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doi.org/10.5392/JKCA.2020.20.08.513

온라인 공익 프로젝트와 사용자의 상호작용관계에 관한 연구:
알리페이의 앤트 프레스트를 분석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action between Online Public Benefit Projects and Users:
Alipay's ANT FOREST Focuses on Analysis

조효룡*, 염택욱**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환경조경학과**

Xiaolong Zhao(whgyfyd@naver.com)*, Zexu Lian(lianzexu0429@naver.com)**

요약

온라인 공익프로젝트 ‘앤트 프레스트’는 2016년 8월부터 운영이 시작되었고, 사막화지역에 1억 이상의 나무
를 심었으며, 공익활동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은 통신망이 발달하여 생성된 산물이며, 이를 바탕으
로 진행된 공익 프로젝트도 전통적인 공익활동과 달리 공익사업의 투신보다 공익지원정신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온라인 공익을 지지하는 사용자와 온라인 공익진행과정의 상호작용관계를 파악하
여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온라인 공익을 지지하는 핵심요소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고, 핵심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를 4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온라인 공익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온라인 공익의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앤트 프레스트의 공익 성격에 대해 판단하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을 조사한다. 셋째, 앤트 프레
스트의 이용률을 검토하고, 이용자의 속성에 대해 분류한다. 넷째,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 공익프로젝
트와 사용자의 상호작용관계를 연출한다. 그 결과, 온라인 공익프로젝트는 사용자, 운영자, 협조자로 인하여 
공익과정을 완성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에너지 수집하는 과정과 현실의 공익행위 완성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참여도이며, 참여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공익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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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unched in August, 2016, the online public benefit project ANT FOREST has planted more than one 
hundred million trees in desertification areas and is currently continuing on with its activities. It is a 
fruit of online communications network development, and the public benefit project based on this puts 
more emphasis on the spirits of public interest rather than the investments of public services, unlike 
traditional public benefit activities. H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sers supporting the online public benefit and the public benefit progress online. The 
study was divided into 4 stages in order to find out the interaction, key factors for users to continue 
to support online public interest. First, preceeding studies on online public benefit will be review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public benefit. Second, determine the public benefit nature of 
ANT FOREST and investigate the project progress. Third, review the usage rate of ANT FOREST and 
categorize the properties of users. Four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direct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nline public benefit project and the user. In conclusion, the online public benefit project completes 
the public benefit process through the user, the operator, and the supporter, the important factor 
connecting the energy connecting the process in cyber space and the public benefit activity in reality 
is the sense of participation, and the user continues the public benefit project through this sense of 
participation.

■ keyword :∣Online Public Benefit∣ANT FOREST∣Environmental Protection∣Sense of Participation∣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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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사막화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사람

들은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중시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알리바바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익 프로그램 앤트 프레스트는 2016년 8월부터 시작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3년 만에 국제 환경보호 대상 
’Champions of the Earth’ 을 수상하게 되었다[1]. 앤
트 프레스트의 시작은 ‘탄소계좌’를 컨셉으로 한 공익활
동이며,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행위를 통하여 사이버 
에너지가 탄생하고, 사용자가 사이버 에너지를 수집하
여 식물나무, 혹은 야생동불 보호지를 교환하면, 그 뒤
로 알리바바 회사가 나무와 야생동물 보호지의 인증번
호를 코딩하고, 지역공익 단체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지
정한 지역을 보호하는 공익활동이다[2]. 알리바바 회사
에서 운영하는 앤트 프레스트 공익프로젝트는 2016년
부터 현재까지 지속하였다. 2019년 8월에 발표된 「互
联网平台背景下公众低碳生活方式研究报告」에서 2019
년 8월까지 앤트 프레스트를 이용한 사용자가 약 5억
에 도달되었다고 밝혔고, 탄소 배출량을 약 792만 톤
([표 1] 참조)이 감소하였으며, 실제로 사막화지역에 약 
1.22억의 나무를 심었다고 제시하였다[3].

온라인 공익활동은 현대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전통
적인 공익활동과 구분되어, 실제로 공익사업의 투신과 
비교하여 그 공익지원정신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4][5]. 
이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는 앤트 프레스트 공익을 지
지하는 사용자와 공익활동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공
익을 지지하는 핵심적 요소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
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공익시스템 개발
과 운영에 관한 선행 자료로 남기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알리페이 회사가 운영하는 앤트 프레

스트 공익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연구대상으로 
온라인 공익프로젝트의 진행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공익을 지지하는 핵심적 요소를 도출하기 위
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그림 1] 참
조). 

가. 온라인 공익에 관한 선행 자료를 참고하여 사이
버공간에서 온라인 공익의 특징을 파악함.

나. 구분된 유형을 바탕으로 앤트 프레스트 프로젝트
의 성격에 대하여 판단하고, 앤트 프레스트의 공익 진
행과정을 조사함.

다. 알리페이를 이용한 사용자에 대한 예비조사로 앤
트 프레스트의 이용률을 검토하고, 조사대상의 속성을 
검토함.

라.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앤트 프레스트 사용에 관한 
인터뷰조사를 진행하여 사용자의 사용의도 및 공익프
로젝트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연출함.

그림 1. 연구진행 과정

Ⅱ. 이론적 고찰

1. 온라인 공익의 특징
「当代中国网络公益分析」에서 중국의 온라인 공익을 

4가지 요소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온라인 공익제창자, 

그린저탄행위 시작시간 탄소배출 
감소량(t)

그린출행

길 걷기 2016.08

5,412,702
공유자전거 이용 2017.08

공공버스 이용 2017.08

지하철 이용 2017.08

표 1. 2016~2019년 앤트 프레스트 사용자 절약 에너지 통계

출행 감소 온라인 결제 2016.08 385,207

종이, 플라스틱 
사용감소

그린 음식물 배달 2017.08
1,765

플라스틱 사용감소 2019.02

순환이용

포장 박스 재활용 2018.08

8,141그린 포장박스 2017.08

중고물품 재활용 2017.08~2018.08

기타
바코드 결제, 온라인 
기차표 구입, 그린 

오피스 등
- 2,121,165

합계 7,92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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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익 참여자, 온라인 공익 플랫폼, 온라인 공익
활동 유형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온라인 공익활동의 
유형을 공익활동홍보, 학생지원, 금전기부, 사회약자 후
원, 공익정보플랫폼 구축으로 구분하였다[6]. 이에 따라 
연구자는 앤트 프레스트의 온라인 공익 요소별 체크상
황을 작성하였고([표 2] 참조), 이를 해석하는 구성요소
도표를 연출하였다([그림 2] 참조).

요소구분 해당사항
온라인 공익제창자 앤트 프레스트

온라인 공익참여자 알리페이 이용자

온라인공익 플랫폼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공익활동유형

공익활동홍보 ●

학생지원 -

기부 -

사회약자 후원 -

공익정보 플랫폼 구축 ●

표 2. 온라인 공익 요소별 체크상황(앤트 프레스트)

그림 2. 앤트 프레스트 공익활동 구성도표

2. 앤트 프레스트 이용규칙
앤트 프레스트는 알리페이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미니 응용프로그램이며, 알리페이 인터페이스의 첫 
화면에서 미니응용을 추가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앤트 프레스트 사이버 공간에서의 에너지 생
성은 알리페이를 이용하여 온실기체 배출 감소에 도움
을 주는 유익한 부분을 승인하며, 그 대응하는 저탄행
위에 대하여 분류하고 각 항목에 따라 에너지를 생성한
다([그림 4] 참조).

알리페이를 이용하여 생성된 저탄행위 에너지는 당
일에 계산되고, 다음날의 오전 7시(중국시간)부터 점차 
수령 가능하며, 수령한 에너지로 타인의 사이버 나무에 
증정하는 이외에 야생동물 보호지([표 3] 참조) 교환과 
식물 나무([표 4] 참조) 교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7]. 

그림 3. 앤트 프레스트 이용방법

그림 4. 저탄행위 종류별 에너지 탄생기준

사이버 에너지로 교환된 야생동물 보호지과 식물 나
무는 모두 유일한 인증번호가 코딩되어 있으며, 알리바
바 회사와 지역공익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 실행하고 
있다[8]. 두 가지 환경 보호 종류 중에서 야생동물 보호
지의 경우에 그 보호지에 대하여 인증번호 생성 일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 알리바바 회사와 지역 공익
단체가 본인을 대신하여 보호해주며, 식물나무의 경우
에 인증번호에 따라서 교환된 나무의 위치까지 체크 가
능하고, 스스로 그 지역의 녹화영상으로 현황을 파악하
도록 미니 응용프로그램에 기능을 설치하였다([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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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식물나무 위치 확인 방법 

상기의 내용을 총괄하면, 알리바바 회사에서 운영하
는 앤트 프레스트는 알리페이를 이용하여 완성된 저탄
행위로 에너지가 생성되고, 생성 된 에너지를 수집하여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야생동물 보호지, 혹은 식물 
나무를 선택한 후, 지정된 에너지로 교환하여 실제로의 
공익 환경보호행위를 실현한다. 그 과정에서 저탄 행위, 
에너지 수집, 식물나무/보호지 선택은 모두 사용자 개
인으로 의하여 완성되고, 최종교환을 거친 후, 사용자의 
공익행위는 알리바바 회사와 지역 공익단체가 사용자
를 대신하여 공익행위를 완성하게 된다([그림 6] 참조).

종류 에너지 교환 보호지 에너지/면적

야생
동물 

보호지

FUSHOU Public welfare protected landscape 
area 1700g/1㎡

QINGSHUIHE Public welfare protected 
landscape area 3500g/1㎡

YANGXIAN Public welfare protected landscape 
area 3352g/1㎡

WANGQING Public welfare protected landscape 
area 2900g/1㎡

DEQIN Public welfare protected landscape area 2700g/1㎡
YANGHU Public welfare protected landscape 

area 13000g/5㎡

GUANBA Public welfare protected landscape 
area 4100g/1㎡

HESHUN Public welfare protected landscape 
area 820g/1㎡

JIATANG Public welfare protected landscape 
area 350g/1㎡

표 3. 야생동물 보호지 교환 품목

그림 6. 앤트 프레스트 공익활동 진행과정

Ⅲ.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1. 앤트 프레스트 이용자 조사
연구표본 산출을 위하여 연구자는 2020년 5월 4

일~6일기간 내에 알리페이 이용자 10명을 선택하여 알
리페이 친구에서 앤트 프페스트를 사용한 인수([그림 
7] 참조)를 파악하였다([표 5] 참조).

대상 #1 #2 #3 #4 #5 #6 #7 #8 #9 #10

인수 9 13 46 25 75 68 42 48 64 96

비고 조사대상은 연령, 성별 등 인적사항을 구분하지 않음.

표 5. 앤트 프레스트 사용인수

종류 에너지 교환 나무 종류 소요 에너지

식물
나무

Caragana korshinskii Kom. 16930g

Haloxylon ammodendron 
(C. A. Mey.) Bunge. 17900g

Hippophae rhamnoides Linn. 18880g

Salix cheilophila. 19680g

Hedysarum scoparium Fisch. et Mey. 21310g

표 4. 식물나무 교환 품목

Tamarix ramosissima Ledeb. 22400g

Pinus sylvestris L. var. mongholica Litv. 146210g

Populus euphratica. 215680g

Picea asperata Mast. 198000g

Pinus armandii Franch. 185000g

Platycladus orientalis. 96000g

Pinus tabuliformis Carr. 1140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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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앤트 프레스트 사용인수 파악방법

조사된 결과, #1, #2, #4의 알리페이 친구 중에서 앤
트 프레스트 사용인원이 30명이하이고 기타는 모두 40
명 이상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리페
이 친구 중에서 40명 이상 앤트 프레스트 사용한 자가 
대표성을 띤다고 판단하여서 이를 기반으로 연구표본
산출을 계획하고자 한다. 

2. 연구표본 산출
연구자는 2020년 5월 8일~10일 기간 내에 앤트 프

레스트 사용자 40명 이상을 초과한 사례를 15명 수집
하였고, 사용자의 알리페이 총 친구 수를 파악하였다. 
그 중에서 환경보호 인증서의 수량에 따라 1~4개, 5~9
개, 10~14개, 15~19개 20~24개, 25개 이상으로 구분
하였으며, 개별의 인증서 총수와 알리페이 친구 수의 
비율을 검토하였다([표 6] 참조). 

구분 총 1~4 5~9 10~
14

15~
19

20~
24

25≤
X

인증서
총수 점거비율

@1 61 18 6 2 1 0 1 28 45.90%
@2 113 59 14 6 3 3 1 86 76.11%
@3 41 13 5 2 1 0 0 21 51.22%
@4 68 28 7 3 1 1 0 40 58.82%
@5 68 17 10 3 5 0 0 35 51.47%
@6 45 13 4 0 2 0 0 19 42.22%
@7 44 14 3 2 0 0 0 19 43.18%
@8 64 20 2 3 1 0 1 27 42.19%
@9 64 17 7 5 0 1 0 30 46.88%
@10 82 30 8 3 1 1 0 43 52.44%
@11 70 25 12 3 0 0 1 41 58.57%
@12 58 28 4 0 2 1 0 35 60.34%
@13 62 17 5 0 3 0 0 25 40.32%
@14 43 12 3 1 3 0 1 20 46.51%
@15 88 20 8 3 1 0 0 32 36.36%

표 6. 앤트 프레스트 사용자와 에너지 교환 인증서 비율

그림 8. 개별 인증서 교환 체크 그래프

총 15명 앤트 프레스트 사용자를 검토한 결과, 인증
서와 친구수의 점거비율관계는 각각 45.90%, 76.11%, 
51.22%, 58.82%, 51.47%, 42.22%, 43.18%, 42.19%, 
46.88%, 52.44%, 58.57%, 60.34%, 40.32%, 46.51%, 
36.36%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서 수량구분에 따라 앤
트 프레스트 인터페이스의 캡처화면에 그래프를 작성
한 결과, 1~4개 인증서를 교환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그림 8] 참조).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알리페이 친구 중에서 앤트 
프레스트 사용자가 40명 이상이고, 이미 1~4개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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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인증서를 교환한 자로 인터뷰대상조건을 제한하
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Ⅳ. 사용자에 대한 인터뷰조사

1. 인터뷰조사 대상 및 기간
예비조사 한 결과, 앤트 프레스트 사용 친구수가 40

명이상이고, 1~4개의 환경보호 인증서를 교환한 사용
자가 가장 본 연구에 타당함으로 연구자는 2020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조사기간을 선정하고, 상기 조건을 
만족한 인터뷰대상 10명을 선택하였으며, 1인당 30분
을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조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대
상의 인적사항은 아래에 표시한바와 같다([표 7] 참조).

구분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알리페이 사용연한
*1 여 29세 학사 1-3년

*2 남 35세 석사 3-5년

*3 여 24세 학사 3-5년

*4 여 39세 학사 5년 이상

*5 남 41세 고졸 1-3년

*6 여 32세 학사 3-5년

*7 남 22세 고졸 1-3년

*8 여 20세 학사 1-3년

*9 여 26세 고졸 3-5년

*10 남 30세 석사 1-3년

표 7. 인터뷰대상 인적사항

2. 인터뷰조사 내용
인터뷰조사의 내용은 앤트 프레스트 운영과정을 참

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질문을 작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그림 9] 참조). 

가. 온라인 공익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나. 앤트 프레스트의 사용의도.
다. 에너지부터 환경보호 인증과정에 대한 태도.
라. 앤트 프레스트를 지지(거부)하는 원인.
마. 앤트 프레스트에 대한 평가 및 향후발전.
인터뷰 질문과정에서 상기 ‘다’질문에 응답한 자가 긍

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라’질문에서 지지하는 원인을 파
악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라’질문에서 거부하는 
원인을 질문한다.

그림 9. 인터뷰 질문과정

3. 인터뷰조사결과 정리
인터뷰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결과, ‘가’, ‘나’, ‘다’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 3가지 답장으로 응답 받아서 연
구자는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평가 표기방법과 대표의
미를 정리하고([표 8] 참조) 인터뷰조사대상의 인별 평
가 상황을 체크하였다([표 9] 참조). 

‘가’, ‘나’, ‘다’응답을 검토 한 결과, 인터뷰대상 중에서 
대부분 온라인 공익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적
이고, 타인의 추천으로 인해 앤트 프레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앤트 프레스트의 공익과정, 즉 사이버 
에너지부터 환경보호 인증과정에 대한 태도는 과반수
가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구분 표기방법 및 대표의미 

가
●: 이해도가 높음.
◎: 이해도가 일반.
○: 이해도가 낮음.

나
△: 타인 추천.
▲: 광고 홍보.
▽: 자발적으로 사용.

다

◇: 긍정적인 태도.
◈: 중립적인 태도.
◆: 부정적인 태도.

*중립적인 태도는 응답한 답에 개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2중
(긍정+부정)답안이 나온 경우.

표 8. 평가 표기방법 및 대표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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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 나 다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질문결과 도표화

가

나

다

표 9. ‘가’, ‘나’, ‘다’ 질문 결과 정리 

‘라’ 질문에 관한 응답은 차이성이 있으므로 연구자는 
응답에 포함된 키워드를 추출하고 분류하여 핵심부분
을 재정리하였다.

그림 10. ‘라’, ‘마’결과에 대한 정리

그 결과, ‘다’ 질문의 응답에 긍정적인 부분에 포함된 
핵심키워드는 호기심, 사회공헌, 자기의 나무, 명예심, 

환경보호, 공익행위, 행위동반, 공익참여로 구분되었고, 
중립적인 부분은 행위동반, 공익참여, 심심풀이, 소모시
간 과대함으로 분류되었으며, 부정적인 부분은 타인과 
인증서를 비교, 지루함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마’ 질
문에 하여 긍정적 태도와 중립적 태도는 모두 공익실행
과정을 가속화한 내용이고, 부정적인 태도의 응답은 교
환 인증서수량을 비공개로 변경하는 것이다([그림 10] 
참조).

4. 소결
질문 ‘가’, ‘나’는 앤트 프레스트 운영의 앞 단계과정이

며, 주로 조사대상자의 온라인 공익프로젝트에 대한 이
해도, 앤트 프레스트의 사용의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이버 에너지수집과 교환을 거친 뒤로 알리바바 
회사와 공익단체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실
행하며 최종적으로 개인이 전반 공익과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알리페이, 공익단체 3부분이 공동
적으로 공익과정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실행부분은 사
용자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터뷰 ‘라’ 질문의 
결과에서 긍정적 태도와 중립적 태도를 갖춘 대상자는 
대부분 개인이 공익행위를 완성한 답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개인과 알리바바 회사, 공익단체가 공동
으로 공익과정을 완성하였지만, 앤트 프레스트 사용자
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사이버 에너지를 수집하여 교환
한 실물로 인정하여, 실행부분에서 직접 참석하지 않았
지만, 전 단계의 에너지 수집과 교환으로 의하여 참여
도가 생기게 되고, 그 참여도가 환경보호 공익활동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그
림 11] 참조). 또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과반수의 인터
뷰대상은 앤트 프레스트 공익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공익프로젝트 ‘앤트 프레스트’를 이
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공
익을 지지하는 사용자와 공익활동 진행과정은 운영자, 
협조자, 사용자로 전반 공익활동을 완성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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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사용자는 알리페이를 이용하여 기록된 저탄행
위로 생성한 사이버 에너지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며, 
에너지로 교환된 실물(식물나무, 야생동물 보호지)은 
알리바바 회사와 공익단체가 공동으로 실행하여 공익
활동을 실현한다. 그런데, 개인이 실물을 교환하는 부분
에서 전단계의 참여도를 지속하며, 전반과정에서 공익 
활동참여도는 사이버 개인 행위와 실제 공익행위를 연
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질문 ‘라’의 응답에 근거하면 대부분의 사용자
는 공익실행과정의 가속화를 원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생성방식 혹은 교환 에너지 수량의 측면에서 운영방식
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공익행위의 자발성 원칙에 근거하여 누구든지 자신
의 힘을 스스로 공익활동에 지지할 수 있고, 공익을 지
지하는 행위에서 경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이 사회
에 대한 공헌을 차별화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 생기는 
지루함은 대부분 똑같은 행위의 반복으로 인하여 생성
됨으로 공익참여자한테 행위반복을 방지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경쟁으로 인한 비교행위는 공익자체를 상업

화시키는 잠재적인 폐해가 존재함으로 앤트 프레스트
에 환경보호인증서를 비공개하는 기능을 추가할 필요
성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질적의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으로 연구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한계로 인
하여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였으므로 연구의 후
속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양적 연구방법으로 연구결
과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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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앤트 프레스트와 사용자의 상호작용관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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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 중국 장춘공업대학

교 디자인학과(문학사)
▪현재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석

사과정)

 <관심분야> : 환경보호, 습지생태, 스마트도시계획, 사막화 
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