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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디지털 콘텐츠에서 구 되는 가상 캐릭터를 효과 으로 개발하기 해서는 감성 상태(기쁨, 슬픔, 공포, 

화남)가 제 로 달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 캐릭터의 얼굴표정과 몸짓이 표 하는 

감성 상태의 일치여부에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 캐릭터의 감성 상태를 어떻게 지각하며, 가상 캐릭터의 몸짓

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검증하 다. 이를 하여 몸짓과 얼굴표정의 감성표 을 동일하게 구성한 일치조건, 

정반 의 감성표 으로 구성된 불일치조건,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표정으로 구 된 통제집단을 구성했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슬픔 조건에서 의도된 감성 상태가 제 로 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난 것으

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감성 상태에서는 몸짓과 얼굴표정의 일치여부는 의도된 감성 달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감성 상태의 표 에 한 가상 캐릭터의 체 인 몸짓에 한 평가에서는 기쁨을 표 한 

몸짓이 불일치 조건의 얼굴표정을 갖게 될 때, 평가 수가 낮았다. 가상 캐릭터의 감성을 표 할 때는 얼굴

표정도 요하지만 몸짓 자체의 감성표 이 반 으로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가상 캐릭터의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사회  단서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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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esign and develop a virtual character, it is important to correctly deliver target emotions 

generated by the combination of facial expression and ges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ongruent/incongruent between gesture and facial expression on target 

emotion. In this study four emotions, joy, sadness, fear, and anger, are applied. The results of 

study showed that sadness emotion were incorrectly perceived. Moreover, it was perceived as 

anger instead of sadness. Sadness can be easily confused when facial expression and gestures 

were simultaneously presented. However, in the other emotional status, the intended emotional 

expressions were correctly perceived. The overall evaluation of virtual character’s emotional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low when joy gesture was combined with sad facial ex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emotional gesture is more influential correctly to deliver 

target emotions to users. This study suggested that social cues like gender or age of virtual 

character should be further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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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학습용 에이전트와 가상 캐릭터
멀티미디어 기반의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참여를 높

이고 효과 인 학습성취를 해서 그래픽 기반의 가상 

캐릭터(virtual character)를 용하기도 한다. 이런 가

상 캐릭터를 학습용 에이 트(Animated Pedagogical 

Agent)라고 한다. 학습용 에이 트는 가상 캐릭터를 활

용해서 학습자들에게 학습내용을 안내하거나 학습자가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

다. 학습용 에이 트가 이런 역할을 효과 으로 수행하

기 해서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도록 설계해야 한다. 

학습용 에이 트와 학습자가 사회  계를 형성함

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진시키거나 학습에 필

요한 인지  주의집 을 안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결국 학습용 에이 트는 학습내용과 학습자를 연결

시키는 고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습활동을 증진

시키기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2]. 따라서 효과

인 학습용 에이 트를 개발하기 해서는 학습자와

의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반 해야 

한다.

1.1 가상 캐릭터에 의한 사회적 관계 형성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해서는 학습내용과 련된 

인지 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교감이 효과 으로 일

어나야 한다. 가상 캐릭터의 외양이나 목소리도 상호작

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3]. 외 과 목소리는 

사회  단서로써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외 은 학습용 에이 트에 

한 일반 인 인상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다. 가상 

캐릭터에 한 인상에 따라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가상 캐릭터의 몸짓

이나 얼굴표정과 같은 비언어 인 표 은 학습자와의 

계형성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상 캐릭터

의 얼굴표정  몸짓을 통해서 감성 달이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감성교감을 제 로 구 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 캐릭터의 몸짓과 얼굴표정에 의

한 감성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달되고 인식되는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 사용자가 컴퓨터에 구 된 가상 

캐릭터의 몸짓과 얼굴표정을 통해서 감성 상태를 어떻

게 지각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효과 인 감성교감을 

한 설계  개발에 필요한 합의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2 감성요인의 중요성
가상 캐릭터의 비언어  표 은 달하려는 내용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거나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를 들어서 학습용 에이 트를 활

용해서 어떤 학습내용을 달하고자 할 때, 내용의 

요성 등에 따라서 감성표 을 함께 달할 수도 있다. 

감성 상태를 동반한 비언어  의사소통을 얼마나 효율

으로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학습자와 학습용 에이

트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4]. 

그런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해서는 가상 캐릭터를 통

해서 달하려는 감성 상태가 기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각되어야 한다. 만약 의도된 감성 상태와 지각된 감

성 상태가 다르다면 가상 캐릭터의 설계의도가 사용자

에게 제 로 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목표한 감성 상태가 제 로 달되도

록 만들기 해서는 몸짓과 얼굴표정에 의한 조합이 

요하다[5]. 그런데 감성 상태를 다양하게 표 하기 해

서는 몸짓과 얼굴표정이 지속 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에 따라서 변화되는 감성 상태가 정확하게 

달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가상 캐릭터가 사용자

와 상호교감을 활발하게 만들기 해서는 캐릭터가 보

이는 행동과 사용자가 지각하는 감성 상태가 일치해야 

한다. 가상 캐릭터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은 캐릭터가 

표 하고 있는 감성을 해석하고 반응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계에 근거하고 있다[6]. 그 기 때문에 사용

자와 가상 캐릭터 사이에 한 수 의 상호작용을 만

들기 해서는 가상 캐릭터의 행동과 감성 상태가 일

된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가상 캐릭터가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시각정보를 바탕으로 일 된 

의미해석이 가능해야 의사소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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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몸짓과 얼굴표정에 의한 감성 표현
감성을 표 하기 해서는 몸짓과 얼굴표정이 수반

되어야 한다. [7]의 연구에 따르면 몸의 움직임이나 자

세는 정서  정보를 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자

연스러운 몸짓을 통해서 사회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도 있다. 몸짓은 감성 상태의 강도를 달하거나 얼굴

표정만으로 달하기 어려운 감성교감을 가능하게 만

드는 요인이다. 감성을 생성하거나 달하기 해서는 

복잡한 행동요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몸짓을 구

성하는 요인은 매우 다채롭기 때문에 쉽게 유형화될 수 

없다. 다만 몸짓이 달하는 의미의 악을 통해서 지

속 으로 감성 상태를 유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가상 캐릭터에 해서 어떤 감성 상태를 달

하기 해서는 몸짓이나 얼굴표정만을 단독으로 사용

하기 보다는 복합 으로 사용할 때 더 정확한 감성의 

표 이 가능해진다[5][9][10]. 몸짓과 얼굴표정을 통해

서 얻는 정보가 많아지고 감성 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얼굴표정의 구 과 몸짓을 자연스럽게 어

우러지도록 만들기 해서는 표정과 몸짓의 일 된 

계가 요하다[11]. 

2.1 몸짓과 얼굴표정의 관계
얼굴표정과 몸짓의 련성에 한 연구를 보면 얼굴

표정과 몸짓이 서로 일 된 감성을 표 할 때 감성 

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체로 얼굴표정에 근거하여 

감성을 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9][10]. 얼굴

표정과 몸짓이 표 하는 감성 상태를 다르게 조합했을 

경우에 사용자들은 가상 캐릭터의 얼굴표정에 따라서 

가상 캐릭터의 감성 상태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 다

[10]. 를 들어 얼굴표정은 행복을 표 하고 있지만 몸

짓은 슬픔을 표 하고 있는 가상 캐릭터에 해서 행복

한 감성 상태에 있다고 지각하는 상이 나타났다. 즉, 

몸짓에 의한 단보다는 가상 캐릭터의 얼굴표정이 어

떤 감성을 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상 캐릭터의 

감성 상태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5]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보면 가상 캐릭터의 몸짓이 표 하

는 감성과 얼굴표정이 나타내는 감성이 다를 경우에 사

용자들은 얼굴표정이 표 하는 감성에 동화되는 단

을 내린 것이다. 더 나아가 가상 캐릭터의 얼굴표정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도록 측면 얼굴만 갖고 있는 캐릭

터의 감성을 평가할 때는 평가에 한 자신감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9]. 이것은 얼굴표정을 통한 감

성 상태의 단이 몸짓에 의한 감성 단보다 더 요

한 역할을 한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얼굴표정 단독으로 감성을 

단하는 것보다는 몸짓과 얼굴표정을 함께 찰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감성을 단할 수 있다. 

2.2 얼굴표정 지각의 복잡성
그러나 얼굴표정에 한 감성 단이 몸짓에 의한 감

성 단보다 더 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 히 많은 연구들은 얼굴표정을 통한 감성 

단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12]. 같은 얼굴표정에 

해서도 감성 평가가 일 된 결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라

고 보고 있다[13][14]. 이런 연구들은 얼굴표정에 의한 

감성 평가를 쉽게 신뢰할 수는 없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14]은 얼굴표정과 감성 상태를 일 성 있게 지각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

르면 기쁨이나 행복과 련된 얼굴 표정은 일 성 있게 

유사한 감성 상태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슬픔, 화남, 공

포 등의 감성 상태를 표 한 얼굴표정에 해서는 의도

된 감성 상태로 지각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 으로 행복이나 기쁨과 련된 얼굴표정은 비교

 쉽게 지각될 수 있지만, 나머지 감성은 의도된 상태

로 지각되지 않을 수 있다. 

한 [12]은 얼굴표정에 한 감성 지각 연구를 통해

서 사람들의 감성 평가를 구성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

다는 을 지 하고 있다. 이들은 얼굴표정에 한 감

성을 평가하기 해서 화남, 공포, 행복, 슬픔의 얼굴표

정을 제시했다. 그런 다음에 각 얼굴표정에 해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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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하는 정도나 지배 인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했

다. 두 가지 평가척도 (언쟁의 정도나 지배 인 정도)를 

활용해서 감성 상태에 한 반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를 연구한 것이다. 화남의 감성은 언쟁 이고 지배 인 

평가를 많이 받았고 공포도 언쟁 이면서 순종 인 평

가를 받았다. 

반면에 행복은 타 이면서 순종 인 평가를 받았으

며, 슬픔은 지배 인 인상과 더불어 타 성이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과는 얼굴표정에 한 감성 평가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다. 한편 불안심리의 형성과 구성요인에 한 연구

[13]에서도 얼굴표정에 한 인식이나 감성 평가는 개인

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3 몸짓에 의한 감성 표현
감성을 구성하는 얼굴표정과 몸짓에서 얼굴표정은 

감성 평가의 일 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살

펴 보았다. 행복을 나타내는 감성 표 을 제외하고 얼

굴 표정을 통해서 특정 감성을 표 하고 정확하게 지

각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몸

짓이나 자세와 같은 요인이 감성 상태를 평가하는데 

결정 인 요인이 된다[15]. 몸짓은 본인의 감성 상태를 

표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7]. 한 

팔의 모양이나 손의 치나 방향 혹은 속도 등을 조

함으로써 감성 상태에 하여 지속 으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13][15]. 몸짓은 어떤 감성 상태를 

표 하기 해서 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을 알 

수 있다. 

3. 연구문제
가상 캐릭터의 설계를 한 비언어  표  방법에 

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동

시에 활용하는 것이 의도된 감성 상태를 달하는데 효

과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굴표정과 

몸짓의 계에서 감성 상태를 단하는데 얼굴표정이 

더 결정 인 역할을 하거나 몸짓이 더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볼 수 있다. 감성 상태를 평

가할 때 얼굴에 의한 의존이 더 요하다는 선행연구도 

있지만[5][9][10], 얼굴표정에 의한 감성 평가가 쉽지 않

고[14], 몸짓이 더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13][15]. 얼굴표정과 몸짓 에서 어떤 것이 

감성을 단하는데 더 요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런데 가상 캐릭터의 감성 단에 한 기존 연구를 

보면, 얼굴표정과 몸짓이 표 하는 감성이 동일한 경우

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집단비교를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얼굴표정과 몸짓의 감성이 불일치할 경우

에 가상 캐릭터를 보는 사용자가 어떤 단을 할 것인

지에 연구의 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굴표정과 

몸짓의 감성 일치 혹은 불일치에 의한 차이를 확인하려

면 직 인 처치집단의 비교가 필요하다. 얼굴표정과 

몸짓의 감성이 불일치하고 있더라도 일치조건인 경우

와 비교했을 때 실질 인 감성 상태에 한 평가에서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 감성 상태를 기쁨, 슬픔, 공포, 화

남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이것은 Plutchik의 감성바퀴

에 따른 것으로[16], 기쁨과 슬픔은 서로 비되는 감성 

상태이며 공포와 화남도 서로 비되는 으로 구분된

다. 이 게 구분한 것은 감성 불일치 조건을 만들기 

해서 완 히 서로 반 되는 감성 상태를 부여하기 한 

것이다. Plutchik은 인간의 기본 감성 구인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 기본 감성들은 하나의 을 이루는 서로 상

반된 감성 상태의 정도에 따라 개념화되고 있다[16]. 

Plutchik의 감성바퀴 모델이 각 감성 상태를 설명할 때 

척되는 감성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해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1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감성 상태

의 변화에 따른 요인을 측정하기에 더 타당하다고 보았

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구

성했다. 

연구문제1 : 얼굴표정  몸짓의 감성 표 이 일치하

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의도된 감

성이 제 로 달될 것인지를 확인한다.

연구문제2 : 얼굴표정  몸짓의 일치  불일치에 

따라서 가상 캐릭터의 체 인 감성 

표 이 자연스러운지를 평가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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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실험조건
1.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실험참가자는 유 으로 모집된 학생 99

명(남학생=32명과 여학생=67명)이었으며, 역시 소재 

국립 학 재학생이었다(1학년=8명, 2학년=24명, 3학년

=31명, 4학년=36명). 일치조건, 불일치조건, 통제조건에 

해서 33명씩 임의로 배치했다.

1.2 실험조건
이 연구에 용된 실험조건은 네 가지 감성 상태(기

쁨, 슬픔, 공포, 화남)에 한 몸짓과 얼굴표정의 일치여

부에 따라서 구분되었다. 몸짓과 얼굴표정의 감성 상태

가 같으면 일치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몸짓과 얼굴

표정의 감성 상태가 다르면 불일치 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불일치 조건을 구성하기 해서 

몸짓과 얼굴표정을 정반 의 감성으로 구성했다. 이 연

구에 용된 불일치 조건은 기쁨과 슬픔, 공포와 화남

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2. 가상 캐릭터의 개발
이 연구에 사용된 가상 캐릭터는 iClone이라는 3D 그

래픽 모델링 도구를 사용해서 구 되었다. 실험에 사용

된 캐릭터는 은 남성이었다. 실험을 해서는 감성 

상태를 표 하는 애니메이션이 개발되었다. 

2.1 몸짓의 감성 상태
[그림 1]은 네 가지 감성 상태에 따른 몸짓을 정리한 

것이다. 기쁨을 나타내는 몸짓에서는 팔을 양쪽으로 벌

리면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감성 상태를 표

하도록 했다. 반면에 슬픔 감성을 표 하기 해서는 

손을 사용해서 얼굴을 감싸 쥐거나 가슴을 두드리는 표

을 통해서 감성을 나타내도록 했다. 공포에 한 감

성표 에서는 몸을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으며, 두 손을 

모아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동작을 구 했다. 그리고 

화남을 표 하는 몸짓에서는 몸을 비스듬히 서서 상

를 가리키며 지 하고 있는 동작을 통해서 감성 상태를 

표 했다.  

그림 1. 몸짓의 감성 유형별 구분

2.2 몸짓의 감성 상태 검증
실험을 진행하기 이 에 개발된 몸짓이 사용자에 의

해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하기 한 검증과정이 진

행되었다. 옷차림, 성별, 얼굴표정 등에 의한 요인을 제

거하기 하여 나무인형 모습의 캐릭터를 용해서 기

쁨, 슬픔, 공포, 화남에 한 몸짓을 구성했다. [그림 2]

는 몸짓의 감성 상태 검증을 한 캐릭터이다.

몸짓의 감성 상태를 평가하기 하여 학생 85명을 

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다. 10  분량으로 구성된 네 

가지 애니메이션이 제시되었으며, 각 애니메이션을 

찰한 후에 네 가지 감성 상태(기쁨, 슬픔, 공포, 화남)를 

나타내는 정도를 5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1 은 

 그 지 않다에서 5 은 매우 그 다로 반응하도

록 했다. 연구 상자들은 각 애니메이션에 해서 네 

가지 감성 상태를 모두 평가했다. 

그림 2. 파일럿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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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일럿 캐릭터에 대한 감성 평가의 결과

의도된 
감성

감성 평가의 결과

기쁨 슬픔 공포 화남

기쁨 3.99(1.46) 1.14(0.49) 1.06(0.28) 2.28(1.60)
슬픔 1.13(0.37) 3.84(1.14) 1.73(1.07) 3.27(1.16)
공포 1.54(1.02) 2.39(1.29) 2.67(1.39) 1.66(0.96)
화남 1.07(0.26) 1.59(0.92) 1.22(0.52) 4.78(0.42)

표 1. 몸짓에 대한 감성 평가의 결과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원래 의도했던 감성 상태에 

한 평가결과와 나머지 의도하지 않았던 감성 상태에 

한 평가결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 때 의도했던 감성 

상태에 한 평가 수가 나머지 감성 상태에 한 평가

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의도했던 감성 상태

가 제 로 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은 의도된 몸짓에 한 감성 평가의 결과를 정

리한 것이며, [그림 3]은 일럿 캐릭터의 의도된 감성 

 평가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기쁨에 한 몸짓에 

해서 기쁨이라는 감성이 가장 높은 수(3.99)를 받았

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감성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유

의미한 차이를 보 다(기쁨 vs. 슬픔: F=397.11, p=.00, 

기쁨 vs. 공포: F=141.33, p=.00, 기쁨 vs. 화남: F=7.88, 

p=.01). 

슬픔에 한 몸짓도 동일한 결과를 보 다. 즉, 슬픔

이 가장 높은 수(3.84)를 받았으며, 나머지 감성에 

한 평가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슬픔 vs. 기쁨: F=276.90, p=.00, 슬픔 vs. 공포: 

F=326.65, p=.00, 슬픔 vs. 화남: F=30.57, p=.00). 그런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슬픔조건에서 화남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 히 슬픔으

로 인식되는 경향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화남과 비

교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포를 표 한 몸짓은 공포와 슬픔으로 모두 인식되

었다(공포 vs. 기쁨: F=27.71, p=.00, 공포 vs. 슬픔: 

F=2.05, p=.16, 공포 vs. 화남: F=33.38, p=.00). 즉, 공포

를 표 한 몸짓에 해서 공포에 한 지각 수와 슬

픔에 한 지각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화남에 한 몸짓도 의도된 감성이 제 로 달된 것

으로 나타났다. 화남이 가장 높은 수(4.78)를 받았으

며, 나머지 감성에 한 평가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화남 vs. 기쁨: F=4146.72, 

p=.00, 화남 vs. 슬픔: F=918.83, p=.00, 화남 vs. 공포: 

F=2002.39, p=.00).

몸짓에 한 감성 평가를 통해서 공포를 표 한 몸짓

을 제외하고 나머지 몸짓들은 모두 의도된 감성에 따라

서 정확하게 지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포를 표 한 

경우에도 슬픔으로 지각되기도 했지만, 여 히 공포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네 가지 감성에 한 몸짓의 

표 은 한 수 으로 개발된 것으로 간주하 다. 

3. 실험처치 조건 및 측정문항
3.1 처치조건의 구성: 얼굴표정과의 조합
일치조건, 불일치조건, 통제조건을 구성하기 해서 

몸짓의 감성 상태를 기 으로 얼굴표정을 조합했다. 

[표 2]는 처치조건별 얼굴표정을 정리한 것이다. 일치조

건은 몸짓과 동일한 감성 상태의 얼굴표정을 조합한 것

이다. 그러나 불일치 조건은 몸짓과 정반 의 감성 상

태의 얼굴표정을 조합했다. 만약 몸짓이 기쁨을 표 하

고 있다면 이에 한 불일치 조건에서는 슬픔에 한 

얼굴표정을 조합했다. 단, 통제조건을 해서는 무표정

의 얼굴표정을 조합했다. 얼굴표정은 캐릭터 개발 소

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표정을 용해서 기쁨, 

슬픔, 공포, 화남을 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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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
일치조건 불일치조건 통제조건

기쁨

슬픔

공포

화남

표 2. 처치조건별 얼굴표정

3.2 측정설문
연구문제 2를 하여 가상 캐릭터의 감성 표 을 평

가하기 한 설문문항이 용되었다. 총 4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감성을 표 하고 있는지와 

몸짓의 강도나 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애니메이션이 제시되고 난 뒤에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5  척도로 구성되었다(1 =  그 지 않다, 5 =매

우 그 다). 네 가지 감성 상태에 따른 문항신뢰도 지수

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성에 따른 신뢰도: 기쁨

=.88, 슬픔=.85, 공포=.87, 화남=.86). 

4.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4.1 실험환경
[그림 4]는 실험이 진행된 환경이다. 연구 상자가 

가상 캐릭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형 스

크린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몸짓의 감

성 상태를 검증하기 한 사 실험도 동일한 실험환경

에서 진행되었다. 스크린에 표시된 가상 캐릭터는 실물 

사람의 크기보다 약간 큰 정도로 구 되도록 했다. 연

구 상자는 스크린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서 스크린에 

투사된 가상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감성 상태에 

한 평가와 측정설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다.

그림 4. 실험장면

4.2 실험절차
이 실험은 반복측정 방법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실험 

상자에게 체 인 실험진행 방식을 설명했다. 특정

한 실험 상자에게는 스크린에 제시될 애니메이션을 

보고 네 가지 감성 상태에 해서 본인이 지각하는 수

에 따라서 평 을 하도록 했다. 한 애니메이션에서 

구 된 감성 표 에 한 설문문항도 작성하도록 했다. 

모든 문항에 한 작성이 끝나면 다음 애니메이션을 

제시했다. 감성 상태를 표 한 애니메이션은 순서효과

를 방지하기 하여 임의순서로 용되었다. 

4.3 분석방법
연구문제 1을 해서는 실험조건으로 제시된 감성 상

태별로 네 가지 감성 상태를 모두 평가했기 때문에 반

복측정에 의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집단내 차

이분석을 통해서 평가된 감성 상태에서의 차이가 있었

는지와 처치조건(일치조건, 불일치조건, 통제조건)에 

따른 차이를 분석했다. 한 체 으로 처치 조건(일

치조건, 불일치조건, 통제조건)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했

다. 한 가상 캐릭터가 의도된 감성으로 지각되었는지

를 확인하기 해서 집단내 비분석을 실시해서 의도

된 감성 상태와 지각된 감성 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다. 연구문제 2를 해서는 일치조건, 

불일치조건, 통제조건에 따른 일원변량분산분석을 실

시했다. Tukey 검증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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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감성 상태의 평가
1.1 기쁨
[표 3]과 [그림 5]는 기쁨 상태에 한 처치조건별 감

성평가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집단내 차이분석에 따르

면 감성 상태의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542.39, p=.00). 그러나 감성 상태에 한 평가와 실

험 처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

다(F=1.19, p=.31).

처치
조건

감성 평가의 결과 (조건별 33명씩)

기쁨 슬픔 공포 화남

일치 4.73 (0.63) 1.15 (0.44) 1.09 (0.29) 1.36 (0.90)

불일치 4.48 (0.80) 1.06 (0.24) 1.12 (0.42) 1.76 (1.23)

통제집단 4.52 (0.91) 1.03 (0.17) 1.00 (0.00) 1.52 (0.94)

표 3. 기쁨을 표현한 몸짓에 대한 조건별 평가점수

그림 5. 기쁨 조건에서의 평가 결과

 즉, 감성 상태에 한 평가 결과가 처치조건에 따라

서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체 으로 기쁨을 표 한 

몸짓에 한 평가가 처치조건에 따라서 달라졌는지에 

처치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0.98, p=.38). 

한 의도된 감성이 제 로 지각되었는지를 확인하

기 해서 기쁨에 한 평가 수와 다른 감성 상태에 

한 평가 수에 한 비분석을 실시했다. 모두 유의

미한 결과가 나타났다(기쁨 vs. 슬픔, F=13344.18, 

p=.00), (기쁨 vs. 공포, F=1334.17, p=.00), (기쁨 vs. 화

남, F=372.67, p=p=.00). 이 결과는 기쁨이라는 의도된 

감성이 제 로 평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슬픔
[표 4]와 [그림 6]은 슬픔을 표 한 몸짓에 한 평가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집단내 차이분석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고(F=99.40, p=.00), 특정 감성 상태에 한 평

가 수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감

성 평가와 실험 처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없

었다(F=1.35, p=.24). 기쁨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성 평가

결과가 처치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처치
조건

감성 평가의 결과 (조건별 33명씩)

기쁨 슬픔 공포 화남

일치 1.15 (0.36) 3.18 (1.29) 1.94 (1.09) 3.76 (0.97)

불일치 1.36 (0.82) 2.70 (1.26) 1.76 (1.00) 3.48 (1.12)

통제집단 1.27 (0.67) 2.36 (1.19) 1.70 (0.88) 3.42 (1.12)

표 4. 슬픔을 표현한 몸짓에 대한 조건별 평가점수

그림 6. 슬픔 조건에서의 평가 결과

한 체 으로 처치조건에 따라서 감성에 한 평

가가 달라졌는지에 분석에서는 처치간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F=0.98, p=.38). 의도된 감성이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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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되었는지를 분석하기 해서 비분석을 실시했

다. 모든 비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슬픔 

vs. 기쁨, F=104.23, p=.00), (슬픔 vs. 공포, F=44.33, 

p=.00), (슬픔 vs. 화남, F=20.45, p=.00). 그러나 [그림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슬픔을 표 한 가상 캐릭터가 가

장 높게 지각된 것은 화남의 감성 상태 다. 여 히 유

의미한 수 에서 다른 감성보다 더 슬 게 지각되고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높게 결과를 보인 것은 화난 

것으로 지각된 것이다. 결과 으로 화남으로 인식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슬픔이라는 의도된 감성이 

왜곡되어 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3 공포
[표 5]와 [그림 7]은 공포 조건에 한 평가 결과를 정

리한 것이다. 집단내 차이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고(F=99.40, p=.00), 특정 감성 상태에 한 평가 수

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성 평

가와 실험 처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

다(F=2.11, p=.05).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일치 

조건이 다른 조건보다 화났다고 지각하는 것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처치
조건

감성 평가의 결과 (조건별 33명씩)

기쁨 슬픔 공포 화남

일치 1.33 (0.92) 1.52 (0.87) 3.70 (1.38) 1.30 (0.53)

불일치 1.33 (0.60) 1.36 (0.65) 3.94 (1.06) 1.70 (1.05)

통제집단 1.09 (0.38) 1.42 (0.61) 4.12 (0.82) 1.15 (0.44)

표 5. 공포를 표현한 몸짓에 대한 조건별 평가점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집단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했으며, 화남에 한 감성 평가에서 

처치조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5.00, 

p=.01).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불일치 조건과 통제집

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이 결과는 

공포에 한 지각이 제 로 되었으나, 불일치 조건에서 

통제집단보다 더 많이 화남이라는 감성 평가를 실시했

음을 의미한다. 그 지만 체 으로 처치조건은 감성 

평가에 해서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F=1.01, 

p=.37).

그림 7. 공포 조건에서의 평가 결과

공포에 한 감성이 정확하게 달되었는지를 분석

하기 해서 비분석이 실시되었다. 모든 비분석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공포라는 의도된 감성이 

정확하게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공포 vs. 기쁨, 

F=378.65, p=.00), (공포 vs. 슬픔, F=407.69, p=.00), (공

포 vs. 화남, F=320.01, p=p=.00).

 

1.4 화남
[표 6]은 화남에 한 감성 평가결과이다. 다른 감성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내 차이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F=1070.96, p=.00). 그러나 감성 평가와 실

험 처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없었다(F=0.62, 

p=.71). 한 처치조건에 의한 향력에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F=0.79, p=.46). 

비분석 결과를 보면, 의도된 감성이 제 로 지각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비분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화남 vs. 기쁨, F=1770.18, p=.00), (화

남 vs. 슬픔, F=17704.51, p=.00), (화남 vs. 공포, 

F=1705.84, p=p=.00). 이 결과는 화남이라는 의도된 감

성이 제 로 지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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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조건

감성 평가의 결과 (조건별 33명씩)

기쁨 슬픔 공포 화남

일치 1.24 (0.79) 1.39 (0.86) 1.24 (0.56) 4.64 (0.55)

불일치 1.13 (0.34) 1.31 (0.64) 1.22 (0.49) 4.72 (0.52)

통제집단 1.12 (0.55) 1.12 (0.33) 1.21 (0.55) 4.64 (0.49)

표 6. 화남을 표현한 몸짓에 대한 조건별 평가점수

그림 8. 화남 조건에서의 평가 결과

그림 9. 기쁨 조건에서의 적절성 평가결과

2. 감성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가상 캐릭터가 기쁨, 슬픔, 공포, 화남 조건에서 감성 

표 이 자연스럽고 했는지에 한 분석을 실시했

다. 기쁨을 표 한 가상 캐릭터에 한 설문결과를 보

면, 처치조건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97, 

p=.02). [그림 9]는 기쁨 조건에서 실험조건에 따라서 

감성 표 의 성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일치조건과 불일치조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3). 이 결과는 기쁨을 표

한 가상 캐릭터는 불일치조건일 때 일치조건과 비교해

서 감성 표 이 자연스럽지 않게 지각되었다는 의미이

다. 한 불일치조건과 통제집단도 유의도 수  p=.055

에서 지 않은 차이를 보 다. 결국 감성 표 의 

성에 한 조사에서 불일치 조건이 가장 낮은 수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슬픔, 공포, 화남에서의 감성 표

은 처치조건에 따라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이 결과는 기쁨을 표 한 경우에는 얼굴표정이 

몸짓과 일치하지 않으면 감성 표 이 부자연스럽게 지

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1.1 파일럿 캐릭터에 의한 검증
이 연구를 통하여 몸짓과 얼굴표정에 의한 감성 표

이 의도된 감성과 일치하여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우선 몸짓에 한 일럿 검증 결과에

서 기쁨과 화남에 한 감성 표 은 의도된 것과 동일

하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슬픔과 공포에서는 정확하게 

감성이 달되지 않았다.

슬픔 조건에서 가장 높게 지각된 감성 상태는 슬픔이

었으나, 화남으로 지각한 경우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슬픔의 몸짓은 슬픔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난 것으로 지각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한 공포조건에서는 슬픔과 공포 지각이 구분되지 않

는 상황에서 혼재되어 지각되었다. 게다가 슬픔과 공포

로의 지각 수도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 아니었다. 결

국 기쁨이나 화남은 비교  쉽게 몸짓으로 구 할 수 

있지만, 슬픔과 공포에 한 몸짓을 구 하는 것이 쉽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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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성 상태의 평가
일럿 캐릭터에 용되었던 몸짓을 그 로 사용한 

가상 캐릭터에 한 실험에서는 감성 상태에 한 평가

와 한 표 이었는지에 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기

쁨 조건에서는 몸짓  얼굴표정의 일치여부와 상 없

이 항상 기쁨으로 지각되었다. 공포조건에서도 의도된 

감성 상태가 정확하게 달되었다. 비록 화남 지각에서 

일치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

지만 의도된 감성 상태가 왜곡된 것 때문에 발생한 일

은 아니기 때문에 반 으로 의도된 감성 상태가 정확

하게 달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리고 화남 조건

에서도 의도된 감성으로 정확하게 달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슬픔 조건에서는 의도된 감성 상태가 정확하

게 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감성 상태로 인

식되었다. 슬픔 조건에서 가장 높은 수를 받은 것은 

화남에 한 지각이었다. 물론 슬픔에 한 지각도 높

았으나 화난 것으로의 지각이 더 높았다. 흥미로운 

은 일럿 캐릭터와는  다른 상이 나타났다는 것

이다. 얼굴 표정이 배제된 몸짓만 제시되었던 일럿 

캐릭터에서는 슬픔과 화남이 모두 높게 지각되었으나, 

슬픔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얼굴표정까지 조

합된 가상 캐릭터에서는 오히려 반  상이 나타났다. 

즉, 화났다는 지각이 가장 높았던 것이다. 얼굴표정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서 감성 상태에 한 평가

가 정반 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3 감성 표현의 적절성 
감성 표 의 성에 한 검증에서는 기쁨 조건에

서만 몸짓과 얼굴표정의 일치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

다. 이 결과는 몸짓과 얼굴표정의 일치여부가 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기쁨의 감성 표 을 제외하고는 얼굴표정과 몸짓이 나

타내는 감성 상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감성 표  자체

의 성에 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기 때문에 감성을 표 할 때, 얼굴표정과 몸짓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더라도 감성 상태에 한 지각에

는 향을 미칠 수 있지만 표  자체가 이상하게 지각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기쁨 조건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그 만큼 

얼굴표정이 요하기 때문이다. 얼굴표정에 한 선행

연구에서도 슬픔, 공포, 화남의 감성 상태에 한 얼굴

표정 지각은 정확하지 않지만, 기쁜 얼굴표정에 해서 

일 성 있게 단할 수 있었다[13][15]. 그 기 때문에 

기쁨을 표 할 때, 몸짓과 얼굴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에 감성 표 이 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기쁨

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몸짓과 얼굴표정이 일치하지 않

더라도 감성 표  자체가 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

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 지만 감성 표 이 하다고 

지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된 감성 상태가 정확

하게 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세 가지 요인에 주의

해야 한다. 첫째, 보편 인 감성 표 을 구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다. 이 연구에서와 같이 몸짓이나 얼

굴표정과 같은 비언어  표 은 문화 인 요인에 향

을 받는다[7][18]. 얼굴표정이나 몸짓 등은 문화  배경

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상징 인 기호 체계이다. 그 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19]. 따라서 

이 연구에서 용된 몸짓이나 얼굴표정은 문화 혹은 사

회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둘째, 성별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 캐릭터를 사용해서 감성 상태를 표

했다. 그러나 몸짓은 성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다[20][21]. 성별요인은 몸짓의 강도나 

속도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얼굴표정에도 요한 

향을 미친다. 그 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

론들은 가상 캐릭터의 성별요인이 포함될 경우에 다르

게 해석될 수도 있다. 

셋째, 목소리나 상황 인 맥락이 용된다면 다른 연

구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목소리나 상황 인 맥락은 

스토리를 달할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된다. 일반

인 화상황에서 감성 상태는 얼굴표정이나 몸짓에 

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런 화나 내용 

없이 몸짓이나 얼굴표정만으로 감성 상태를 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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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따라서 목소리나 상황 인 맥락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함께 제공되는 상황이 제시된다면 가상 캐

릭터의 감성 상태를 다르게 지각할 수도 있다. 

2.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몸짓과 얼굴표정의 계에서 얼굴

표정보다는 몸짓에 의한 감성 평가가 더 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몸짓과 얼굴표정에 

한 선행연구에서 얼굴표정을 강조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몸짓은 얼굴표정보다 더 다양

한 정보단서를 사용해서 감성 상태를 달한다는 특징

을 갖고 있다. 게다가 얼굴표정에 한 해석이 기쁨을 

제외한 다른 감성 상태에서는 일 된 결과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 기 때문에 얼굴표정보다는 몸짓이 

감성을 단하는데 더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고 얼굴표정이 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얼굴표정은 기쁨을 표 하는 경우에 요한 역할

을 한다. 기쁨을 표 할 때는 몸짓의 감성 상태보다도 

얼굴표정이 더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쁨을 표 하

는 얼굴표정을 용할 때는 몸짓의 감성 상태와 일 성

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기쁨을 표 하는 얼굴표정

이 명료하기 때문에 몸짓의 감성 상태가 기쁨과 일치하

지 않으면 감성 표 이 부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두 가지 요인에 한 추가 인 연구를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슬픔 조건에서의 몸짓과 얼굴표정에 

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슬픔을 

표 하는 몸짓에 얼굴표정이 조합되면서 화남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감성 지각이 유도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 에는 부정확한 행동분석도 향을 미쳤

을 것이다. 그러나 얼굴표정이 용됨으로써 몸짓에 

한 해석이  다른 방향으로 지각되었다는 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사회 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성과 여성의 몸짓은 매우 다를 수 있고, 

얼굴표정이 표 하는 감성의 정도 역시 매우 달라질 것

이다. 게다가 가상 캐릭터의 연령에 따라서 사용자의 

지각수 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령

이 낮은 아동을 상으로 한 경우에 가상 캐릭터의 성

별  연령 요인은 요한 사회  단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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