자인 과제 수행시 발생한 사고 과정을 분

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프로토콜 분석을 실시하며, 사용

자 경험의 이해도와 참여감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험

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주어 직접 기입하도

록 한다.

프로토콜 분석은 인지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

며, 인간의 사고과정을 이해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디

자인 연구에서 프로토콜 분석은 디자인 작업과정에서 일

어나는 언어보고(verbal report)와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

나는 디자인 행위들을 함께 채택하여 분석함으로써 디자

인 작업과 관련된 인지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디자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프로토콜 분석법을 사용해왔다.23)

본 연구는 학생들의 디자인 과제 수행시 일어나는 인

지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토콜 분석을 실시하며

따라서 참여자들은 디자인 과정시 언어로 동시에 말하면

서(think aloud) 디자인 수행을 하였고 이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은 먼저 몰입형 환

경 안에서 언어로 말하면서 디자인하는 과정에 익숙해지

도록 약 10분 정도의 예비 과정을 거쳤으며, 그 후 20분

정도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였다.

23) Tang, H. H., Lee, Y. Y., & Gero, J. S., Comparing collaborative
co-located and distributed design processes in digital and
traditional sketching environments: A protocol study using the
function behaviour structure coding scheme, Design Studies,
32(1), 2011.1,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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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프로토콜 자료를 참여자들이 말한 내용과 표현

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부분들(segments)로 분절하고,

그 내용에 따라 개발된 분석틀에 근거하여 코딩하였다.

코딩은 시청각 기록 자료를 행동과 음성의 정확한 시간

대별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인간행위분석 프

로그램인 InterACT를 사용하였다.

<그림 1> InterACT 인터페이스

4.2. 분석 결과
(1) 시각화 시스템의 몰입감

시각화 시스템의 성능측면에서 몰입감의 정도를 평가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유형 몰입감 평가 내용

Tiled Display ‘주변’과 ‘생생함’ 높음

The Cylinder ‘일치’ 낮음, ‘주변’, ‘생생함’ 높음

The Dome ‘주변’, ‘포함 정도’, ‘생생함’ 높음

<표 4> 몰입감의 평가

확장(extension)은 시스템이 수용하는 인간 감각의 범
위로 확장적인 환영(extensive illusion)은 사용된 작업
내용 및 사용자의 다양한 감각 양상의 선호도에 따라 각
시스템의 추가적인 인터페이스의 설치에 의해 가능하다.
Tiled 디스플레이의 주변 환영(surrounding illusion)은
파노라마식으로 다른 시스템보다 더 넓은 시야로 전달
될 수 있지만, 가상현실에 포함된 정도(inclusion)는
Dome의 주변 시야에서 더 잘 전달 될 수 있다. Dome은
주변 시야를 완전히 채우는 돔형 스크린으로 외부 현실
이 전혀 인식되지 않아 ‘포함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일치(matching)는 사용자의 행동과 디스플레이 정보와

의 일치정도를 말하며, 본 실험에서는 Cylinder에서의 일
치도가 매우 낮아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Cylinder에서
는 학생들이 3D 안경을 사용하여 이집트 사원을 입체로
인지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움직임 시 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다. 이는 수평조절과 움직임에 따른 주변 환경
의 일치 등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Cylinder의 동적 3D 오브젝트와 Tiled
Display의 고해상도 이미지는 몰입 환경에서 생생한 환
영을 제공한다.
(2) 인지적 과정

몰입형 환경에서 디자인 과제 수행시 사용자가 느끼는

인지적 과정을 프로토콜 분석하였다. 인지적 과정은 몰

입형 환경에서 작업할 때 사용자가 인식하는 지각

(perception)으로, 사례 분석에서는 디자인 과제 수행시

학생들이 느끼는 현존감과 협력 정도, 창의성을 측정하

였다. InterACT 분석 결과 실험 참여 학생들이 디자인

과정에서 말한 내용과 표현에 근거하여 Tiled 39개,

Cylinder 44개, Dome 45개의 총 128개의 의미 있는 부분

들(segments)로 분절되었다.

현존감은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변 객체와

자신의 움직임의 인식, 현실같은 가상 환경에서의 실제

와 같은 반응이나 느낌외에 디자인 과정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공간사이의 관계 인식을 파악하였다. 주변 객

체의 인식은 총 20회, 현실 세계와 같은 움직임은 총 21

회, 현실 세계에 있는 반응이나 느낌은 총 8회, 공간 사

이의 인식이 총 3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공간사이의 관계 인식은 주로

거리감과 공간감에 관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대화 내용

은 아래와 같다.

A: “음.. 지금 여기 이 곳은 어때?”

B: “아니, 여기는 텐트와 너무 가까워. 조금 더 앞으로

가보자. 우리는 더 넓은 장소를 찾을 필요가 있어. 다리 바

로 아래 공간은 어때? 내 생각에 좋은 장소인거 같은데..”

<그림 2> 현존감 분석 결과

각 시각화 시스템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Dome에서

의 현존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ylinder에서

의 현존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ylinder에서는

과제 수행시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실세계와 같은 느낌이나 반응, 공간 사이의 관계 인식

은 거의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몰입형 공유 환경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는 <그림 3>과 같다. 학생들이 디자인 과정을 수행하면

서 서로 제안하는 경우는 48회, 질문하는 경우는 32회,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과제 해결을 위한 크고 작은 결정

을 내리는 경우는 32회, 그리고 대립된 의견으로 인해

논쟁을 하는 경우는 6회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화 시스

템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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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협력 분석 결과

몰입형 환경에서의 디자인 과제 수행시 일어나는 학생

들의 창의성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제안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경

우는 19회, 과제를 해결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의 경우가 25회, 문제와 해

결책간의 상호작용은 51회로 나타났다.

<그림 4> 창의성 분석 결과

(3) 사용자 경험

디자인 과제 수행시 학생들이 서로 다른 3개의 시각화

시스템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실험 후 학생들은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조화된 설문에

응하였다.

이해도는 각기 다른 시각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물

리적 환경의 구조, 색채, 재료 등 시각화 시스템에서 제

공하는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디자인에 반영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그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Tiled 에서의 이해도가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 Cylinder가 3.50점, Dome이 3.33점의 순이었다.

같은 팀으로 함께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개인이 시스템에서 경험하는 것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생3의 경우 cylinder에서 어

지러움을 별로 느끼지 않았으나, 학생4의 경우 어지러움

을 매우 많이 느꼈으며 이로 인해 이해도도 매우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주변 환경/
구조 재질/ 재료 색채 평균

Tiled
Display

학생1 5 4 3
3.83

학생2 3 4 4
The
Cylinder

학생3 5 4 5
3.50

학생4 2 2 3
The
Dome

학생5 4 3 5
3.33

학생6 2 3 3

<표 5> 이해도 분석 결과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그리고 열중과 몰입 정도 등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는 참여감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몰두, 열중감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그 과제에 열심히 집중하였는지, 몰입정도는 시간을 잊

어버릴 정도로 몰입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흥미를 느꼈

는지를 측정하였다. Dome에서의 참여감이 5.00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 Cylinder 4.83점, Tiled 3.33점의 순

으로 나타났다.

구분 몰두/ 열중감 몰입정도 흥미 평균
Tiled
Display

학생1 1 4 3
3.33

학생2 4 4 4
The
Cylinder

학생3 5 5 5
4.83

학생4 4 5 5
The
Dome

학생5 5 5 5
5.00

학생6 5 5 5

<표 6> 참여감 분석 결과

5. 결론

본 연구는 몰입형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디자인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인지적, 경험적 측면에

서 분석함으로써 몰입형 환경에서의 디자인 적용 가능성

을 탐색하고자 하는 실험적 연구이다. 또한 이를 위해

몰입형 환경이라는 기술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몰입감, 참여감, 현존감, 인식과 같은 주요 개념과 이론

을 고찰하고 사용자 측면을 강조한 AEC의 몰입형 공유

환경의 포괄적인 개념적 틀을 개발하였다.

HIVE의 시각화 시스템들은 생생한 주변 환영을 통해

인간의 감각을 확장시키고 현실 세계에서 분리된 몰입형

환경을 만든다. 시각화 시스템의 성능측면에서의 몰입감

의 비교는 확장, 주변, 생생함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포함정도는 Dome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치는

Cylinder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Dome은 주변 시야를 완전히 채워 외부의 현실 세계

가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몰입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현존감은 몰입에 의해 수반된다는 기존의 연

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몰입감이 가장 큰 Dome에서의 현

존감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디자인 과제 수행시

학생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참여감도 Dome에서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ylinder 에서의 불일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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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어지러움은 현존감과 이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현존감의 개념은 단순히 사실주의(realism)를 암시하

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가 행동하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

(Slater and Wilbur, 1997). 디자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몰입형 환경의 특성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특

징을 나타냈다. 주변 객체의 거리감이나 공간감과 같은

공간 사이의 관계 인식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주변 객체가 존재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외에 그

공간이나 사물의 상황을 인식하고 디자인시 발생되는 사

건들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변 객체의 인식은 그

객체가 편평한가, 경사졌는가와 같은 형태나 재질이나

재료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초기 과정에서 몰입형 환경이 가지고 있는 다

중 사용 기술은 효과적인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과제를 해결하며 새

로운 목표를 선정하는 등의 창의적 협업에 매우 유용하

게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각화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디

자인에 반영하는 것은 과제 수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몰입감이 높으면 이해도와 참

여감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여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기

술적인 개발에 치우쳐 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몰입

감과 이해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감이

가장 높았던 Dome에서 보다 Tiled 디스플레이에서의 이

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떠한 몰입

형 환경이 디자인에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몰입정도를 높

이는 기술적인 측면의 개발보다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작업 유형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현

존감이 사용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그 작업에 맞는 몰입형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HIVE의 3개의 시각화 시스템에서의 사례

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며 실험 대상자 역시 세 팀으로

모든 몰입형 환경에 적용하여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시각적 인터페이스

조건과 기존 디자인 환경과의 비교실험을 통한 디자인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과 협업 설계 프로세스, 디자인

프리젠테이션 등 좀 더 다양한 디자인 영역에서의 효과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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