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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Web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Web VR 콘텐츠가 사용자

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해 고려되어야 할 디자

인 요소를 알아보고 이를 부산의 'Nurimaru APCE 

House' Web VR 콘텐츠 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서술

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plore the design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Web VR Contents can 

present a variety of experience to users in Web 

paradigm Changing, and describe through prototype of 

Busan Nurimaru APCE House's Web VR Contents.

▶▶ 그림 1. 웹 패러다임의 변화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재 우리는 Web 2.0 시 에 살고 있다. 웹 1.0에서는 기계

와 사람이 소통하는 반면에 웹 2.0에서는 기계와 기계,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 심, 참여와 공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 시맨틱 웹과 함께 Web의 새로운 

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어 리 이션을 통해 

새로운 웹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Web 정보 달 형태의 

발 에서도  Text, Hyperlink> image> Flash> Interactive 

Flash 순으로 발 해왔으며, 향후 정보 달의 형태를 유추해

보면 Web2.0 특징 의 하나인  Rich User Experiences(사

용자에게 풍부한 사용자경험을 제공)콘텐츠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로 등장하며 여기에 가상 실 기술과의 목을 

통해 보다 직 인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재 Web 상에서 가상 실은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

다.

'가상모델하우스', 제품의'쇼룸', ' 시장' 등 여러 다양한 

콘텐츠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르노에서는 자동차의 색상과, 옵션 등을 바꿔가며 소비자

가 원하는 자동차의 색상 옵션을 용시켜 제품의 정보를 제

공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사용의 는 늘어갈 것이다.

하지만 재의 가상 실 콘텐츠는 사용자r에게 풍부한 경험

을 제공하기 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기반의 가상 실

을 사용하여 노라마식 구 과 가장 기본 인 정보 - 로 기

업 제품 홍보에서 단순한 제품 색상 옵션의 변경- 를 기반으

로 한 서비스에 국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eb 2.0 기반기술과 가상 실 기술과의 

목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Rich User Experiences Design 용 방법에 한 기  연구

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부산에 치한 `Nurimaru APEC 

House  ̀ 의 홍보용 Web VR 콘텐츠를 제작하기 한 로토

타입 개발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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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변화된 Web 패러다임 환경에 하여 

알아본다. Web 1.0 에서 Web 2.0으로의 변화가 만들어낸 핵

심 인 사항들을 살펴본다. 둘째 User Experiences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디자인 요소 그리고 방법

에 하여 조사하고 셋째 Rich User Experiences design 요

소를 목한 `Nurimaru APEC House  ̀ 의 홍보용 Web VR 

콘텐츠의 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Web 패러다임의 변화
1.1 Web 환경의 진화
1) Web의 발

90년  말 불어 닥친 닷컴 열풍에 이어 2001년 닷컴 버블붕

괴로 인해 수많은 회사들이 사라져갔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서도 살아남은 회사들은 공통 을 갖고 있었다. 이에 O'Reilly

사와 미디어라이  인터내셔 (Media-Live International) 

컴퍼런스의 인스토  세션에서 이들이 가진 차별화된 서

비스의 형태를 'Web 2.0' 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사용하

게 되었다. 이후 '구 ', '아마존', ' 키피디아', '블로깅' 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웹 비즈니스에 한 심이 부상 할 수 

있었다. 

'웹.2.0'은 웹 1.0의 단방향 커뮤니 이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참여','공유'를 기본 모토로, 새로운 사이버 세상을 열

어가고 있다.[1] Web1.0과 2.0은 [표 1]과 같은 차이 을 가진

다.

[표 1] 웹 1.0과 2.0의 차이점
구분 웹 1.0 웹 2.0

특징

표  단어는 포털

포털 에 있는 서비스는 사

용자가 원하는 로 조정이 

불가능

랫폼으로서의 웹

랫폼 의 서비스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로 조정할 수 있음

기술 심
사람이 심

참여와 공유의 신문화

기술 HTML,ActiveX등 Ajax,XML,RSS,Atom,Wiki,Tagging등

OS종속성
ActiveX를 사용하여 OS 라

우  종속성이 있음

OS, 라우 에 상 없이 기능 구

 가능

표

라우

웹 라우 를 통해 서버에 

화 요청, 단순한 뷰어역활

.Fire Fox,수백개 확장기능이 모두 

일반 사용자들에 의해 수정, 보안

2) Web 2.0 의 특징

웹 2.0컨퍼런스에서 오라일과 존배틀러는 성공한 닷컴 기

업의 7가치 원칙을 통해 웹 2.0의 특징을 정리한다.[2] 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1) 사용자가 자발 으로 참여하고 생산한 것을 메타데이터

와 사람, 계데이터(데이터와 데이터)로 새롭게 구축하

고 리할 수 있는 랫폼으로서의 웹. 

(2) 사용자들이 콘텐츠의 제공자이자 활용자가 되기 때문에 

집단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집단 지성을 활용

한다.

(3) 특정 비즈니스 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속시키는 

것은 그 기업이 재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

을 어떻게 리해 나갈 것이냐에 의해서 결정되며, 데이

터가 차별화의 열쇠다.

(4) 웹 2.0에서는 사용자를 신뢰하여 공동개발자로 간주하고 

참여를 통해 지속 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

기 때문에 소 트웨어 배포주기가 없다.

(5) 웹서비스 기술을 용할 때에도 복잡한 웹서비스 표  

스팩에 기반하기 보다는 단순화시킨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방식을 보다 선호

하고, 가볍고 단순하게 로그래  한다.

(6) 웹은 PC를 넘어서 다양한 애 리 이션을 해 설계되

고 휴  단말, PC, 인터넷 서버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능한다.

(7) 다양한 애 리 이션 혹은 서비스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달되어, 사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서 이러한 Web 2.0의 특징은 [표 2] 와 같다.

[표 2] Web 2.0의 특징
개방성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수정

하여 활용

 방 으로 연결성
정보와 정보간의 연결성  사람과 사람간의 사

회  연결성이 자연스럽게 강화

참여지향성  상호작용성
이용자 집단의 능동 인 참여와 공유를 통해 새

로운 가치를 창출

III. Rich User Experiences
  (사용자들에게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
가상 실 콘텐츠가 Web 2.0의 특징인 사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해서는 우선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과 경험

디자인에 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사람의 기억장치와 

경험에 한 연 성 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1 인간의 정보처리
인지심리학의 연구 상인 인지란 지식 는 앎의 과정  

그 체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감각기 을 통해 세상의 사물과 

사건들에 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필요한 정보들을 기억 속에 

장 한다. 이 게 장된 정보는 필요할 때 끄집어내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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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게 된다. 이러한 인지과정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정보처

리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컴퓨터가 정보

를 장하듯 인간도 정보를 장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기억 

장치는 [그림2]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

지고 있다. 첫째 감각기억, 둘째 단기기억, 셋째 장기기억 으로 

나 워져 있다.[3]

▶▶ 그림 2. 인간의 기억장치[4]

(1) 감각기억

감각기 으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단기기억으로 송하기 

, 약500 리/  정도의 짧은 순간만 보존하는 버퍼기능을 한

다. 여기에서는 외부의 정보 그 로가 아날로그 으로 보존되

며 보존 용량이 매우 크다. 그러나 다음 입력되는 정보의 간격

에 따라 정보간의 융합이나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2) 단기기억

단기기억은 문자 그 로 약 20  정도의 단기기간 동안 정

보를 보존해 두는 곳이며, 여기에는 2가지의 역할이 있다. 하

나는 감각기억으로 부터 보내온 입력 정보나 단기기억에서 처

리한 결과를 장기기억으로 송하는 역할이다. 

(3) 장기기억 

장기기억은 단기기억에서 주의를 통해 부호화된 기억이 

송되며, 경험이나 단기기억의 부호, 힌트를 통해 회상이나 재

인을 하게 된다. 이것을 인출이라고 한다.

경험의 사  정의는, '인간이 감각이나 내성을 통해서 얻

는 것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이라 정의 한다. 일반 으로 

철학분야에서 논의하는 경험의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어떤 

자극에 한 반응이 감각기 에 의해 수용되고 사고과정을 거

쳐 유발되는 것'을 경험이라 할 수 있다. 

1.2 Rich User Experiences 디자인의 범위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디자인( Rich User 

Experiences Design)이 되기 해서는 먼  고려되어야 할 

경험디자인의 정보화 요인인 환경  경험, 매체  경험, 감성

 경험의 세 분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리마루 APEC하우

스' VR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해서

는 이러한 요소들이 효과 으로 분석되어지고, 이후 콘텐츠에 

유효 하게 용되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다. [5]

1) 환경  경험

외부환경에 의한 감각 , 시각  자극으로 만들어지는 즐거

운 경험을 환경  경험이라고 한다.

2) 매체  경험

두 가지 이상의 미디어를 사용, 매체  동기화를 이용하여 

일상  경험을 주의시키고 이것을 장기기억에 장하여 하나

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3) 감성  경험

체로 상상을 통한 경험은 매체나 환경을 통한 직 인 

경험보다 선명도는 낮다. 그러나 임의 변경 즉, 통제 정도는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기억 정보도 지각과 련된 회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환경  경험과 매체 경험이 복합

되었을 때 감성  경험은 배가 된다.

1.3 User Experiences의 유도 요소
사용자 경험은 시각  자극에 의한 경험, 언어  자극에 의

한 경험, 심리  자극에 의한 경험 요소로 유도되어 진다.

1) 시각  자극에 의한 경험

시각  자극은 지각된 후 감각과정을 거쳐 짧은 시간 내에 

내  경험을 유발하는 가장 직  요소가 된다. 문자에 의한 

정보 달보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시각요소에 의한 정보

달이 기억의 회상에 용이하다.

2) 언어의 자극에 의한 경험

추상  언어 표 과는 달리 구체  언어 표 은 연상 효과

에 의한 경험유발에 더 효과 이다. 구체 인 언어 메시지의 

제시를 통해 사용자가 보다 명확히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폭넓고 정교한 경험의 유발을 행할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3) 심리  자극에 의한 경험

많은 연구들은 상상 지시가 학습과 기억을 증진 시키는 과

정에서 경험을 유발 한다고 본다. 상상 지시는 인간이 어떤 

상에 해 마음속에 임의로 떠올려 보도록 하거나 는 여러 

상을 제시해  다음 마음 내부의 상화 고정을 통해 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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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Nurimaru APEC House ' Rich User Experiences Design

IV. Rich User Experiences Design 요소
가상 실이 사용자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되

기 해서는 사용자의 주의를 통해 장기기억 속에 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콘텐츠의 구성 2. 표  요소 3. 정보의 배열 4. 상호

작용 5. 실감 

1.1 콘텐츠의 구성
콘텐츠의 구성은 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콘텐츠의 정보

를 서술하는 것이다. ' 리마루 APEC하우스' VR 콘텐츠의 

이야기 구성은 사건과 존재물 등을 심으로 연속 으로 배열 

시킨다. 콘텐츠에서 발화되는 이야기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User의 장기기억에 장될 수 있도록 표 매체를 이용하여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 그림 4. 콘텐츠의 구성

1.2 표현요소
표 요소는 매체  표  ,환경  표 , 감성  표 으로 나

눠지며, 환경  표  요소와, 매체  표  요소를 이용하여 [그

림 5]과 같이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장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유발시킨다.

[표 3] 표현요소

매제척 표
-가상 실 정보의 직  표 을 한 요소

-이미지, 텍스트, 상, VR, 소리, 등 멀티미디어 매체구성

환경  표

-가상 실 내의 환경을 통합 으로 활용하여 경험의 선명

도를 높임

-물리  환경 상황, 공간상황, 시간상황으로 구성

감성  표

매체  요소와 환경  요소를 이용하여 감성  표 요소 

생성되며 감성을 자극하여 단기기억의 기억을 장기기억으

로 장되도록 주의를 유발 한다.

▶▶ 그림 5. 표현요소

1.3 정보의 배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계의 논리 뿐만 아니라 

서열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리마루 APEC 하우스의 내용

계는 주제를 심으로 계되면서 주변 이야기들을 발생시킨

다. 단순히 주 정보만을 달하는 것이 아니라 련된 정보를 

같이 달함으로써 콘텐츠의 정보에 한 경험을 증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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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정보의 배열

1.4 상호작용 설계
상호작용은 커뮤니 이션의 과정과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다.

정보의 특징을 알기 쉽게 설계하며, 시스템이 편안하며, 빠

르고, 쉽게 진행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1.5 현실감
가상 실 콘텐츠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실제와 가깝게 구

되어야 한다. 실감이 높을수록 User의 몰입도는 상승되며, 

장기기억에 기억될 수 있는 주의가 높아진다.

V. 결 론
변화된 Web 패러다임 환경속에서 새롭게 기능하는 Web 

2.0 기반의 서비스의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보다 풍부한 경험  요소를 제공하기 해서는 인

간의 정보처리 과정, 경험디자인 방법론, 인간의 기억장치와 

경험의 연 성 등 다양한 요소들의 목을 통해서 설계되어져

야 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Nurimaru APEC House  ̀ 홍보용 

Web VR 콘텐츠를 실제 제작하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제작

된 콘텐츠의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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