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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As virtual space activities become more common, human-virtual agents such as avatars are more frequently used 

instead of people, but the uncanny valley effect, in which people feel uncomfortable when they see artifacts that 

look similar to humans, is an obstacle.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uncanny valley effect for celebrity avatars. 

We manipulated the degree of atypicality by adjusting the eye size in photos of celebrities, ordinary people, and 

their avatars and measured the intensity of the uncanny valley effect. As a result, the uncanny valley effect for 

celebrities and celebrity avatars appeared to be stronger than the effect for ordinary people.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that more robust facial representations are formed for familiar faces, making it easier to 

detect facial changes. However, with real faces of celebrities and ordinary people, as in previous studies, the higher 

the degree of atypicality, the greater the uncanny valley effect, but this result was not found for the avatar stimulus. 

This high degree of tolerance for atypicality in avatars seems to be caused by cartoon characters’ tendency to have 

exaggerated facial features such as eyes, nose, and mouth. These results suggest that efforts to reduce the uncanny 

valley in the virtual space service using celebrity avatar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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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공간의 활성화에 따라 아바타와 같이 사람을 신하는 리인(agent)의 사용이 활성화되었으나, 인공물이 사람

과 유사해질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언캐니밸리(uncanny valley) 상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 인

에 기반을 둔 아바타에서 느껴지는 언캐니밸리 상을 확인하고자 하 다. 연 인  일반인의 사진과 그 사진을 기반

으로 제작된 아바타에서  크기를 조 하여 비 형성 정도를 조작하 고, 이에 따른 언캐니밸리 상의 강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사진과 아바타 모두에서 연 인 얼굴에 한 언캐니밸리 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친숙한 얼굴

에 해서 더 강한 얼굴 표상이 형성되어 얼굴 변화에 해 더 쉽게 탐지한다는 기존의 발견들과 일치한다. 한편 사진 

자극에 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비 형성 정도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언캐니밸리 상이 발견되었으나, 아바타 

자극에 해서는 비 형성 정도에 따른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만화의 등장인물에서 얼굴의 특징이 과장되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향 때문에 아바타에서 허용할 수 있는 비 형성 정도가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최근 연 인 아바타를 사용한 가상공간의 서비스에서 언캐니밸리 상을 이기 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언캐니 밸리, 연 인, 얼굴,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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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11월 17일, 국내 최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신인 여성 그룹인‘에스

’가 데뷔했다. 이 여성 그룹의 특이한 은 네 명의 

실제 아티스트와 네 명의 가상 아바타로 구성되어 있

다는 이다. 아바타 멤버들은 실제 멤버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 의 사이버 가수인 ‘아담’부터 가상공

간에서 활동하는 가상 연 인의 시도는 그동안 있었지

만, 실제 아티스트의 아바타로 구성된 경우는 처음이

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은 “좋아하는 셀럽

의 아바타와 함께 사는 세상이 온다”라며 인공지능 비

서가 자신이 좋아하는 연 인의 얼굴을 한 아바타의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Ryu, 2020).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주된 사회 계

의 장이 오 라인에서 가상공간인 온라인으로 확장되

고 있다. 동시에 가상공간에서도 오 라인에서의 의사

소통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

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나를 신할 리인

(agent)을 만들고, 그 리인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실제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도록 얼굴을 만들어 주려는 시도

가 지속되었다. 를 들면, 채 을 통해 문자로 소통할 

때도 이모티콘을 활발히 사용하거나, 로필 사진을 통

해 스스로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노출해 왔다.

이와 같이 가상공간의 리인에게 얼굴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  상호작용에서 얼굴이 갖는 이익 때문이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 인 

의사소통의 방법은 언어  소통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요한 방법은 바로 얼굴을 통한 상호작용이다. 얼굴은 

사회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신원, 

나이, 성별, 정서, 매력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능 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사회  상호작

용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요한 의미

가 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면 상호작용은 다

른 매체를 통한 비 면 상호작용보다 사회  지지감을 

획득하기 쉬우며(Kim et al., 2010), 상호작용하는 상

에 한 사회  실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Park, 

2008).

따라서 에서 언 한 여성 그룹 에스 의 에서처

럼 실제 인물의 아바타를 사용하여 가상공간의 리인

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상

된다. 실제로 재 스마트폰에서는 사진을 바탕으로 가

상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애 의 ‘미모티콘’, 삼성의 ‘AR 이모티콘’, 스노우의 

‘ZEPETO’ 등의 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바타를 구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이 있

다. 언캐니밸리(unncany valley) 상으로 알려진, 3D 아

바타와 같이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인공물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경향성이다. 언캐니밸리 상이란 로

공학자인 Mori(1970)가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으로, 인

공물의 외 이 인간과 유사해질수록 호감도가 상승하

지만, 일정한 수  이상으로 유사해지면 오히려 호감도

가 격하게 하락하는 상이다. 아바타의 사용이 증

하고 있는 재의 상황에서 아바타의 언캐니밸리 상

에 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이론  배경

언캐니밸리 상은 최근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분야

의 발달로 큰 심을 받았다. 특히 2000년  반에 개

되었던 화 ‘폴라 익스 스’의 흥행 실패 원인으

로 언캐니밸리 상이 지목되었다. ‘폴라 익스 스’

는 3D 애니메이션으로 당시 최고 수 의 컴퓨터 그래

픽 기술을 이용하여 등장인물의 얼굴이 실제 사람의 

얼굴과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어 화제를 모았다. 하지

만, 화제성과는 달리 흥행에서는 좋은 성 을 얻지 못

했는데, 지나치게 인간과 유사하게 묘사되었던 등장인

물에 해서 객들은 신기함보다는 징그러움과 불쾌

감을 느 다. 특히 같은 연도에 개 되었지만 등장인물

을 만화 으로 묘사한 애니메이션인 ‘인크 더블’의 

흥행과 비교되며, 언캐니밸리 상이 화의 흥행에 미

친 것으로 단되었다(Horneman, 2004). 이후에도 ‘캣

츠’, ‘명탐정 피카추’ 등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에 존

재하지 않은 상상 속의 등장인물을 실재화시켰던 다수

의 화들도 언캐니밸리 상의 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런 맥락 아래에서 언캐니밸리 상은 많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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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일부

의 연구들은 언캐니밸리 상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찾

는 데에 을 두었다. 그 결과, 의인화된 인공물의 

표정(Tinwell et al., 2011; Tinwell et al., 2013), 피부의 

질감(Jang et al., 2016), 움직임(Chaminade & Hodgins, 

2006; Saygin et al., 2012), 목소리(Mitchell et al., 2011) 

등에서 부자연스러움이 존재할 때 언캐니밸리 상이 

유발된다고 보고하 다.

2.1. 언 니밸리 상의 발생 기제

동시에, 언캐니밸리 상의 발생 기제를 악하기 

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며(Brenton et al., 2005; Pollick, 

2010),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다. 그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두 개의 이론은 범주 불확실성

(Categorization Ambiguity) 가설과 지각  불일치

(Perceptual Mismatch) 가설이다.

범주 불확실성 가설에 따르면 제시된 자극이 사람의 

얼굴인지, 인공물의 얼굴인지 범주를 단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 부정 인 정서를 느

끼게 되어 언캐니밸리 상이 발생한다(Cheetham et 

al., 2013; Cheetham et al, 2011). 입력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부정 인 감정

이 발견된다. 를 들면, 술품에 한 선호도를 단

하는 과제에서도 단순하며 복잡성이 낮은 술품에 

해서 인식 속도가 빨랐고, 동시에 선호도도 높았다

(Kuchinke et al., 2009). 이와 같은 어려움은 제시된 자

극의 범주를 결정할 때에도 발생한다. 두 얼굴을 합성

한 얼굴을 제시한 후, 그 얼굴이 원본으로 사용된 두 얼

굴  어느 얼굴에 속한 얼굴인지를 단하게 했을 때, 

그 단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해당 얼굴에 한 매력도

는 낮게 평가되었다(Halberstadt & Winkielman, 2014). 

어떤 인공물이 처음에 인간의 형태를 띠게 되면 인공

물의 범주에서 인간과 유사한 형태가 친숙성을 불러 

일으켜 호감이 증가되지만, 인공물의 외 이 인간과 

무 유사해지면 인공물인지 아니면 인간인지에 한 범

주를 단할 때 어려움이 생겨 언캐니밸리 상이 발

생하게 된다. 그 이후 인공물이 인간과 더 흡사해져서 

완벽한 인간의 범주에 해당하게 되면 다시 선호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설명은 Mori(1970)가 최 로 

제안했던 언캐니밸리 상의 그래 에서 선호도가 

격하게 하강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골짜기’ 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주어진 자극의 범주  모호성이 언캐니밸리 

상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 이 제

기되었다. 범주  모호성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언

캐니밸리 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Mäkäräinen, 

Kätsyri & Takala(2014)의 연구에서는 과장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의 얼굴에 해서도 언캐니밸리 상이 

발견되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선 표정

을 짓고 있을 때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불쾌함을 보고

했다는 것이다. 이때의 얼굴은 실제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범주 단의 불확실성이 없는 자극이었지만, 얼

굴의 표정이 일반 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나오기 힘든 

표정이었기 때문에 언캐니밸리 상이 발생했다고 보

았다. Mitchell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형 인 사

람의 얼굴과 형 인 로 의 목소리가 함께 나올 때 

불쾌함을 느 다. 

따라서 언캐니밸리 상이 제시된 자극이 범주 인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형 인 

자극 안에서 존재하는 비 형 인 특징 때문에 발생한

다고 주장하 고, 이를 지각  불일치 가설이라고 한

다. 얼굴로 지각된 자극 안에 속 재질로 보이는 피부 

질감이나 로 의 것으로 보이는 과 같이 사람의 얼

굴에서 일반 으로 발견되지 않는 비 형 인 특징이 

지각되면, 지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 모순이 불쾌감

을 유발한다는 것이다(Chattopadhyay & MacDorman, 

2016; MacDorman & Chattopadhyay, 2016; Kätsyri et 

al., 2015). 

범주  모호성이 언캐니밸리 상의 필수 요인이 아

니라는 지각  불일치 가설의 주장은 다음 두 가지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냈다. 첫 째는 언캐니밸리 상

을 인공물에서만 발생되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았다

는 이며, 둘 째는 언캐니밸리 상에서 일명 ‘골짜기’

에 한 이 흐려졌다는 것이다.  

지각  불일치 가설에서는 자극 안에 있는 비 형

인 특징에 주목한다. 따라서 사람 얼굴에서도 비 형

인 특징이 존재할 때 언캐니밸리 상이 발생되는 것

으로 보았다. Seyama & Nagayama(2007)의 연구에서

는 사람 사진에서  크기를 조작하여 언캐니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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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측정하 다.  이외의 다른 부분에 해서는 일

체의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자극은 사람의 얼굴

이라는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의 크기가 사람이라기에는 비 형 으로 커졌을 

경우 강한 언캐니밸리 상이 발견되었다.

사람을 상으로 한 언캐니밸리 상 연구는 실용

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에는 형 인 모

습에서 크게 벗어난 특징을 갖는 사람의 얼굴이 존재하

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상황이 바 었다. 사진 편집  그래픽 기술이 간단해지

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원하는 로 보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게 보정한 사진이 온라인에서의 리

인으로 흔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과하게 보정된 사진은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  기괴함과 불쾌함을 유발

한다. 따라서 언캐니밸리 상이 사람이 아닌 인공물에

서만 발생하는 제한  상이 아니라, 사진이던 아바타

이던 가상공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미지에도 

용될 수 있는 일반 인 상으로 폭넓게 확 되었다. 

기의 언캐니밸리 상은 로  공학 분야에서 제기

된 개념이었고, 한 범주  모호성이 언캐니밸리 상

에 필수 인 요인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범주  모호

성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호감도가 격히 하락하는 일

명 ‘골짜기’의 발생에 을 두었고, 다수의 연구들은 

이 골짜기의 구간을 확인하려는데 을 두었다. 하지

만, 범주  모호성이 없는 자극에 포함된 특정 요인의 

비 형성을 언캐리밸리 상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

는 최근 연구들은 골짜기 자체보다는 비 형성 정도와 

언캐니밸리 상의 강도의 계에 더 을 두고 있

다. 에서 언 한 Seyama & Nagayama(2007)의 연구

에서는 Fig. 1과 같이  크기의 비 형성이 증가할수

록 언캐니밸리 상의 강도도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사

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비 형성에 따른 언캐니밸리 

상을 다루는 연구들은 골짜기가 없는 언캐니밸리 

상을 보여주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 이에 언캐니밸리 

상이라는 용어보다 단순하게 기괴함, 불쾌함의 용어

를 쓰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지만, 언캐니밸리 상이라

는 용어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언캐니밸리 상이라고 명명하

다.

2.2. 언캐니밸리와 친숙성

얼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요인의 비 형성이 언캐

니밸리 상을 야기시킨다는 은 언캐니밸리 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얼굴에 한 내  표상과 

련되어있다는 을 시사한다. 비 형성임을 단하는 

기 은 그 범주의 형 인 내  표상에서 많이 벗어

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를 들어,  크기를 조작한 

Seyama & Nagayama(2007)의 연구를 보면, 사람 얼굴 

범주의 형 인 내  표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수 의 

비 형 인  크기를 가졌을 때 불쾌하고 기괴하게 

느껴졌다고 할 수 있다.

내  표상이 언캐니밸리 상과 깊은 련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

았다. 기존의 지각  불일치 가설을 지지하는 다수의 

연구는 주로 얼굴의 비 형성을 물리 으로 조작하는 

것( . 표정의 과장, Mäkäräinen et al., 2014; 피부 질감

의 변경, 의 크기 확 , MacDorman et al., 2009)에 

을 맞춰 수행되었다. 하지만 Burton et al.(1999)는 

개인이 특정 인물에 해 가지고 있는 얼굴 표상의 강도

에 따라 변화 탐지 과제에 한 민감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고, 이는 표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으며, 표상에 따라 지각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이 가진 내  표상 그 자

체에 향을  수 있는 심리  요인의 효과도 언캐니밸

리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친숙도는 개인의 얼굴 표상 강도에 향을 주는 

표 인 요인  하나이다. 특정 얼굴이 반복 으로 노

출될수록 해당 얼굴의 강력한 표상이 형성된다(Burton 

Fig. 1. A graph of the Uncanny Valley Effect as a function of 

the degree of atypicality. Based on the perceptual mismatch 

hypothesis, which has been widely accepted recently, this 

gragh shows that the intensity of the Uncanny Valley Effect

depends on the degree of atyp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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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5). 강한 표상을 가진 친숙한 얼굴은 친숙하

지 않은 얼굴과 비교하여 시 , 맥락, 정서가 변화할 

때에도 얼굴 식별에 은 방해를 받으며(Kaufmann & 

Schweinberger, 2004), 반 로 얼굴 자체의 변화 탐지 

과제에서는 이 을 가진다(Burton et al., 1999). 

높은 친숙도를 통해 형성된 강력한 얼굴 표상이 변

화 탐지의 민감도를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강

한 얼굴 표상이 비 형성의 탐지에도 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친숙한 얼굴의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얼굴

의 외부 특징( . 귀, 머리카락)에 비해 내부 특징( . 

, 코, 입)을 더 신속하고 효율 으로 처리하는 내부 

특징 이 (internal feature advantage, IFA)이 존재한다

(Bonner & Burton, 2004). Osborne & Stevenage(2008)

는 친숙도와 얼굴의 방향, 세부특징을 조작하여 얼굴-

얼굴 응 과제를 수행한 결과, 친숙한 얼굴에서 내부 

특징의 변경을 더 효율 으로 단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로 미루어볼 때 친숙도가 높은 얼굴에서 IFA에 

의해 얼굴의 비 형  변화가 민감하게 탐지된다면, 언

캐니밸리 상의 발생에도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연 인의 얼굴은 친숙성이 높은 표 인 자극이다. 

그 다면 연 인의 아바타를 사용하는 략은 의도 로 

정 인 효과를  수 있을까? 일반인에 비해서 친숙도

가 높은 연 인을 바탕으로 한 아바타가 더 강한 언캐니

밸리 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연 인 얼굴을 기반으로 한 아바타의 언캐니밸리 

상을 확인해 보고자 하 다. 연 인과 일반인의 얼굴 

혹은 이 얼굴을 기반으로 제작한 아바타에서 비 형성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언캐니밸리 상의 강도를 측정

하 다. 비 형성 정도는  크기를 변화시켜 조작하

다. 동일한 비 형성 정도에서 연 인과 일반인은 다른 

수 의 언캐니밸리 상을 보일 것이라고 상하 다.

3. 연구방법  차

3.1. 참가자

실험에는 한림 학교에 재학 인 20  학생 19명

(남성 10명, 여성 9명)이 참가하 다. 참가자들의 시력 

혹은 교정시력은 모두 정상이었고 색 지각에도 이상이 

없었다. 참가자는 실험의 목 에 해 알지 못하 다. 

본 연구는 한림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

으며 참가자들은 승인된 동의서에 서명하 다. 모든 참

가자들은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 소정의  보상을 

제공받았다. 

3.2. 장치

실험은 빛이 차단된 암실에서 진행되었으며, GeForce 

GTX 770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Intel (R) Core (TM) 

i7-4790 3.60GHz의 CPU를 탑재한 조립 PC를 이용하

다. 실험의 반 인 진행은 Matlab R2015a (The 

Mathworks, Natick, MA)를 기반으로 한 Psychophysics 

Toolbox (Brainard, 1997; Pelli, 1997)를 통해 이루어졌

다. 모든 자극들은 1920 × 1080 픽셀의 해상도의 24인

치 LED 모니터(BenQ XL2420Z)로 제시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모니터로부터 약 56cm의 거리를 두고 앉

아서 턱이 고정된 상태로 과제를 수행하 다. 

3.3. 자극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실제 

사람의 얼굴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사람들 기반

으로 제작한 아바타 사진이었다. 얼굴 자극은 작권 

무료 사이트에서 수집되었다. 일반인 조건을 해 

20~30 의 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총 20명의 정면 

사진을 사용하 다. 연 인의 얼굴 사진은 배우, 가수

를 포함하여 인지도가 높은 연 인 남성 10명, 여성 10

명으로 총 20명의 정면 사진을 사용하 다. 사진 선정 

과정에서 앞머리나 도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사진은 

제외하 다. 모든 사진은 포토샵을 통해 배경색을 흰색

으로 통일하 다. 

아바타 자극은 선정된 40명의 연 인  일반인 얼

굴 자극을 3D 아바타 제작 모바일 어 리 이션인 

ZEPETO(SNOW, 성남)를 통해 변환하여 제작하 다. 

아바타 자극 역시 배경은 흰색으로 통일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얼굴  아바타 자극에서 의 크기

를 연속 으로 확 하여 비 형성의 정도를 조작하

다. 이는 Seyama & Nagayama(2007)의 연구 등 비 형

성 정도와 언캐니밸리 강도를 다룬 연구에서 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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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만화 캐릭터와 일반 사람에서

의 언캐니밸리 상을 다룬 Chen et al.(2010)의 실험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작하 다. 일반 으로 만화 캐

릭터와 아바타 등의 자극은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 

코, 입의 세부 특징이 실제와 다르게 표 되는데, 특히 

의 경우에는 인간에게서는 가능하지 않는 수 의 크

기를 갖도록 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기 다른 

범주에 있는  크기를 비 형 인 것으로 간주하 다. 

즉, 얼굴 자극이 경우,  크기를 아바타의  크기와 

동일하게 될 때까지 진 으로 확 하 다. 를 들어, 

원본 사진이 김연아이면, 김연아를 기반으로 3D 아바타

를 우선 제작하 다. 이때, 원본인 사람 자극의  크기

는 비 형성 정도가 0%이고, 아바타 자극의  크기는 

비 형성 정도가 100%가 된다. 김연아의 얼굴 자극에

서  크기를 0%에서 100%까지 5% 단 로 증가시켰다

(Fig. 3). 따라서 한 종류의 사진은 21단계(비 형성 0%

부터 5%씩 증가하여 비 형성 100%까지)의 비 형성 

정도를 가졌다. 아바타 자극의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차이지만, 반 로 을 얼굴 자극의  크기까지 축소

하여 제작하 다.

비 연구를 통해 바닥 효과  천정 효과가 발생하

지 않는 비 형성의 정도를 총 아홉 단계(비 형성의 

정도 30%, 35%, 40%, 45%, 50%, 55%, 60%, 65%, 

70%)로 선정하 다. 제작한 21단계 비 형성 강도의 

모든 자극을 상으로 학  학원에 재학 인 네 

명의 참가자에게 불쾌함 정도를 평정하게 하 다. 그 

외의 장치, 자극  차는 본 실험과 동일했다. 평정 

결과 비 형성 정도가 30%보다 낮거나 70%보다 높은 

경우 평정값이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바닥  천정 효

과의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를 제외

한 아홉 단계의 비 형성 자극만을 사용하 다. 

최종 으로 사용된 자극은 사람 얼굴 자극(20명의 

연 인과 20명의 일반인, 각 9수  비 형성) 360장과 

아바타 자극 360장, 총 720장으로 구성되었다. 자극의 

시는 Fig. 2에 제시하 다. 각 얼굴 자극의 노출 범

는 Fig. 2와 같이 머리와 얼굴로 제한되었으며, 각 얼굴 

자극의 얼굴 크기는 모두 동일하게 편집하 다. 모든 

자극은 포토샵 CS6 (adobe creative suite 6 master 

collection)을 통해 확   축소하 고, 최종 으로 

Abrosoft FantaMorph 5를 사용하여  크기를 비율 별

로 조작하여 연속 인 자극으로 제작하 다. 

3.4. 차

참가자들은 모니터 상에 제시된 사람  아바타 자

극사진을 보고 언캐니밸리 상의 강도를 보고하는 과

제를 수행하 다. 언캐니밸리 상의 측정의 해 제시

된 자극의 인간다움과 기괴함 정도를 보고하도록 하

다. 언캐니밸리 상의 측정을 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 다. Ho & McDorman(2010)은 

언캐니밸리 상을 측정하는 Godspeed 척도를 개발하

다. 하지만 인간다움, 기괴함, 매력의 세 요인으로 구

Fig. 2. Examples of a stimulus. according to the degree of atypicality, the eyes gradually enlarged or contracted. although nine

steps of atypicality were employed in the experiment, only three kinds of stimulus were show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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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는 Godspeed 척도는 로  자극을 사용하기 

해 개발되었으며, 따라서 움직임에 한 문항이 포함

되는 등, 사진 자극을 사용하는 연구들에 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 부분의 연구들은 크게 인간다움

과 친근함의 두 축으로 언캐니밸리 상을 측정하 다

(Jang et al., 2016). 그런데 친근함은 본 연구의 연 인

과 일반인을 구분하는 주요 독립 변인으로 종속 변인

에 포함되기는 하지 않았다.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

된 섬뜩함의 경우, 친근함의 반  감성(Jang et al., 

2016)으로 역시 본 연구에 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다움과 함께 Godspeed 척도에 포함되

어 있는 기괴함을 사용하 다. 언캐니밸리 상의 강도

는 인간다움과 기괴함의 평균 수로 정의하 다. 

시행이 시작되면 화면의 정 앙에 시각도(visual 

angle) 상 14˚ × 15.4˚에 해당하는 크기의 자극 사진이 

제시되었다. 주어진 자극을 보고 참가자들은 첫 번째로 

인간다움을 5  척도(1: 매우 인간 이다, 3: 보통이다, 

5:  인간 이지 않다.)로 평정하고, 두 번째로 기괴

함을 역시 5  척도(1: 매우 기괴하다, 3: 보통이다, 5: 

 기괴하지 않다.)로 평정하 다. 평정은 사진 아래

에 제시된 다섯 개의 숫자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이루어지도록 하 다. 기괴함을 평정하는 문항은 참가

자의 무성의 응답을 방지하기 한 역채  문항이었다. 

실험의 모든 시행의 제시 순서는 구획 내 무선화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참가자가 모든 조건의 자극에 노출

되는 참가자 내 설계이다. 180시행씩 네 구획으로 총 

720시행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매 시행을 시작하

기 에 스페이스바를 름으로서 원하는 때에 시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 원

하는 만큼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스스로 실험의 진행 

속도를 조 할 수 있었다. 한 한 구획이 종료될 때마

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다.

4. 연구 결과

본 실험에서는 연 인과 일반인의  크기를 변화시

켜 조작된 비 형성에 따라 언캐니밸리 상의 강도가 

변화되는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 다. 종속 측정치인 언

캐니밸리 상의 정도는 참가자로부터 평정 받은 인간

다움과 기괴함의 수를 평균 낸 값으로 정의하 다. 

각 조건에 따른 종속 측정치에 한 결과 그래 는  

Fig. 3a와 3b에 제시되었다.

통계  검증을 해 반복측정 삼원 분산분석을 수행

하 다[자극범주(아바타, 사람), 유명도(연 인, 일반

인), 비 형성 정도(30-70%)]. 자극범주의 주효과는 발

견되지 않았다, F(1, 18) = 1.745, p = .203, partial  

= .088. 반면, 유명도의 주효과는 유의하 다, F(1, 18) 

= 65.119, p < .001, partial  = .783. 연 인에서의 언캐

니밸리 상이 더 강하게 지각되었다. 비 형성 정도의 

주효과도 유의하 다, F(8, 144) = 108.453, p < .001, 

partial  =  .858. 사후검증 결과, 모든 비 형성 정도

에서 인 한 비 형성 정도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모두 p < .001), 비 형성 정도가 증가할수록 언캐니밸

리 상도 강해진다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 다. 모든 이원 상호작용도 유의하 다, 자극범주와 

유명도: F(1, 18) = 53.154, p < .001, partial  = .747, 

자극범주와 비 형성 정도: F(8, 144) = 91.107, p < 

.001, partial  =  .835, 유명도와 비 형성 정도: F(8, 

144) = 10.842, p < .001, partial  =  .376. 세 변인 

Fig. 3. Results of the experiment. (a) Results for Avatar condition. (b) Results for Real face condition. (The error bar is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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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삼원 상호작용도 유의하 다, F(8, 144) = 7.640, 

p < .001, partial  =  .298.

세 변인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 으므로 각 

자극범주(아바타, 사람)별로 유명도와 비 형성 정도

를 독립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이원 분산분석을 시행하

다. 자극이 아바타 을 때, 유명도의 주효과는 유의

하 다, F(1, 18) = 8.304, p = .010, partial  = .316. 

연 인을 기반으로 한 아바타에 한 언캐니밸리 상

이 일반인을 기반으로 한 아바타 자극에서보다 더 강

하게 지각되었다. 비 형성 정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8, 144) = 1.273, p = .262, partial  = .066, 

두 변인 간의 이원 상호작용도 유의하지 않았다, F(8, 

144) = 1.165, p = .324, partial  = .061.

자극이 사람이었을 때, 유명도의 주효과는 유의하

다, F(1, 18) = 60.658, p < .001, partial  = .771. 아바타 

자극 조건과 마찬가지로 연 인의 사진에서 더 강한 

언캐니밸리 상이 지각되었다. 비 형성 정도의 주효

과도 유의하 다, F(8, 144) = 119.076, p < .001, partial 


 = .869. 비 형성 정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한 언캐니

밸리 상이 발견되었다. 두 변인 간의 이원 상호작용

도 유의하 다, F(8, 144) = 11.796, p < .001, partial 


 = .396.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하기 해 단순 주효

과 분석을 사용하여 비 형성의 정도에 따라 유명도간

의 차이를 분석하 다. 모든 비 형성의 정도에서 연

인과 일반인 간의 언캐니밸리 상의 차이는 유의미하

으며, 30%(p = .016), 35%(p = .006), 40%~70%(p 

< .001), 상 으로 비 형성 정도가 높아질수록 유명

도에 따른 차이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Table 1).

5. 논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 인의 얼굴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

공간의 리인을 생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언캐니밸

리 상을 확인하 다. 실제 얼굴 자극을 사용했을 때

와 아바타 자극을 사용했을 때 상이한 패턴의 언캐니

밸리가 발견되었다. 아바타 자극을 사용했을 때에는 유

명도(연 인 vs. 일반인)에 따른 효과만 발견되었지만, 

실제 얼굴 자극을 사용한 조건에서는 유명도에 따른 

효과 뿐 아니라 비 형성 정도에 따른 효과도 발견되

었으며, 이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도 찰되었다. 

흥미롭게도 실제 얼굴 자극을 사용했을 때와 아바타 

자극을 사용했을 때 모두 연 인 얼굴에서 더 높은 수

의 언캐니밸리 상이 보고되었다. 연 인 얼굴에게

서 발견되는 높은 언캐니밸리 상은 친숙함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사람의 얼굴은 다양한 조건에서 반복

으로 노출되면 강력한 표상을 형성한다(Burton et al., 

2005). 따라서 방송 매체에 출연했던 연 인의 경우 일

반인에 비해 더 강력한 표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

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친숙함에 의해 강력해진 표

상은 얼굴 내부의 변화탐지를 민감하게 하므로(Brooks 

& Kemp, 2007; O’Donnell & Bruce, 2001), 연 인 얼굴

에서의 비 형 인 변화가 민감하게 탐지되고, 그 결과 

더 강한 언캐니밸리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친숙함에서 기인한 표상의 강도 차이보다는 연 인

과 일반인의 얼굴 표상 자체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

어서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Carbon(2008)은 연 인

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

되는데, 단순히 친숙함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 다. 

Carbon은 연 인과 개인 으로 친숙한 사람을 비교하

다. 연 인의 얼굴 재인 속도는 개인 으로 친숙한 

사람에 비해 훨씬 빨랐다. 하지만 얼굴의 특징들을 변

형하고 다시 재인 과제를 수행하자, 개인 으로 친숙한 

사람은 반응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 인의 얼굴

에서는 반응 시간이 하게 늘어났다. Carbon은 본 

결과를 연 인과 개인 으로 친숙한 사람은 그 표상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제안하 다. 개인 으로 친

Atypi-cality

M(SD)

t p  d
Celebrity

Ordinary 

People

30% 1.82(.67) 1.65(.60) 2.65 .016 .259

35% 2.15(.70) 1.88(.63) 3.11 .006 .405

40% 2.52(.70) 2.05(.69) 5.78 <.001 .676

45% 2.83(.67) 2.36(.66) 5.47 <.001 .711

50% 3.12(.69) 2.51(.58) 8.70 <.001 .963

55% 3.43(.74) 2.84(.65) 6.16 <.001 .842

60% 3.70(.63) 3.09(.58) 7.45 <.001 .999

65% 3.91(.62) 3.23(.63) 9.61 <.001 1.08

70% 4.11(.65) 3.64(.61) 8.92 <.001 .739

Table 1. Differences in Uncanny Valley according to familiarity

at each degree of atypicality in Real fac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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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사람의 표상은 평균 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시각 

환경이나 얼굴에서 변화가 발생해도 재인의 크게 수행

은 하되지 않는다. 반면, 연 인의 표상은 평소 연

인의 상징 인 혹은 표 인 모습이 표상으로 형성되

기 때문에 마치 사진과 같이 매우 고정 인 속성을 갖

는다. 때문에 연 인의 외 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연

인에 한 재인의 수행이 격하게 하되었다고 주

장하 다. 이를 지지하는  다른 연구에서는 같은 연

인이라도 상징 인 특징이 있는 연 인의 얼굴( : 

마릴린 먼로의 발과 )은 상징 인 특징이 없는 연

인보다 더 빠르게 재인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하 다. 

이는 상징 인 특징이 있는 연 인의 얼굴은 일반 인 

얼굴과는 다르게 처리되고 재인 속도가 빨라진다는 

Carbon의 주장과 일치하며, 연 인은 개인 으로 친숙

한 사람과 표상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

침한다(Ritchie et al., 2018). 

반면, 얼굴 표상에 있어서의 차이보다는 연 인의 

얼굴과 련된 하향 인 정보로 인해 언캐니밸리 상

이 증가했을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연 인은 스

포츠 선수, 가수, 배우, 모델 등 다양한 방송 매체에서 

노출되어온 사람이었다. 따라서 연 인에 한 호감도

나, 기 감과 같은 하향 인 요인이 혼입 변인으로 작

용하여 연 인의 얼굴에서만 언캐니밸리 상이 더 강

하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하향  요인의 효과를 약

화시키기 해서 참가자들에게 연 인 얼굴 자극이 사

용되었다는 언 을 하지 않았으며, 사용된 자극이 연

인임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되는 자극을 보고 연 인

을 떠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향  

요인의 효과를 완 히 없앴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에 진행할 연구에서는 기 감이나 호감도를 측정

한 후 공변량으로 하여, 하향  요인들의 향을 제거

한 후 친숙도가 언캐니밸리 상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연 인의 효과는 실제 얼굴 자극과 아바타 자극 모

두에서 발견되었으나, 비 형성 정도에 따른 차이는 실

제 얼굴 자극에서만 발생하 다. 아바타 자극에서 비

형성 정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실제 얼굴 자

극에 비해서 아바타 자극에서 허용될 수 있는 비 형

성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바타  만화

의 주인공들의 경우, , 코, 입 등의 얼굴 세부 특징이 

실제보다 더 과장되어 표 되는데, 의 경우 극단 으

로 커지는 경우와 함께, 극단 으로 작아지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일상 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마일 그림에서 

은 순정 만화 주인공의 수 까지 매우 크게 표 되

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로 표 되기도 한다. 따라

서, 아바타 자극에서  크기를 사람의 수 까지 작게 

한다고 해도 지각되는 비 형성의 심각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동일한 비 형성 정도에서 친숙한 연

인의 언캐니밸리 상 강도가 더 강했다. 이는 최근 인

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자신의 얼굴에 필터를 용

하여 보정하는 경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자신

의 얼굴에서 과 같은 특정 부 를 비 형 으로 크

게 했을 때 보는 사람들은 불쾌감을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신의 얼굴을 보고 지각하는 과정에서 어

느 정도의 왜곡이 이루어지는 을 고려하면 이런 경

향을 더 강해질 수 있다. 자신의 얼굴 표상은 실제 자신

의 얼굴과 조 은 다른데, 특히 자신의 을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고(Mora et al., 2018), 이런 경향은 자존

감이 강한 사람에게는 더 강해진다(Felisberti & Musholt, 

2014). 따라서 자신의 시각에서는 비 형성이 높지 않

아도 타인의 시각에서는 비 형성이 더 높게 지각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얼굴의 세부 특징  의 크기만을 

확 하여 비 형성의 정도를 조작하 다. 은 얼굴의 

지각에 있어서 다른 세부특징에 비해 독특하다. 를 

들어, 시선은 타인의 주의를 끄는 단서(Cue)가 될 수도 

있고(Emery, 2000), 시선을 통한 사회  상호작용을 이

끌기도 한다(Cary, 1978). 한 타인의 정체성을 단

할 때 과 코를 더 오래 응시한다(Luria & Strauss, 

2013). Cheetham et al.(2013)은 사람과 아바타의 합성 

자극을 각 범주로 분류하는 작업에서 코와 입에 비해 

을 오래 응시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수의 연구에서는 의 크기를 조

하여 언캐니밸리 상을 연구하 으며( , Seyama & 

Nagayama, 2007), 본 연구도 이를 따랐다. 하지만,  

크기만을 조작하는 것이 몇 가지의 한계 을 갖게 된

다. 우선 에 한 처리가 다른 얼굴 부 와 달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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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이외의 다른 

세부특징의 변화에까지 용시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한  크기의 조작이  크기 자체의 비 형성 

만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체 얼굴에서 , 코, 입의 

배열 정보를 비 형 으로 만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

라서, 배열 정보와 같은 다른 속성을 이용하여 얼굴의 

비 형성을 조작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두된다.  

한, 연구의 결과가 연 인과 일반인의 생김새 그 

자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으로 방송 매체에 출연하는 연 인은 상 으

로 일반인에 비해 은 크고 얼굴은 작다. 따라서, 동일

한 비 형성 정도로 의 크기를 확 했을 때 유명인

의 경우에 더 높은 비 형성을 가진 것처럼 지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실험에 사용

된 유명인과 일반인 간의  크기가 유의할 정도의 차

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 다. 자극을 제작하는 과정에

서 유명인과 일반인 자극의 얼굴 크기는 모두 동일하

게 맞춰주었기 때문에 의 픽셀 수만 측정해도 비교

가 가능하 다. 포토샵 CS6을 사용하여 의 픽셀 수

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연 인과 일반인의  크기

의 평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t(38) 

= 1.224, p = .228.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가 연

인과 일반인 간의  크기 차이가 반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유명도와 비 형성 정도를 독립변인

으로 사용하 다. 유명도는 친숙성을 조작하기 해 사

용한 변인이었는데, 연 인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미

디어 노출이 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더 친숙하다는 

가정 하에 선택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연

인 조건에서 사용되었던 연 인들이 일반인들에 비

해서 더 친숙한 자극이었는지에 해서는 측정하지 않

았다. 상권 문제로 연 인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것

이 어렵기도 했고, 한 친숙성의 경우에는 암묵 으로

도 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친숙성을 측정하

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단하 다. 

비 형성 정도는 언캐니밸리 상에 향을 주는 요

인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Seyama & Nagayama, 

2007) 독립변인으로 선정하 다. 하지만 비 형성 정

도 역시 친숙성과 련이 되어 있는 변인이다. 비 형

성이 높다는 것은 친숙성이 낮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

일 수 있다. 하지만 유명도와 련된 친숙성이 각 개별 

얼굴의 표상과 련된 변인인 반면, 비 형성과 련된 

친숙성은 범주  표상과 련되어 있는 변인이다. 비

형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으로 가지고 있는 얼굴

이라는 범주의 표상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도와 비 형성 모두 친숙성과 

련이 되어 있는 변인이지만 각각 개별 사례의 표상과 

범주의 표상과 련되어 있는 다른 수 의 친숙성이라

고 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리인을 생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인 효과인 언캐니밸리 상에 한 연

구는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오늘날 매우 

시의 하다고 할 수 있다. 가상공간의 리인을 제공

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연 인

을 기반으로 한 리인의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상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연 인을 기반으로 한 아

바타들이 더 강한 언캐니밸리 상을 유발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연 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가상 인물 모델들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도 친숙성

이 없는 새로운 얼굴에 해서 비교  낮은 수 의 언

캐니밸리가 발견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무 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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