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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터넷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 가상세계를 기반으

로 한 게임이 발전하면서 가상세계 안에서의 교육,

놀이, 쇼핑, 사회 활동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

한 가상세계 안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은 사용

자들에게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허락한다. 또한 이렇게 현실세계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가상세계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상세계

에서의 협업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현재, Second

Life[1], Croquet[2], Wonderland[3]와 같은 가상

세계 기반 서비스들을 사용자들이 그들의 아바타를

사용하여 가상 세계에서의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그림 1>,<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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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가상 세계 <그림 2> 가상세계에서의 협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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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가상세계 서비스는 새로운 인터넷

인터페이스이며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교류하고 소

통하는 공간으로 성장했고, 가상세계의 이용자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현실세

계를 활성화시키는 새로운 가치창조공간으로 진화

했다. 이러한 가상세계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

간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과

제 선결이 필요하다[4].

가상세계는 다른 이름으로 “메타버스(metaverse)”

라고 불린다.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

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가상의 세계를 의미한다[5].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3D 웹의 미래전망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가상세계, 라

이프로깅, 미러월드 등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5].

가상 세계에서의 협업은 공간적으로 같은 곳에

있지 않은 사용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동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다. 이러한 협업의 형태는 일 뿐 만 아니라, 가상세

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활동에서 일어 날

수 있다. 본 원고에서는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 환경을 기반으로 가상세계에서의 협업 야구

응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한 내용을 소개한

다.

세컨드라이프 내에 협업 응원을 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하고 사용자들이 야구 응원을 하기 위한 모

션 인식 기술과 사용자들의 모션을 기반으로 아바

타 컨트롤 기술 그리고 사용자들이 모두 다른 공간

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서버와 사용자들 간의 이벤트 전송 지연을 보

상하기 위한 기술을 제안하고, 가상세계에서의 새

로운 형태의 협업에 대한 구현과 서비스 평가를 실

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과 구현을 위

한 각각의 기술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표이다. 또한 효율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응원 방들을 여러 개 제작하여 피험자에게

Tangible한 것을 제공하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 기

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6]가 High한 방

<그림 3>과 Low인 방 <그림 4>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다.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E. 뒤르켐이 인간의 사회적 결합형태에

관하여 사용한 용어로서, 유사성에 의한 연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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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셜 미디어 인터랙션 (Mechanical Solidarity-High)

<그림 4> 소셜미디어 인터랙션  (Mechanical Solidarity-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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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이는 사회의 모든 성원이 유사성 또는 공

통된 관념의 형식에 따라 행동하고, 전체의 공통의

식이 개인의 의식을 압도하여 지배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결합형태 또는 사회적 형태를 가리킨다[7].

이러한 개념은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의 스포츠 응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서비스 연

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가상세계에서 구현(<그림

3>, <그림 4>)함으로서 이런 기계적  연대(Mecha-

nical Solidarity)가  가상세계의 공동 응원 서비스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실감(Tangibility)은 닌텐도의 위(Wii) 리모컨을 사

용하여 사용자들이 아바타 컨트롤, 매크로 채팅, 버

튼 응원 그리고 모션 응원을 하는 것으로 구현했다. 

II.  관련연구

CVEs(Collaborative Virtual Environments)[8]

는 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의 3D 공간에서 협업과 사

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CVEs에서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3D 공간 안에서

제공받은 자신의 아바타로 다른 사용자(아바타)들

과 대화, 정보교환, 사회적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DIVE[9]는 peer-to-peer의 통신 구조를 취하는

원격 화상회의를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다. 서버

의 역할을 수행하는 name server와 collision

manager를 추가로 두고 있다. DIVE에서는 하나의

가상공간이 하나의 영역으로, 각 가상공간은 분리

되어 있으며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동은

portal을 이용한다. 따라서 분리된 영역 사이의 상

호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10].

MASSIVE[11]는 Nottingham 대학에서 원격회

의를 실험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통신은

Client-server와 peer-to-peer를 혼합한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가상 세계에서의 협업을 위한 연구의 한

예로 SLMeeting[12]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세컨

드라이프에서 어떻게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더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데

이터를 교환하고 대화를 저장하기 위해 세컨드라이

프 외부에 SLMeeting server를 만들어 Second

Life Viewer와 HTTP로 통신을 하는 시스템 구조

이다.

일본의 3DI사[13], 한국의 TovVirtual[14]사 같은

회사들은 이러한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모델하우스,

3D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서비스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로서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 모델을

제시한다. 

III. 시스템 구조

1.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시스템은 <그림 5>

와 같은 시스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

으로 가상현실 공간인 세컨드라이프 안에 사용자들

의 협업응원과 동시경험을 위한 응원방을 구축하고

세컨드라이프 외부의 네트워크 싱크서버(Net-

SyncServer)와 퀵타임 서버(Quick Time Server)

와 연동된다. 

네트워크 싱크 서버(NetSyncServer)는 클라이언

트의 네트워크 싱크 클라이언트(NetSyncClient)에

서 주기적으로 측정된 세컨드라이프 서버와 클라이

언트 사이에 측정된 딜레이들을 계산해서 각 유저

에게 맞는 강제딜레이 값을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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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 전달한다. 퀵타임 서버는 야구 중계

방송을 세컨드라이프 클라이언트에서 볼 수 있게

스트리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클라이언트의 네트워크 싱크 클라이언트(Net-

SyncClinet)는 주기적으로 세컨드라이프 서버와 딜

레이를 측정하여 네트워크 싱크 서버(NetSync-

Server)로 전송하고 강제 지연 값을 전송 받아 모션

인식모듈(Motion Recognition Module)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모션인식모듈(Motion

Recognition Module)은 사용자가 위 리모컨으로

응원을 하는 움직임과 매크로 채팅을 세컨드라이프

뷰어(Second Life Viewer)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

다. 여기서 모션응원 정보를 전송할 때, 네트워크

싱크 클라이언트(NetSyncClient)가 네트워크 싱크

서버(NetSyncServer)에서 전송받은 강제 지연 값

을 반영한다.

2.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라이프는 네트워크 기반의 가상세계 서비

스이다. 2003년 Linden Lab이 개발하였고, 사용자

들은 Second Life Viewer를 다운로드 하여 설치하

고 사용할 수 있다. 

세컨드라이프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누구

나 자신의 아바타를 소유하게 되고, 뷰어를 통해 세

컨드라이프에 접속하게 되면 다른 사용자들과의 커

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또한 세컨드라이프는 가상

세계에서의 교육, 회의, 쇼핑, 게임, 여행, 회사 설

립, 광고 등 많은 서비스들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

으로써 사용자들이 말 그대로 현실에서는 할 수 없

는, 혹은 하기 힘든 가상의 일을 현실에서와 동일하

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가상세계의

유저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응원에 참여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히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응원이 아니라, 닌텐도의 위 리모컨을 이용하여 모션

기반 응원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시스템 역할

<그림 5>에서와 같이 사용자는 세컨드라이프 뷰

어를 통해 가상세계에 접속하고 세컨드라이프 내에

모델링 된 응원방에서 야구 응원을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응원을 하는 동안 사용자들은 경

<그림 5>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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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영상 외에 치어리더 동영상을 함께 볼 수 있고,

이 응원 영상을 통해 협업 응원이 유도된다. 

기존의 야후 스포츠, 네이버 스포츠 등 야구 중계

서비스들이 가지는 야구 경기 영상 제공 및 채팅의 장

점을 그대로 가지고 2D 기반의 서비스에서 3D 기반의

응원 서비스로 옮겨 간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이런 가상세계 안에서 사용자들은 모두 각

자의 아바타를 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아바타의 응

원 모션을 사용자의 모션을 기반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그림 6>의 Wiimote Based Motion Re-

cognition Module을 설계/구현 했다. MRM

(Motion Recognition Module)은 real-world의 사

용자들이 위모트와 모션 플러스를 가지고 응원을

하는 동작을 인식하는데 야구응원에 사용되는 반복

되는 동작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Second Life

Viewer에 전달하고 Second Life Viewer는 미리 만

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을 사용자 모션 정보가 전달

될 때, 아바타를 통해 재생한다.

기존의 위모트는 3축 가속도 센서와 IR센서만으

로 위모트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위모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

기 힘든 면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6월 닌텐도는

위모트용 하드웨어 Wii Motion Plus를 출시함으로

써 위모트의 정확성을 높였다. Wii Motion Plus는

3축 자이로 센서를 포함하는 하드웨어로서 위모트

와 연결하여 Pitch, Roll, Yaw를 검출 할 수 있다.

야구 응원의 협업 응원에서는 응원자들이 동일한

동작으로 응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세계에

서 이러한 동시 협업 응원을 구현하기 위해 네트워

크 싱크 서버(NetSyncServer)와 클라이언트(Net-

SyncClient)를 구현하였다. 네트워크 싱크 클라이

언트(NetSyncClient)의 역할은 3.1시스템 구성에서

설명하였듯이 세컨드 라이프 서버와의 딜레이를 주

기적으로 측정하고 이 값을 네트워크 싱크 서버

(NetSyncServer)로 전송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싱

크 서버(NetSyncServer)로부터 전송 받은 강제 지

연 값을 저장한다. 네트워크 싱크 서버(NetSync-

Server)는 각 유저의 강제 지연값을 계산해서 다시

네트워크 싱크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7>과 같이 Second Life Server와 주기적

<그림 6> 모션 인식 과정

<그림 7> 사용자 지연 측정 및 강제 지연 값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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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네트워크 지연을 측정하고 응원방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각각 다른 지연을 네트워크 싱크 서버

(NetSyncServer)로부터 전송 받는데 모션 인식 모

듈(Motion Recognition Module)에서는 이 강제 지

연 값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모션 응원 정보를 세컨

드 라이프 뷰어로 전송해서 임계값 이하의 딜레이

값이 적용되어 유저들 간의 딜레이를 보상한다.

IV. 구 현

본 연구를 위해 세컨드라이프 안에 야구 응원 방

들을 제작하고 제작한 방 안에 세컨드라이프의

shared-media 기능을 활용하여 경기중계 방송 영

상과 치어리더 동영상을 기본적으로 재생한다. 실

험에서는 사용자 모션 기반 협업응원을 위한 응원

애니메이션 제작과 모션 인식, 그리고 사용자 모션

과 아바타와의 연동 환경을 구축했다.

1. 가상 야구장 모델링

본 서비스 시스템 구현을 위해 가상세계 서비스

인 세컨드라이프를 이용하여 가상 경기장을 모델링

을 했다. 실제 경기장과 비슷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

해 종합 경기장 형태의 모델을 구입한 다음 야구장

형태로 변형하고 응원하고 있는 관중, 스크린, 관중

석 그리고 경기장 형태로 바닥을 수정했다<그림

8>.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응원하는 사용자들의 응

원을 독려하기 위해 응원 에너지바와 응원을 유도

하기 위한 응원 단장 역할을 하는 관리자를 각 방에

배치했다<그림 9>.

2. 네트워크 싱크 서버와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싱크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각 사용자들

의 다른 딜레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응원의 싱크

를 맞추기 위해 구현했다. 네트워크 싱크 서버와 클

라이언트 각각의 역할은 앞서 설명했다. 네트워크

싱크 클라이언트는 세컨드라이프 뷰어와 클라이언

트 사이의 딜레이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야하기 때문

에 각 클라이언트의 데스크탑에서 실행된다. 이러

한 각 유저들의 딜레이를 전송받아 임계값 이하의

딜레이 값을 종합하여 각각의 유저들에게 맞는 강

제 지연값을 계산하고 전송하는 네트워크 싱크 서

버는 따로 존재한다.

<그림 8> 가상 야구 경기장 

<그림 9> 응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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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션인식모듈

닌텐도 위 리모컨으로 응원하는 모션 정보를 얻

기 위해 모션인식모듈(Motion Recognition

Module)을 구현했다. WiimoteLib.dll을 이용하여

c++로 프로그래밍 되었고, 이 모듈에서는 네트워

크 싱크 클라이언트(NetSyncClient)가 네트워크 싱

크 서버(NetSyncServer)로부터 전송 받은 강제 지

연값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강제 지연값을 반영해

서 모션 응원 정보를 세컨드 라이프 뷰어에 전송한

다. 위 모트 기반 매크로 채팅기능과 아바타 조작

기능 그리고 모션응원 뿐만 아니라 위 리모컨의 버

튼으로 응원이 가능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다. 

4. 현실세계의 야구경기 방송 스트리밍

경기 영상의 소스는 일반 TV 방송의 영상을 실시

간 스트리밍해서 가상세계에서 재생했다. TV수신

카드로 수신 받은 TV영상을 VLC로 스트리밍을 하

고 최종적으로는 퀵타임 스트리밍 서버(Quick

Time Streaming Server)를 거쳐 세컨드라이프에

서 재생 가능한 영상 포맷으로 변환해서 소스영상

을 얻을 수 있다. Second Life에서 재생 가능한 실

시간 방송 포맷은 RTSP와 SDP이고 최종적으로 퀵

타임스트리밍 서버(Quick Time Streaming

Server)를 사용해서 변환 가능하다.

V. 실험 및 평가

본 서비스 시스템의 성능 및 구현 평가를 위해서

총 4번의 실험을 실시했다. 2010년 6월 26일에 내

부테스트를 시작으로 7월 20일까지 실험을 진행했

고, 피험자들은 롯데 팬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서

비스를 평가했다. 아래의 <표 1>에서 보듯이 실험

을 진행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HCI 연구실과

실험날짜 실험장소 피험자 실험경기

10/06/26 KIST 5명 녹화경기

10/07/04 신촌,압구정 (PC방) 30명 롯데 VS LG

10/07/18 사용자 홈 34명 롯데 VS 두산

10/07/20 사용자 홈 36명 롯데 VS 한화

<표 1> 실험 일정 및 내용

Total T(L) T(L) T(H) T(H)

M(L) M(H) M(L) M(H)

27명 6명 7명 7명 7명

1. 위모트를 사용한 응원과 아바타 조작은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실제로  응원하는 느낌을 주었다 3.71 3 3.625 3.7 4.5

2. 파도타기 응원을 할 때, 실제 경기장에서 파도타기 응원을 하는 것과 같이 아바타들이 순차적으로
3.13 X 2.88 X 3.38

응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3. 내가 위모트로 응원 버튼을 누르거나 응원 모션을 취해서 응원했을 때, 나의 아바타들은 딜레이(지연)
3.61 3 4 3.7 3.75

없이 반응했다

4. 응원을 할 때, 응원배터리가 떨어지거나 충전되는 정도는 나의 응원을 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에 
4 X 3.75 X 4.25

영향을 미쳤다

5. 파도타기 응원을 유도하는 깃발은 우리 팀의 응원을 유도하고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잘 수행했다 3.81 X 3.38 X 4.25

6. 네이버, 야후 등의 중계서비스보다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함께 응원하는 느낌을
3.47 2.86 3.38 3.5 4.13

받을 수 있었다

7. 단체 점프 응원 동작시에 다른 사용자들과 자신의 동작이 동시에 이루워졌는가? 3.32 X 3.13 X 3.5

<표 2>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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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진행하였다.

세컨드 라이프의 아이디를 피험자 수만큼 미리 생

성하여 유니폼과 응원도구를 통일한 후 사용자들에

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배포했고, 실험 후 결과를

설문 조사를 통해서 조사했다. 설문 결과를 <표 2>에

나타냈다.

<표 2>의 설문결과는 마지막 7월 20일의 설문 결

과를 나타냈다. 실감(Tangibility)과 기계적 연대

(Mechanical Solidarity)를 실험 요소로 4개의 방을

만들어 피험자를 나누어 입장시키고 실험을 진행했

다. <표 2>에서 T(H), T(L)은 Tangibility High,

Low이고, M(H), M(L)은 Mechanical solidarity

High, Low를 나타낸다. <표 2>에서 보듯이 실감과

기계적 연대를 High로 구현한 방에서 가장 피험자

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을 알 수 있다.

VI. 안드로이드 폰 기반 실감 응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속히 시장이 증가되고 있

는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한 인터랙티브 응원 서비

스를 위해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한 응원 서비스 앱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안드로이드 앱은 세컨드라이프의 아바타

제어 기능, 안드로이드 폰의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를 이용한 모션 인식 기반 협업 응원 기능, 야

구 경기에서 홈런 등 이벤트 발생시 안드로이드 폰

의 진동 기능과 사운드 효과를 제공하는 기능등을

구현하였다. 

Sensory Effect로서 햅틱 슈트를 개발하고 홈런,

안타등의 이벤트시 함께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기

능도 제공하였다.

<그림 10> 안드로이드 폰 기반 실감 응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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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안드로이드 폰 기반 실감 응원 시스

템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은 네트워크 기

반 실감 야구 응원 서비스 예를 나타낸 것이다.

VII. 맺음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인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실감 응원서비스의 4번의 실험을 통해 가상세계

에서의 동시 응원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사용자

들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시스템 검증을 했다. 위

의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까지의 채팅 기반 참여 서

비스와 비교했을 때, 사용자들이 경기에 대한 몰입

감과 실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임을 입증했

다. 가상세계에서의 더 효율적인 응원 서비스를 위

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응원 동작의 다양화 그리

고 사용자 친화적인 조작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그림 11> 네트워크 기반 실감 야구 응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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