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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의 영상콘텐츠 시청자들에게 있어 영상 출

력 시스템은 일종의 반응시스템(reaction system)으

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입력 

장치들 혹은 인식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기인하여 차후 시청자에게 맞춤형 영상콘텐츠들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리라 예상된다. 빅데이

터를 통하여 시청자들의 접속 로그를 활용하고 데이

터 리디렉션(data redirection)을 통하여 맞춤형 영상

콘텐츠의 역할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youtube)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영상콘텐츠가 시청

자에게 기존에 비하여 더욱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위

해서는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인간이 상

호작용을 하는 데에는 자기목적성이 부여되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하게 된다. 또한 영

상콘텐츠의 시스템적 측면에서 시청자와 상호작용

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기체가 아닌 기계적 

장치를 매개로 해당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영상콘텐츠 시청자의 몰입상황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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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required for today's video contents to interact with a viewer in order to provide more personalized

experience to viewer(s) than before. In order to do so by providing friendly experience to a viewer from

video contents’ systemic perspective,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situation of the viewer have to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For this purpose, it is effective to analyze the situation of a viewer by

understanding the state of the viewer based on the viewer' s behavior(s) in the process of watching

the video contents, and classifying the behavior(s) into the viewer 's emotion and state during the flow.

The term 'Flow-emotion-state' presented in this study is the state of the viewer to be assumed based

on the emotions that occur subsequently in relation to the target video content in a situation which the

viewer of the video content is already engaged in the viewing behavior. This Flow-emotion-state of

a viewer can be expected to be utilize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he viewer’s Flow-situation by

observing and analyzing the gesture and the facial expression that serve as the input modality of the

viewer to the video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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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에게 있어 보다 친숙하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

하는 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청

자에게 친근한 영상콘텐츠 시청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청자의 상황을 이해, 파악, 그

리고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HCI 분야에서는 주로 영상

콘텐츠 시청자가 시청 과정에 있어 집중하고 심취할 

시 발생하는 몰입 현상을 활용하여 몰입도 혹은 참여

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시

청자의 몰입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크게 

시청자의 신체 부위, 이를 활용한 행태,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 장치이다.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시청자의 

행태와 그에 부합하는 감정을 바탕으로 몰입도를 측

정하였지만 이에 앞서, 대부분이 시청자의 행태에 대

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류와 그 의미의 분석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가 발생한다. 따라서 영상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적절

한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청 과정에

서 발생하는 시청자의 행태를 기반으로 하여 시청자

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시청자가 몰입 도중 발생

하는 감정 및 상태로 분류하여 시청자의 상황을 분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특정 드라마 혹은 영화 등의 

영상콘텐츠를 시청할 시 등장인물과 전개를 중심으

로 우선적인 감정 이입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몰입 즉, 감정몰입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몰입감정상태(Flow-emotion-

state)’라는 용어는, 영상콘텐츠 시청자가 이미 시청

행위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인 영상콘텐츠

와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을 바탕으로 

추정하게 되는 시청자의 상태를 의미하는 복합어(複

合語)이다. 이러한 시청자의 몰입감정상태는 영상콘

텐츠에게 시청자의 입력 모달리티(input modality)

로 작용할 몸짓(gesture)과 안면의 표정(facial ex-

pression)에 대하여 직접관찰 후, 시청자의 추정 행동 

및 행위 데이터를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통

하여 향후 시청자에게 재몰입 유도 혹은 몰입 향상 

요소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선행연구(김철기, 손준

혁, 이상걸, 차지현, 김승환, 2017)에서 도출된 108 가

지의 영상콘텐츠 시청자 추정 행동 및 행위 유형을 

연구자가 직접 시각화한 후, 이를 시청 중 발생하는 

3가지의 추정 몰입감정(긍정-Positive, 부정-Nega-

tive, 중립-Neutral)과 그에 따른 8 가지의 시청자 추

정 상태(각성-Arousal, 걱정-Worry, 권태-Bore-

dom, 몰입-Flow, 무관심-Apathy, 불안-Anxiety, 여

유-Relaxation, 자신감-Control)로 구성된 몰입감정

상태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시청자 

관찰 실험을 진행하여 시청자의 상호작용을 유발하

기에 적절한 요소인 시점(point of view)을 활용한 

POV 영상콘텐츠들1)을 그 성격 및 특정 인칭의 시점 

유형별로 총 7편으로 선별 및 선정하여 시청자의 실

제 몰입감정상태를 관찰 및 조사하는 데에 활용하였

으며, 도출된 시청자의 개별 몰입감정상태를 취합하

여 시청자의 몰입감정에 대한 역동성(Flow-emotion

dynamics)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하여 시청자의 반응

성향 및 몰입상황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영상콘텐츠 시스템의 

관점에서 시청자의 행동 및 행위를 인식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멀티 모달리티와 시청자의 시청 행위와 

상태에 관한 측정요인으로써의 몰입 개념의 역할을 

2장에서 관련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게 되며, 3장에서

는 시청자의 추정 행동 및 행위를 시청자의 몰입과 

관련된 감정과 상태로 범주화하여 시청자의 몰입감

정상태를 구성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청자의 실제 몰입감정상태와 더불어 시청자의 몰

입감정 역동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6장에서 최종 

결론을 통하여 본 연구를 끝맺는다. 본 논문의 전체 

연구 과정은 Fig. 1에 묘사된 바와 같다.

2. 관련 연구

2.1 시청자를 위한 멀티 모달리티 

모달리티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며 특정 데이터

를 구성하는 소스로 정의될 수 있다[1-2]. 또한, 모달

리티의 활용면에 있어서 단일 모달리티 보다는 멀티 

1) POV 영상콘텐츠는 인칭 기반 시점(point of view) 활용
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콘텐츠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과 감성을 최대한 왜곡 없
이 시청자에게 전달하여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의 POV 콘텐츠는 1인칭 시점 활용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영상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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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달리티(multi modality)가 사용자에게 더욱 자연

스럽고 편리하며, 여러 단일 모달리티를 활용하고 그

들의 상호 보완 관계를 통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3].

멀티모달(multi-modal)은 특정 시스템이 사람의 

제스처, 시선, 손의 움직임, 행동 패턴, 음성, 그리고 

물리적 위치 등과 같은 사용자의 자연스럽고 직관적

인 입력 정보를 해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식

의 정보를 출력 및 전달하는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

다[2], [4]. 향후 영상콘텐츠가 시청자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상호작용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가 시스템에 불규칙적이며 연속적으로 입력하는 입

력 모달리티가 내포하는 시청자 상태 및 의도를 파악

하여 그에 상응하는 반응 요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

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입력 모달리티의 범

위를 살펴보면 PC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

는 가정 하에서 사람의 상반신 요소들이 입력 모달리

티 요소들을 구성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5-6].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콘텐츠를 시청할 시 가장 역

동성을 보이는 신체 요소들이 상반신에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콘텐츠의 시

스템 입장에서 수용, 인식, 그리고 파악하게 되는 시

청자의 입력 모달리티를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상호작용의 연결고리를 수행하는 모달리티의 효

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영상콘텐츠의 시스템은 시청

자의 시청 상태를 인식 및 파악하여야 시청자에게 

더욱 쾌적하고 의미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

다. 따라서 영상콘텐츠 시청자의 상태 혹은 상황에 

대한 측정요인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온 몰입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영상콘텐츠 시청자의 몰입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적용될 몰입 개념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2.2 시청자를 위한 몰입 

김태용(2014)에 따르면 ‘몰입’이라는 용어가 사전

적으로는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나(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 개념에 함축된 

의미가 다분히 추상적이어서 학계에서는 다양한 정

의들로 교류되고 있다고 한다[7]. 또한 ‘인게이지먼

트(engagement)’의 개념은 기존에 인간-컴퓨터 상

호작용(HCI, Human-Computer Interaction)의 분야

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며, 몰입의 의미를 대체하

는 ‘이머전(immersion)’이라는 표현이 독립된 개념

으로 활용되므로 인게이지먼트는 이머전으로 진입

하기 위한 노출(exposure)과 감각(sensation) 차원의 

연계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하였

다. Table 2는 해당 연구에서 추출한 몰입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들에 대한 내용이다.

Fig. 1.  Research process.

Table 1. Input modalities of a video content viewer

Upper body elements arm(s), hand(s), head, neck, finger(s), upper torso

Facial elements cheek, chin, ear(s), eye(s), eyebrow(s), forehead, lip(s), mouth, nose,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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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영상콘텐츠 시청 행위 대부분은 정적인 여

가 활동이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영상콘텐츠와 시청

자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시청 방식에 요구되는 

몰입의 경우 콘텐츠 시청 행위 자체로써가 아니라,

시청자가 콘텐츠와의 즐거운 상호작용을 통한 후천

적인 목적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극적, 능동적,

그리고 역동적인 몰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Csikszentmihalyi의 몰입 개념인 ‘Flow’를 분

석 및 활용하고자 한다. Csikszentmihalyi의 몰입 경

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 상태는 8가지 유형(몰

입, 각성, 자신감, 여유, 권태, 무관심, 걱정, 불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8], Table 3은 본 연구에 맞게 그 

개념을 재정리한 것이다.

한편, Csikszentmihalyi는 TV를 시청한다거나 휴

식을 취하는 행위 등의 수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활동

은 몰입 체험으로 보고되지 않는다고 기술한 바 있

다. Fig. 2의 Ghani가 제시한 모델을 살펴보면 ‘Flow’

개념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과정에서 즐거움과 집

중을 통하여 몰두, 학습, 그리고 독창성과 같은 후천

적인 행태와 감성을 자극하는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고 볼 수 있다[10]. 본 연구에서는 Csikszentmihalyi

의 몰입과 관련된 인간의 감정 상태들과 Ghani가 제

Table 2. Types of immersion concepts

Researcher Term Characteristics

Brown & Cairns, 2004
Immersion similar in concept to involvement

Engagement ‘engagement→ engrossment→ total immersion’

Brockmyer et al., 2009 Engagement
superordinate concept embracing similar concepts such as

flow, immersion, presence, and psychological absorption

Heath, 2009
Attention revelation of one’s conscious thinking

Engagement generation of subconscious feeling

Csikszentmihalyi, 1990 Flow The state of immersion in activities involving inner joy

Table 3. Analysis of human states from Csikszentmihalyi’s notion of flow experience  

Anxiety

The most avoided emotional area among the 8 emotional states.

Anxiety causes stress and tension and it occurs

when the difficulty of the object is relatively higher than one’s own ability.

Apathy

Sadness and depression, an emotional state that appears

when the difficulty of a task and one’s ability are below the average,

However, considering a perspective that even if a viewer conducts

a certain temporary behavior except purely watching a video content

but a viewer may still have high or medium level of engagement level,

and that one can actually conduct both activities at the same time[9],

the state of temporal apathy is considered to be close to ‘Flow’ state in this study.

Arousal
Although not as much as ‘Flow’, it is a positive,

a kind of tension and a considerably active and attentional state.

Boredom A state resulting from feeling drowsy and satisfied.

Control

Although not as much as ‘Flow’, it is a state of positive,

happiness and conviction. However, it lacks the intensity of joy

compared to ‘Flow’, and changes into ‘Flow’ state

through improved difficulty.

Flow Attention and happiness, the best pleasurable state of all.

Relaxation

A relatively positive emotional state. As it lasts long, one’s challenges

and achieving desire may descend, leading to an unstable state

that has the potential to easily change to boredom or indifference.

Worry
The tendency to avoid to situations that are easier and less burdensome

than to overcome certain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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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몰입의 역할 개념을 차용하여 영상콘텐츠 시청

자의 각성, 걱정, 권태, 몰입, 무관심, 불안, 여유, 그리

고 자신감 등의 상태를 시청 과정에 몰입 중에 발생

하는 감정으로 범주화하여 활용함과 영상콘텐츠 시

스템의 관점에서 시청자가 몰입 과정에서 취하게 되

는 행위들과 관련된 감정과 상태에 대한 분석을 활용

하여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몰입상황과 흐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영상콘텐츠 시스템의 관점에서 시청자의 몰입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은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시청자의 몰입감정상태 구성

3.1 시청자의 추정 행동 및 행위 유형 시각화 

선행연구[6]에서 도출된 108 가지의 시청자의 추

정 행동 및 행위 유형을 시청자의 몰입감정 및 상태

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각각의 시청자의 추정 행동 및 행위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시청자의 상체 부분의 행동 및 

행위 정보(손과 팔의 움직임, 자세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표정을 포함한 안면의 변화)를 벡터 그래픽 

이미지(4000 × 4000px. 흑백)로 시각화하였다. Fig. 4

는 총 해당 작업의 결과 중 12 가지 모델을 부분 발췌

한 것이다.

3.2 시청자의 추정 행동 및 행위 유형 범주화  

추가적으로 모든 시각화 데이터를 소책자에 취합

하고 총 30부의 사본을 제작하여 설문지와 함께 80명

의 인원에게 제공하였다. 설문 참가자는 8 가지의 몰

입 상태(각성, 걱정, 권태, 몰입, 무관심, 불안, 여유,

그리고 자신감) 중 각각의 이미지를 시청자의 특정 

상태 범주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설문 과

정에서 획득된 데이터를 SPSS (ver.23)로 분석하여 

시청자의 특정 행동 및 행위와 특정 상태의 상관관계

를 파악할 수 있었다. 원자료의 변수 분포 상태를 파

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이 수행되었고 각 항목의 분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카

이 제곱 검정 시험(유의 수준을 0.005로 설정)과 같은 

1샘플 비모수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해당 분석과정을 거친 후, 총 108 가지의 항목 중 

5 가지 항목(024-머리를 위 아래로 흔들다, 042-계속 

코를 만지작거리다, 049-코에 손을 대고 앞으로 숙이

다, 066-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코를 멀리 떨어뜨리

다, 그리고 086-목을 어깨 쪽으로 당기다)은 높은 유

의확률로 최종 행동 및 행위 유형군에서 제외되었다.

총 103개의 행동 및 행위 유형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

며 각 행동 이미지는 8 가지의 몰입 상태들 중 빈도가 

가장 높은 하나의 상태 항목으로 종속되었으며, 시청

자의 몰입감정과 시청자의 추정 상태의 상관관계는 

사전 문헌 조사를 통한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하

여 최종 범주화 작업에 적용되었다[11-12]. 따라서 

본 범주화 연구 결과는 Table 4에 정리된 바와 같이 

Table 4. Composition of Flow-emotion-states

Flow-emotion-states

Positive Neutral Negative

Arousal(A2)

Control(C)

Relaxation(R)

Apathy(A1)

Flow(F)

Anxiety(A3)

Boredom(B)

Worry(W)

Fig. 2. Model of Flow in Human Computer Interaction. 

Source: (Ghani, 1995).

Fig. 3. Process and method of understanding Flow-situation of a video content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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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 몰입감정(긍정, 중립, 그리고 부정)에 종속된 

8 가지의 시청자의 상태들로 구성되며, 긍정적(Posi-

tive) 몰입감정상태에 28 가지, 중립적(Neutral) 몰입

감정상태에 23 가지, 그리고 부정적(Negative) 몰입

감정상태에 52 가지의 시청자의 행동 및 행위들이 

할당되었다.

4. 시청자의 몰입상황 분석

4.1 시청자의 몰입감정상태 관찰 조사 

시청자의 행동 및 행위 모델의 범주화 작업을 마

친 후 영상콘텐츠 시청자의 실제 몰입감정상태에 대

한 조사를 위하여 비참여 관찰 실험(non-participant

observation)이 이루어졌다. 본 실험 과정에서는 크

게 교양성, 상업성, 그리고 오락성의 세 가지 범주에

서 최근 2년 내로 제작된 영상콘텐츠 7편이 선정되어 

활용되었다. 첫째, 교양성 부문에서 1편의 1인칭 유

형의 교양함양용 영상(최태성의 군함도), 둘째, 상업

성 부문에서 1인칭 유형 광고 및 1인칭과 3인칭 혼용 

POV 유형 광고를 포함한 네 편의 영상(렉서스: 1

min, 롯데제과: 1 min 57s, 아우디: 1 min 28 s, 그리고 

좋은데이: 2 min 22 s), 그리고 셋째, 오락성 부문에서 

1인칭 POV 유형으로 진행되는 영화 클립 및 제품 

체험 영상을 포함한 2편의 영상(AutoTopNL: 2min

17s, Hardcore Henry: 2 min 52 s)으로 구성된 영상

클립이 실험에 제공되었으며, 해당 구성은 Fig.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또한, 실험참가자로는 20, 30, 그리고 40대 남녀 직

장인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5인이 선정되었으

며, 해당 인원 구성은 모두 실험도구로 제공된 유형

의 영상콘텐츠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 및 연구를 진행

하는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실험은 모든 실

험 참가자에게 동일한 장소, 시청 시간, 그리고 영상

콘텐츠 시청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Fig. 6과 같이 

묘사된 실험 환경에서 연구자의 통제 하에 시청자의 

자연스러운 행동 및 행위가 모두 촬영 및 녹화되었다.

시청자들이 영상클립을 시청하는 과정을 모두 녹

화하였으며, 사전에 범주화를 거친 103 가지 시청자 

추정행동 및 행위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시청자의 

개별 행동 및 행위를 시점별(매 10초 구획 기준)로 

전간기록(whole-interval recording)2)을 하여 실험 

참가자들의 개별 몰입감정상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Fig. 4. Visualization of a viewer’s behaviors(partial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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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해당 과정에서 부분 발췌된 것으로, 1번 

시청자가 2번 영상 클립을 시청하면서 발생한 행태

와 그에 따른 몰입감정상태에 대하여 관찰 및 기록한 

것이다. 또한, 본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청자의  

2) 행동시간을 짧은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특정 행동에 대
하여 각각의 구간 동안에서의 발생 및 지속 여부를 관찰
하여 기록하는 방법이다[13]. 본 연구에서는 각 실험참가
자가 모든 영상클립의 전체 구간을 시청하는 장면에 대
하여 관찰 및 전간기록이 수행되었다.

행동 및 행위 유형은 103 가지 중에서 43 가지가 발견

되었으며 몰입감정 ‘긍정’의 ‘자신감’상태 범주에 속

하는 시청자의 행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포착된 시청자의 행동 및 행위들은 

Table 6 ～ Table 12와 같이 정리되었다.

4.2 시청자의 몰입감정상태 시각화

앞서 조사한 시청자의 몰입감정상태에 대한 시각

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번 실험 참가자가 

Fig. 5. 7 video clips provided for the experiment.

Fig. 6. The experiment environment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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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 영상 클립을 시청하면서 발생한 몰입감정

과 그에 따른 추정상태에 대한 시각화 데이터는 Fig.

7과 Fig. 8과 같다. 본 과정에서는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하였으며 x축은 영상클립의 재생시간으로, y축

의 시청자의 추정상태는 관련연구에서 사전에 문헌

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몰입 관련 인간의 감정 상태와 

그 연관관계를 분석 후, 시청자와 상호작용을 지속하

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의 시스템 입장에서 시청자의 

몰입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활용하기 위한 뚜렷한 

변수를 측정한다는 방향을 고려하여 몰입(Flow)상

태를 ‘0’으로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계(긍정적 

몰입감정(POS) - 각성(3), 자신감(2), 여유(1), 중립

Table 5. Whole-interval recording of the Flow-emotion-state of Participant 1 – Clip 2 

P-1

CLIP 2

Runtime 00:00～00:10 00:11～00:20 00:21～00:30 00:31～00:40 00:41～00:50

Behavior
Gesture Facial Gesture Facial Gesture Facial Gesture Facial Gesture Facial

001

N/A

001 023 001 023 001 105 001 023

Reaction

time
Cont. Cont. 00:15 Cont. 00:21 Cont. Cont. 00:46

Flow-

emotion
NEUT NEUT POS NEUT POS NEUT NEUT POS

State F F R F R F A1 F R

Runtime 00:51～01:00 01:01～01:10 01:11～01:20 01:21～01:28

END

Behavior
Gesture Facial Gesture Facial Gesture Facial Gesture Facial

001

N/A

001

N/A

001

N/A

001

N/A

Reaction

time
Cont. Cont. Cont. Cont.

Flow-

emotion
NEUT Neut NEUT NEUT

State F F F F

(A1= Apathy, F= Flow, R= Relaxation, Cont.=Continuous, N/A= Not Applicable)

Table 6. Flow-emotion-state in accordance with the viewer behavior–Neutral(Flow)
A viewer’s

Flow-emotion

A viewer’s

state
A viewer’s behavior

Neutral

Flow Fix one’s eye on 001.

Flow Approach oneself near 005.

Flow Stay still with one's mouth open wide 006.

Flow Touch one’s chin with one’s hand(s) 034.

Flow Stick one’s head out 035.

Flow Supporting one's chin with one's index finger pointing upward 044.

Flow
Supporting one's chin with one's thumb

and index finger laid down
045.

Flow Cross one’s arms(on/over) one’s chest 057.

Flow Touch one’s mouth/lips 097.

Flow

+Worry(/Anxiety)
Raise one’s eyebrows 082.

Flow(/Worry) Move one’s head slantwise 085.

Flow + Anxiety Fold and hold one’s both arms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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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몰입감정(NEUT) - 몰입(0), 무관심(–1), 부정적 

몰입감정(NEG) - 권태(-2), 걱정(-3), 불안(-4))를 

설정하여 활용하였다.

4.3 시청자의 몰입감정 역동성 조사   

본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모든 실험참가자의 몰

입감정상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영상콘텐츠에 대

하여 시청자의 몰입감정의 역동성(Flow-emotion

dynamics)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간대를 도출하

였다. 해당 과정에서 제시된 몰입감정 역동성이란 영

상콘텐츠를 시청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

는 참여도를 바탕으로 한 몰입 혹은 일시적인 무관심

의 상태를 제외하고서, 특정 제스처 혹은 안면의 움

직임이 뚜렷하게 긍정 혹은 부정의 몰입감정상태를 

표출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시청자들이 각 영상클립

의 어떠한 시간대에서 몰입감정이 역동적으로 발생

하였는지, 그리고 그 빈도를 파악하게 되면 시청자의 

몰입상황에 대한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Table 7. Flow-emotion-state in accordance with the viewer behavior – Neutral(Apathy)
A viewer’s

Flow-emotion

A viewer’s

state
A viewer’s behavior

Neutral

Apathy Lower one’s eyelids 059.

Apathy Scratch back of one’s head with one’s hand(s) 087.

Apathy Expressionless 105.

Table 8. Flow-emotion-state in accordance with the viewer behavior - Positive(Relaxation)

A viewer’s

Flow-emotion

A viewer’s

state
A viewer’s behavior

Positive

Relaxation Support one’s chin with back of one’s hand(s) 014.

Relaxation Smile 023.

Relaxation Clasp one's hands in the back of my head 028.

Relaxation One’s lips turn up(upward) 050.

Table 9. Flow-emotion-state in accordance with the viewer behavior - Positive(Arousal)

A viewer’s

Flow-emotion

A viewer’s

state
A viewer’s behavior

Positive
Arousal Strain one’s eyes 031.

Arousal Raise one’s eyebrows 033.

Arousal Discontinue one’s smile 079.

Table 10. Flow-emotion-state in accordance with the viewer behavior-Negative(Boredom)

A viewer’s

Flow-emotion

A viewer’s

state
A viewer’s behavior

Negative

Boredom
Cover one's mouth while supporting one's cheek with one's

hand outstretched
009.

Boredom
Rub one's eye(s) with

back of one's hand(s)/one's index finger(s)
053.

Boredom Support one’s cheek with one’s hand opened 054.

Boredom Push out one’s lips 061.

Boredom Move one’s lips both sides 062.

Boredom ㄴBrush one’s hand across(/over) one’s eyes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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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각 영상클립에 대하여 공통된 시간대에 

과반수의 시청자가 몰입 행동 및 행위의 역동성을 

띈 경우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9 ～ Fig. 13

과 같다.

모든 영상클립에 대하여 발생한 몰입감정 역동성

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3과 Table 14와 같

이 정리되었다. 긍정적인 몰입감정의 종속 상태로써 

역동성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청자 추정 상태가 

‘여유’와의 근소한 차이로 ‘각성’이라는 점이 발견되

었고, 부정적인 몰입감정의 종속 상태로써 역동성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시청자 추정 상태는 ‘걱정’이

라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두드러진 몰입감정 표출에 

대한 빈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

정보다 높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시청자는 스스로의 욕구와 관련된 감정 표출에 

있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더욱 솔직하게 반응할 

것이라 예상된다. ‘각성’의 경우에는 상태의 특성상 

몰입 안정 및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활

용 가능하나, ‘걱정’의 경우에는 ‘불안’ 혹은 시청 행

위 포기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영상콘

텐츠의 시스템이 시청자의 재몰입 유도를 위한 상호

작용 요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연구 결과 및 토의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시청자의 특정 행위와 발생 

감정에 관한 연관관계 및 시청자의 시청 행위에 입각

하여 참여도 혹은 몰입도와 같은 깊이(depth/level)

를 측정하던 선행연구들로부터 다른 관점과 방법으

로 접근하였다. 점차 증가하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에 있어 영상콘텐츠의 시스템 관점에서 시청자의 행

태와 감정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몰입상황을 파악 및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리라 예상

하는 시청자의 몰입감정상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우선 실험 참가자의 실제 몰입감정상태를 조사하

기 위해 수행한 전간기록 과정은 해당 방식의 특성상 

비교적 오랜 시간을 거친 실험으로 형성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실험에 활

Table 11. Flow-emotion-state in accordance with the viewer behavior - Negative(Worry)

A viewer’s

Flow-emotion

A viewer’s

state
A viewer’s behavior

Negative

Worry Clench one’s fist lightly under one’s nose 011.

Worry Stroke down one’s hair 036.

Worry Touch one’s nose 041.

Worry Give stiff look with one’s mouth shut tight 047.

Worry Hold(touch) one’s forehead 055.

Worry Rub one’s forehead with back of one’s hand 056.

Worry Cover one’s mouth with one’s hand 068.

Table 12. Flow-emotion-state in accordance with the viewer behavior - Negative(Anxiety)

A viewer’s

Flow-emotion

A viewer’s

state
A viewer’s behavior

Negative

Anxiety Lick one’s lips around 012.

Anxiety Clench one’s upper and lower teeth 019.

Anxiety Bite one’s lips(s) 060.

Anxiety One’s face darkens 063.

Anxiety Tear one’s chest 067.

Anxiety One’s eyes dart around 073.

Anxiety Touch one’s ear(s) 081.

Anxiety Moisten one’s lips with one’s tongue 102.



Fig. 7. The Flow-emotion-state graph (viewer 1-clip 1).

Fig. 8. The Flow-emotion-state graph (viewer 1-clip 2).

Fig. 9. The Flow-emotion dynamics graph-Cli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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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Flow-emotion dynamics graph-Clip 2.

Fig. 11. The Flow-emotion dynamics graph-Clip 3.

Fig. 12. The Flow-emotion dynamics graph-Cli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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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영상콘텐츠들을 선별하는 데에 있어 재생시간

이 5분에서 10분 내외로 설정된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

이 선호하는 주류 영상콘텐츠들은 그 맥락과 전개,

혹은 캐릭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도입단계에

서부터 몰입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

상콘텐츠를 선정하는데 있어 장편으로 제작된 콘텐

츠보다는 합법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단편 영상클

립들을 실험에 활용하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의 개별 몰입감정상태의 시각

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청자의 제스처의 발생시

간이 안면표정의 발생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안

정되고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편 감정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빈도는 안면표정이 

제스처보다 높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제스처와 안면표정의 상관관계가 조화롭게 

성립되기는 힘들 것이라 예상하며, 본 실험의 결과에 

한해서 몰입감정상태의 뚜렷한 변화는 안면표정에 

의해서 파악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시청

자가 영상콘텐츠에 대한 시청 경험에 있어 제스처의 

동적인 활용은 추구하지 않고, 안면표정으로 대부분

의 감정을 표출하려고 한다는 성향 또한 예상해볼 

수 있다. 해당과정을 거친 후, 4번 영상클립(교양함

양용)에 대한 데이터는 다른 영상클립들에 비하여 

다소 긴 재생시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루함과 더

불어 시청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정적인 몰입감정

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시청자의 몰입감정 역동성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제외되었다. 물론 이러한 분

석은 시청자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인원 구성으

로, 그리고 어떤 영상콘텐츠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결

과가 상이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시청자의 몰입감정 역동성을 조사 후, 실험

에 활용된 영상클립들 중에서 시청자의 긍정 및 부정

적인 몰입감정상태가 가장 많이 표출된 콘텐츠는 바

로 풀타임 1인칭 POV 중심 액션 영화인 ‘Hardcore

Henry’ 프로모션 클립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Fig. 13. The Flow-emotion dynamics graph-Clip 6.

Table 13. Viewers’ Flow-emotion dynamics frequency 

-Positive emotion-states

Flow-emotion Positive

Total frequency 43

State A2 C R

Frequency 22 - 21

Proportion 51.16% - 48.84%

(A2= Arousal, C= Control, R= Relaxation)

Table 14. Viewers’ Flow-emotion dynamics frequency- 

Negative emotion-states

Flow-emotion Negative

Total frequency 65

State A3 B W

Frequency 20 12 33

Proportion 30.77% 18.46% 50.77%

(A3= Anxiety, B= Boredom, W=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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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클립에서는 전체적인 긍정 및 부정 몰입감정 

역동성 발생 빈도(108회) 중 무려 45.37%의 비율을 

차지하는 49회의 몰입감정(긍정–15회, 부정-34회)

이 발생함으로써, 향후 영상콘텐츠와 시청자와의 상

호작용 측면에서 1인칭 POV로 구성된 영상콘텐츠

가 시청자의 몰입감정을 효과적으로 유발 및 지속시

킬 수 있으리라 예상하며, 콘텐츠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인칭과 시점을 적절하게 배치하게 되면 시청

자로부터 다양한 상호작용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매

개요인으로 활용될 것이라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몰입감정상태를 활용하여 특

정 영상클립에서 시청자의 몰입감정의 역동성이 드

러나는 시점대의 콘텐츠 맥락을 분석하게 되면 시청

자들이 특정 콘텐츠의 어떠한 맥락에서 특정 행동 

행위를 바탕으로 어떤 감정이 표출되었는지를 비롯

하여, 시청자의 몰입상황 및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시청자의 행위 반응의 의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달리티를 적

용하기에 적절한 시점을 파악하는 데에 적합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콘텐츠의 시스템 측면에서 시

청자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몰입감정상태를 제시하

였다. 이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시청자의 실제 몰입

감정상태를 조사하여 시청자의 몰입상황에 대한 특

성을 발견 및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에게 적용 가능한 상태 및 몰입 역할

의 개념과 더불어 실증조사를 통하여 선행연구로부

터 도출된 시청자의 추정 행동 및 행위 유형을 시청

자의 몰입감정상태로 범주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

다. 그 결과, 총 세 가지 몰입감정의 범주(긍정, 중립,

그리고 부정) 중 긍정적 몰입감정상태에 28 가지, 중

립적 몰입감정상태에 23 가지, 그리고 부정적 몰입감

정상태에 52 가지를 포함하여 총 103 가지의 시청자 

추정 행동 및 행위들이 1차적으로 분류되었다. 시청

자가 표출한 특정 행태와 시청자의 상황의 연관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몰입 및 관련 감정상태들을 매개

로 활용한 것은 기존에 시청자의 상태 및 상황을 정

의하려던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세분

화된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해당 데이터의 실제 활용을 위하여 영상콘

텐츠 시청자의 몰입 유발 요인으로 간주되는 인칭 

기반 시점을 중심으로 제작된 영상콘텐츠들을 제공

하여 시청자의 실제 몰입감정상태를 관찰하였으며,

데이터 시각화 과정을 거친 후 시청자의 특성을 발견 

및 분석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실험 참가자들이 사전

에 도출된 103 가지 행동 및 행위 유형 중에서 총 

43 가지의 행동 및 행위를 취한 점, 자신감의 상태에 

대한 시청자의 동적인 표출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그

리고 시청자의 몰입감정상태의 두드러진 변화는 몸

짓보다 안면표정에 의해서 쉽게 파악된다는 점이 발

견되었다. 또한, 실험에 제공된 각 영상클립을 대상

으로 시청자들의 몰입감정의 역동성이 뚜렷하게 발

생하는 구간을 분석한 결과, 시청자들은 긍정보다는 

부정적 몰입감정상태에 있어 반응 빈도가 더욱 높았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접근 과

정은 향후 영상콘텐츠의 시스템 관점에서 시청자의 

반응 의도를 추론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청자의 몰입감정 역

동성에 대한 조사는 특정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시

청자(들)의 몰입상황을 분석하여 영상콘텐츠의 어떠

한 시점과 맥락에서 시청자의 특정 감정상태들이 표

출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활용한다면 향후 영상콘텐츠 제작자의 관점에서 시

청자들이 선호하고 기대하는 서사 구조 및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며, 이에 더 나아가 영상

콘텐츠가 한 개인으로써의 시청자와 맞춤형 상호작

용 방식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의사를 파악하고 교류

하며 더욱 친숙하고 편안한 미디어 콘텐츠로 변모하

며 시청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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