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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상호작용 시 유발되는 사회감성 중에 경쟁과 협력을 비접촉 센싱 방법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실험은 경쟁과 협력 상황으로 구분하여 패턴 맞추기 Task를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상반신 영상을 통해 15

Hz 성분의 미동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미동 양과 변화량 그리고 미동의 동조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협력 보다

경쟁 시 미동 양과 변화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조성의 경우는 경쟁 보다 협력 시 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할 때는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협력일 때는서로 호흡을 맞추기 위한 노력

을 하게 되어 움직임에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생체 반응에 의거한 비접촉식 센싱 방법을

통해 경쟁과 협력의 측정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감성융합, 상호작용, 비접촉 센싱, 미동, 경쟁, 협력

Abstract In this paper want to recogniz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s a non-contact sensing method

among the social emotion that are caused by interac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 pattern

matching task divided into competition and cooperation situations.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by

extracting the micro-movement data of 15Hz component from the upper body image.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amount and the variation and synchronization. As a result, Amount and variation are bigger

in competition than cooperation. Synchronization was higher in cooperation than competition. This can be

seen as the difference between two people trying to win when they are in competition and trying to breathe

each other in cooper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rough non contact sensing method based on physiologica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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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기술발전에따라사용자는다양한정보와콘텐츠

를쉽게접근하여사용하고있다. 과거에는신문, 책등의

오프라인 콘텐츠를 이용했다면 현재는 IT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

지로사람들사이에서발생되는커뮤니케이션의형태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1,2,3,4,5]. 사람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주로 단

순정보전달과감성적교류의정보전달로나뉠수있다.

또한과거에는전달하고자하는정보는수동적이고표시

가능한 정보를 전달했다면, 현재는 양방향의 상호적인

교감, 느낌의 정서적 정보를 포함시켜 전달하고 있다[6].

특히 온라인에서도 정서적 감성적인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를 인식하고 평가하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7,8].

기존 감성인식 연구는 단순히 현재 자신의 감성을 인

식하는 연구로 진행 되어왔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온

라인을 통해 관계성이 넓어지고 이슈화 되면서 사회적

관계에따른감성인식연구가증가되고있다[9,10]. 최근

에는타인과자신의상호작용속에서유발되는사회감성

(Social Emotion) 인식에 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사

회감성은 두 사람 사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통

해 형성되며, 관계 속에서 유발되는 고차원 감성을 의미

한다. 이러한사회감성은두사람의친밀도, 공감도, 참여

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11,12]. 감성인식 방법은 정

량적 생체 반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접촉식 센서를

이용해 추론했다. 그러나 센서를 착용하면 자유로운 상

호작용과의사소통을할수없기때문에생체반응의정

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

기위해비접촉센싱기술을활용한감성인식방법이연

구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얼굴 표정의 외현적 반응

을이용한감성인식기술이대표적이다[13]. 그러나얼굴

표정만을 이용한 감성 인식은 Ekman의 6가지 기본감성

만 인식 가능하며, 복합적인 사회감성을 인식하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다[14]. 따라서 내적인 생체 반응을 기

반으로 한 비접촉 센싱 기술이 필요하다.

최근 생체 반응을 비접촉 형태로 센싱하는 기술이 연

구되고있다. 선행연구에따르면얼굴의피부변화나머

리의 움직임을 통한 심장반응 추론 연구가 보고 되었다

[15,16]. 이와같이비접촉형태로생체반응을추론가능

한 이유는 인체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원리 때문이다.

신경공학 관점에서 심장과 뇌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17]. 심장의반응은사람이제어할수없는인체의반응

으로 구심성(Afferent)을 통해 뇌로 전달하고 뇌의 반응

은 반대로 원심성(Efferent)을 통해 제어 가능한 인지적

정보를인체에전달하는역할을하며상호유기적인관계

를 유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부학적으로 전정기관

(Vestibular organ)은내적인생리적변화를외적인인체

의 움직임 반응이 나타나도록 관여한다. 구체적으로 전

정기관은인체의균형감각을조절한다. 방향전환, 서있기

등인체상황에따라모든신체기관에정보를유기적으

로전달하여인체가균형을잡을수있도록유지하는기

관이다. 이 기관은자율및중추신경계정보를주고받는

신경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심혈관계와 호흡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기관으로 전정반사(Vestibular

reflexes)를 이용해 각종 신경계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18]. 이 때 생리적반응을포함한인체의균형감각을유

지함에 따라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되고 감정, 심리 상태

에따라그움직임이다르게표현된다. 이와같은움직임

은사람의눈에보이지않는매우작은떨림으로표현된

다. 이와 같이 표현되는 미세한 움직임을 비접촉 영상처

리기술을이용해생체반응정보를추출하는것을미동

(MM, Micro- Movement)이라 하며 정량적인 생리반응

에 의거한 센싱 기술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사회적상호작용에유발될수있는감성인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에 대한 사회감

성인식을 영상 기반의 비접촉 센싱 기술을 융합하여 인

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피험자
피험자는 Task를 수행하기 위해 한 팀이 될 수 있도

록하며성별에따른차이를고려해남녀비율을맞춰모

집하였다. 두피험자간에는Task 수행시영향을줄수

있는 어색함을 배제하기 위해 서로 안면이 있는 피험자

로선정하였으며적극적인Task를 수행할수있도록하

였다. 피험자는대학생 12명(남자6명, 여자6명, 평균나이:

25.72 ±1.26)이 실험에 참여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

자는 병력이 없는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모든 피험자에

게실험의연구목적을제외한대략적인설명을한후진

행하였으며 소정의 기본 실험비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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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환경 

[Fig. 1] Experiment Environment

실험환경은 패턴맞추기 Task를 수행 할수있는시

스템과 자극 화면을 볼 수 있는 42인치 대형 모니터,

Task 수행을 위한 키보드, 피험자를 동시에 영상 촬영

할 수 있는 웹 카메라를 배치했다. 두 명의 피험자는

Subject 1과 Subject 2의 자리에앉아시스템에서제공되

는 경쟁과 협력 Task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

치는 [Fig. 1]과 같다.

2.3 실험자극 
패턴맞추기 Task 수행에필요한실험자극은 3 가지

색의 동전(금색, 은색, 동색)으로 구성했다. 중앙에 제시

된 (Target)은 상기 3 가지동전을조합하여랜덤하게패

턴을 제작 후 디스플레이 하였다. 움직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Task 수행은 오른손으로만제어할 수

있도록 키보드를 배치하였으며 배치 된 키 배열은 [Fig.

2]와 같다.

[Fig. 2] Key Control Display

경쟁 시 자극은 패턴을 맞출 수 있는 각 화면을

Subject 별로제시하고화면중앙에맞춰야하는 Target

Pattern을제시하여 제한된 3분 동안 무제한으로패턴을

맞춰 각 Subject 별로 점수(Score)를 누적 하였다.

[Fig. 3] Competition&Cooperation Task Display

협력시자극은경쟁과동일한방법으로패턴맞추기

Task를 수행하는데좌측에는컴퓨터의화면을제시하고

우측에는팀화면에 Subject 1과 2의커서를제시하여컴

퓨터와 팀이 경쟁하여 실제로 팀은 협력이 유발 되도록

Task를 제시했다.

최종 3분이 지난 후에는 경쟁 시에는 많은 점수를 획

득한 Subject에게 추가보상을협력시에는컴퓨터보다

많은점수를획득시에팀에게추가보상을 Task가끝나

자마자 바로 지급하였으며 제시된 화면은 [Fig. 3]과 같

다.

2.4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영상 데이터 수집은 두 피험자 모두 정면에서 상반신

을촬영할수있도록하였다. 웹카메라는 Logitech사의

C920을 사용하였다. 카메라 설정은 해상도 1280×720,

30fps와 화이트 밸런스 및 포커스 등 영상 데이터 취득

시데이터에오차를줄이기위해각자동조절기능들은

모두 OFF 상태로유지하였다. OpenCV와 Visual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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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얼굴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ROI(Region of

Interest) 설정 후 움직임 차이 값의 정보를 평균으로 하

여 주파수 대역의 Power 값을 추출 하도록 구현 하였으

며 [Fig. 4]과 같다. 피험자의 영상을 표시하는 것은 (1)

화면이며, (2) 화면은 피험자의 움직임 정보만을 표시하

는영역이며 (4)화면과같이나타나게된다. (3)화면의경

우 미세한 움직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출 하는

Raw Data 표시하는 화면이다.

[Fig. 4] Micro-Movement Extraction

미동 데이터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프레임 간 데이터

에서움직임에따라주파수성분의데이터를추출할수

있다[19]. 사람 눈에보이는큰움직임의 경우저주파성

분의 속성에서 나타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움직임

은 고주파 성분에서의 매우 작게 나타나는 움직임 성분

을 가지고 있으며 [Fig 5]와 같다. 따라서 가장 많은

Sampling이 가능하고가장작은데이터를볼수있는 15

Hz 대역을선정하여해당주파수성분의데이터를 추출

할수있도록선행연구에서제시하는주파수성분추출

방법과 평균값 도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해당 주파

수 성분의 움직임 데이터를 추출하였고 프레임 내의 전

체움직임을평균으로변환해저장하여데이터를수집하

였다.

[Fig. 5] Example of the Micro-Movement at frequency 
bands 

2.5 실험절차 

[Fig. 6] Experiment Flow

실험 절차는 Task를 수행할수있는자극시스템앞

에앉아측정하는것으로진행하였다. (1) 피험자에게카

메라 및 키보드 위치를 실험에 맞춰 설정 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Task 수행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에경쟁과협력에대한설명을진행하였다. (3) 조작실수

에대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Task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충분히익힌후실험을진행하도록하였다. (4) 조작

패널에대한숙지가완료되면실험에관한 Task를수행

하였다. (5) 실험이완료되면측정및설정을종료하는순

서로 진행 되었으며 실험 절차는 [Fig.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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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ask Flow

실험의Task 수행은경쟁과협력으로구분되어두피

험자가서로경쟁을 하고 협력을 하는 Task를 랜덤하게

제시하여 2회 반복 수행 하였다. 또한 반복되는 실험에

따른 생리반응의 지속효과(Running effect)를 최소화하

기 위해 Task 시작 전과 후에 Reference와 Rest 타임을

3분과 5분을주었으며실제수행된 Task는 3분간진행

되었고 절차는 [Fig. 7]와 같다.

2.6 데이터 분석 
경쟁과 협력의 Task 수행 시 측정 된 영상 데이터로

부터 미동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미동 양, 미

동의 변화량, 미동의 동조성 3가지의 지표(Indicator)를

도출하여분석하였다. 미동양은각피험자의 Task 수행

시 발생되는 미세 움직임의 양을 뜻하며, 미동의 변화량

은발생된미세움직임의정규화과정을수행한변화정

도를 뜻하고 미동의 동조성은 두 피험자의 움직임에 대

한 일치성을 분석하는 지표이다. 이와 같은 지표는

HRC(Heart rhythm coherence)나 HRP(Heart rhythm

pattern)와 같은 생리반응을 분석하는 방법론과 개념을

미동 지표에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20].

미동 양과 변화량 데이터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

여 비모수 검정을(Mann-whitney) 수행하였다. 동조성

은상관분석(Correlation) 후도출된상관계수를통해정

규성을 확인 후 모수 검정인 독립표본검정(Independent

T-test)을 진행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샘플은 G Power(ver 3.1.7)를 이용해 샘플 수 충족 여부

를확인후 SPSS ver 17k를 사용하여통계데이터분석

을 진행하였다.

3. 결과
3.1 미동의 양
경쟁과 협력의 Task를 수행한 구간에 15 Hz 성분의

움직임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데이터의 미동 양

에따른패턴을비교해본결과경쟁일때가협력일때보

다 높은 패턴을 보였으며 [Fig. 8]과 같다. 미동 양의 평

균값을비교결과 [Fig. 9]과같이경쟁(M = 0.656, SE =

0.020)과 협력(M = 0.602, SE = 0.020)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Z(40) = -2.272, p < 0.05).

[Fig. 8] MM Amount Pattern

[Fig. 9] MM Amount Statistics

3.2 미동의 변화량
동일구간에서추출된 15 Hz의주파수성분을통해미

동 양의 변화량 패턴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피험자가 협력 Task를 수행 할 때보다 경쟁 Task를 수

행시더높은패턴을보였으며 [Fig. 10]과같다. 미동양의

변화량 평균값을 비교 결과 [Fig. 11]과 같이 경쟁(M =

0.278, SE = 0.015)과 협력(M = 0.149, SE = 0.018)이 통

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보였다(Z(40) = -4.680, p < 0.001).

[Fig. 10] MM Varia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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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M Variation Statistics

3.3 미동의 동조성
Task 수행 시 동시에 참여한 두 피험자의 동조 현상

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

반적인패턴이경쟁보다협력일때높은동조현상을보

였으며 [Fig. 13]과 같다. 또한 미동에 따른 상관 분석의

평균값을 비교 결과 [Fig. 12]과 같이 경쟁(M = 0.355,

SE = 0.010)과 협력(M = 0.469, SE = 0.011)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 = -7.056, p < 0.01).

[Fig. 12] Group Synchronization Statistics

[Fig. 13] Group Synchronization Pattern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상공간 속에서 감성 상호작용에 중요한

경쟁과 협력의 사회감성을 비접촉 센싱 기법인 인체 미

동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실험은 남녀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경쟁과 협력을 유발 할 수 있는 Task 수행을

통해실험을진행하였다. 자극유발에영향을줄수있는

어색함을 배제하기 위해 두 피험자는 안면이 있는 피험

자들로 한 팀을 구성하였다. 서로 경쟁 및 협업 Task를

수행후각게임에승리하여추가보상을 줌으로써경쟁

과협력의적극적인참여를 통한감성적반응을유도하

였다.

데이터분석은인체미동으로부터얻어진 15 Hz 주파

수 성분의 데이터를 각 경쟁과 협력 Task 별로 분류 하

였다. 수집된데이터는미동양과미동양의변화량그리

고 두 피험자들 간의 미동의 동조성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미동에양의평균, 변화량모두경쟁할 때

가협력할때보다높은패턴을보였으며통계적으로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두 피험자들이 Task 수행 시

발생되는미동의동조성에는경쟁할때보다협력할때

가 동조성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

인했다. 이는피험자들간에경쟁상태일때는상대를이

기기 위해 각성 및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무의식적으로

미세움직임양과변화정도가급격하게향상되는것으

로볼수있으며반대로협력상황일때는상대방과의호

흡을 맞추기 위해 개인의 변화보다 상대방에게 호흡을

맞추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두 피험자의 움직임이 서

로일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따라서팀이승

리하기 위해 집중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움직임에 대한

동조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는선행연구에서제시하는것과같이 Task 수행시호

흡과 심박에 대한 동조성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움직임

에대한동조성도동일하게유발된다고해석할수있다

[21].

센서 착용의 부담감 및 불편함을 최소화한 비접촉 센

싱방법인인체미동을이용해경쟁과협력에대하여감

성융합기술의가능함을평가하였다. 비접촉방식방법으

로 Ekman의 6가지 기본감성에서 인식 할 수 없는 사회

감성의 인식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위적인 얼굴

표정 등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아닌 해부학적 원리와 생

리적 반응에 의거한 인식 기술로써 감성인식에 있어 새

로운지표를통한평가방법을확인하였다. 이는원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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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간의간단한웹캠을통해동영상촬영만으로가상공

간에서 사용자들이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이용

해쉽게경쟁과협력을평가할수있다. 현재 온라인게

임등에서주로사용하는커뮤니케이션수단은채팅이나

음성 대화를 통한 언어적 수단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따르면 SNS상에서 브랜드 평

가에 있어 단순 정보로 제공되는 기능적 편익보다 감성

적애착현상이브랜드에영향을더많이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보다 감성적

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22]. 또한 기업전략에 있어 정보기술은 기

업이경쟁력을갖추기위해매우중요한요소로보고있

다[23]. 이에 따라 경쟁과 협력과 같은 감성정보는 기업

전략에주요정보기술의한요소로활용할수있을것으

로 예상된다. 최근 IoT를 기반으로한 게임 컨텐츠 개발

에있어빅테이터및인간에대한정보를포함하려하고

있다[24]. 현재는 인간의 습관적이나 사고의 패턴 등을

정보로사용하지만미래에는인간의감성적사고에관한

정보도반영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미동과같은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감성인식 및 기타 관련 분

야에 활용 가지나 적용 범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비접촉 센싱 기술인 인체 미동 기술을 이

용하여 경쟁과 협력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비접촉형태의센싱방법을통한초기연구중하

나로주변환경이나빛등외부요인에따른영향에관한

연구와 정량적 지표를 통해 시스템화 및 생체신호와 상

호비교를통하여새로운지표에정확도를검증및향상

과안정화에관련된추가연구가필요하다. 가상및공존

현실등기술이발전하고그에따른시공간제약이사라

져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커뮤니

케이션 도구 및 감성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들도 증가하

고있다. 따라서비접촉센싱방법과경쟁과협력에대한

정량적인사회감성인식방법을제시하는데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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