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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첨단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다른 문제 을양산하고 있다. 바로우울증도 그 표 인문제 이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울증 증상의 개선을 해서 가상공간 내에서 생각 이동(Movement of Thought), 헤드 마

운티드 디스 이(Head Mounted Display), 립 모션(Leap Motion), 색채 치료(Color Therapy), 음악 치료(Music

Therapy) 방법을융합하여새로운 형태의 우울증 치유 융합 콘텐츠를 설계 개발한다. 개발된융합콘텐츠는 기존

의 약물치유 방법을 신해 우울증 환자의 자아존 감 향상과 우울증을 완화 시키는데 효과 일 것이다. 향후연구

방향으로는 개발한 로토타입 콘텐츠를 임상 용해보는 것이다.

• 주제어 : 우울증, 에이치엠디, 가상 실, 립 모션, 생각 이동, 색채 치료, 음악 치료, 융합 콘텐츠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gives us many problems. In mentally view point,

the major one is depression. Depression appears in various forms. In worst case, it leads into suicide. This

study designs and develops a new type of healing content which the convergence in the virtual space,

Movement of Thought , Head Mounted Display, Leap Motion, Color Therapy, Music Therapy methods in

order to improve the symptoms of depression. The developed convergence content will be effective in

healing methods instead of the existing medication relieve depression and improve self-esteem of patients

with depression. Future research will try to apply the clinical development of a prototype content.

• Key Words : Depression, HMD, Virtual Reality, Leap Motion, Movement of Thought, Color Therapy,

Music Therapy, Convergence Content

*Corresponding Author : 김지수(ds4arv@daum.net)

Received April 06, 2016 Revised May 10, 2016

Accepted May 18, 2016 Published June 30, 2016

1. 론 

21세기는수많은 과학기술의발달에힘입어사람들의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화는만남에의한 화보다는문자나채 로그램으

로 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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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폐해는 사람들을 기

피하게되고실제로의만남보다는사이버상의만남을선

호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이버상의 캐릭터를 통한 만남

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다른 문제

을 양산하고 있다. 바로 우울증이 그 표 인 문제 이

다. 우울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각한 우

울증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우울증으로 인한 폐해도 더 늘어가고 있

고 이에 한 해결책이 시 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에사용되는우울증치유방법은 Table 1과 같이약물을

사용하여치료하는방법과비약물을이용한치료방법으

로 크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울증 증상이 심해지게 되

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래하게 되며 최악은 자

살까지 이르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으

로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을

막기 해 사회 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약물치료 방법이 아닌 가상공

간내에서생각이동, 헤드마운티드디스 이, 색채치

료, 음악치료방법을융합하여새로운융합치유콘텐츠

를 설계 개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련연구를, 제3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

을, 제4장에서는 구 결과를 제5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Division Contents

Medication
Antidepressant drugs,
Sleeping pills, Anxiolytics, etc

Non-Medication

Music Therapy

Art Therapy

Group Therapy

Drama Therapy

Tanzpsychologie

Emotion Coaching Therapy

Psychotherapy

electroconvulsive therapy

Meditation Therapy

Biblio/Poetry Therapy

Hypnosis Therapy, etc

<Table 1> How to Heal Depression

2. 련연

2.1 알아차림 상

알아차림 명상은 사물을 있는 그 로 존재하는 자각

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요한 것은 "알아차림"이라고

할수있는데, 지 일어나고있는일들을알아차리며매

순간순간 자신의내면과외부를 향한자각의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 로의 상을 어느 순간이든 깨어있는 상

태로 알아차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이 구인

지, 느끼고생각하고, 말하고행하는것이무엇인지, 본인

의 마음속과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등을 알아

차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마음속의 스트 스와 불안

을감소시키고안정감과평화로운에 지를 하고증

가시키는효과를얻음으로써바쁜일상속에서도행복을

선물하는 것을 말한다.

알아차림 명상법은 의식 으로 숨을 들이쉴 때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알아차림 호흡이 되며, 걸

으면서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알아차린다면 알아차

림걷기가되는것이다. 이러한수행은특별한장소가필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한

활동을할 때언제라도 생각의 흐름을놓치지않고 에

지를 모아 집 한 상태에서 동시에 명상을 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1]. 이 알아차림 명상을 응용하여 생각 이

동 방법을 제안한다.

2.2 헤드 마운티드 스플레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 이(Head Mounted Display;

HMD)는 머리에 장착, 이용자의 앞에 직 상을 보

여주는디스 이다. 기 HMD는착용이불편하 고,

해상도나 학계 등 여러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한

값은 비싸면서 성능은 낮아 실제 상품화 시도가 어려웠

다. 근래에 오큘러스 리 트(Oculus Rift)라는 가상 실

HMD 장비가 등장하 다. HMD를 쓰면 헤드셋이 머리

의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하여 머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

동이든지 그 방향으로의 상을 보여주게 된다. 한

HMD안에 치한 각각의 왼쪽, 오른쪽 17∼18디옵터의

고굴 즈는좁은평면디스 이를오목하게굽어진

노라마 상을 제공한다. 이는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

여 체험자 시각 몰입감을 극 화 시켜 마치 사용자가

가상 실에 들어와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2]. 이런

특성 때문에 우울증 치유 콘텐츠 가상체험을 한 효과

인 기술로 HMD를 채택할 수 있다. 기존 3D입체 상

이나 홀로그램 등 다양한 디스 이 형태나 시 매체

가 있지만 몰입성면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HMD를 이용하여 치유 콘텐츠 가상체험 콘텐츠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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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합하다고 할 수 있다.

2.3 색채 치료

빛으로부터 만들어진 색채가 인간의 생리 반응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 에서 리 알려진

사실은 445∼450㎚ 장의 푸른빛을 황달 증상이 있는

유아에게 임으로써 유아황달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

다. 유아황달은 유아의 간이 완 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해서 빌리루빈(bilirubin) 수치가 증가하여 온

몸이노란빛을띠는질환으로심하면정신박약과운동신

경 둔화를 유발시키는 질병이다[3]. 한 햇빛이 들어오

는 창문 가까이에 있던 유아들이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유아들보다황달 상이심하지않다는발견을하게되고,

푸른빛이 빌리루빈을 감소시켜 , 황달을 치료한다는 사

실을 이끌어내었다[6]. 비타민D의 부족으로 인해 의

변형이 일어나는 구루병은 근자외선으로부터 가시 선

역의 모든 색을 포함하는 태양빛에 한 노출을 하

게 되면 방될 수 있다[3].

색채가 인간의 생리 반응에 미치는 연구 결과를 보

면, 빨간색은 란색보다 의외피운동과자율신경계의

기능에 더많은자극을주고[6], 뇌 기록분석결과

붉은색이푸른색보다더욱자극 이었다[7]. 붉은색빛을

조사하 을때교감신경의 향으로땀의분비가많아져

서 피부 도도가 증가하 다[8]. 청색 빛을 조사하 을

때 압과 맥박이 낮아진다는 결과들이 있다[9].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빛에 의해 만들어진 색채가 인간의 자

율신경계와 호르몬 뿐 아니라, 비타민D 등의 양소 생

성에 까지 큰 향을 다고 할 수 있다[3].

이와 함께, 빛에의해만들어진색채가인간의심리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도 많이 시도되었었다.

를들자면청색빛은이완효과 긴장과 감을낮

추어주고[6], 차분하며 차가운 감정 효과를 나타내

다. 이에 반해 붉은빛은 긴장과 흥분을 고조시키고 따뜻

함의 심리를 알려주며[10], 노란빛은 기쁨, 즐거움 등을

자극하며사람을기분 좋게하는효과를유도한다[5]. 이

러한 결과들은 색채 환경에 따라 인간의 심리 반응이

완 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한 인간의 특정한

심리를 변화시키는 색채 환경을 연출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3].

이러한 빛에 의해 만들어진 색채는 인간의 심리치료

를할수있고이에 한해결책을제시할수있음을기

존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치유에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악 치료

음악 치료가 성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래 만들기, 노래 부르기, 즉흥연

주, 악기연주, 동작활동등의음악치료는우울증을감소

시킨다[12,13]. 노래 화하기, 노래 만들기와 같은 노래

심리치료방법은외부의요인으로신체 인손상을받아

우울과불안이많은환자의생활만족도면에서유의미하

게 정 인 향을주고있으며[6], 우울증성인을 한

MI(Music & Imagery) 로그램은 GIM(Guided Music

& Imagery) 로그램보다 조 더 실 이며 은 상

담횟수로 내담자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15], 가요와

클래식을 이용한 음악 감상 로그램이 우울감 감소에

효과 이라고 말하고 있다[4].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음악활동이 우울감을 가진

사람의 가치감을 향상시키고, 내 감각을 새롭게 하여

감정 인 고양과 능력을 고취시킨다고 하고 있다[16,17].

한 앞선연구들에의하면음악활동은사람의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 스트 스 수 을 경감하여 으로써

우울감을 극복하는데 효과 이라고 하고 있다. 음악 치

료를정신치료에 용한수많은연구들은[18,19] 음악치

료가삶의 질, 자존감, 기억, 사회통합, 지루함 일상의

단조로움해소, 감정표 , 스트 스, 긴장해소, 우울, 수면

장애 등 사회 , 정신 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

에서효과 임을증명해주고있다[4]. 련연구들을종합

해 볼 때 음악 치료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3. 제안하는 합 방법

3.1 

본 논문에서 심리치유 가상 실 콘텐츠를 제작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융합하 다.

가상공간 구성 소 트웨어: Unity 4 Version

HMD장비: 오클러스 리 트 2 개발자 버

오 제: 명작 그림 30개 사용

음악: 클래식 음악 10곡

손 신호 인식: 립 모션((Leap Motion)



한 합학 논문지 제7  제348

3.2 생각 동하는 방법 

우울증은 생각이 많아져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생각을 이동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자가

제안하는 생각을 이동하는 방법은 한 오 제(그림이나

물체)를 있는 그 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다. 단 이때

오 제에 자기의 생각을 이입하지 않아야 생각을 일

수 있다. 생각을 이동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단계1. 오 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빨갛다, 노

랗다, 동그랗다, 색이나모양텍스쳐등오 제

자체가가지고있는특성에 해서알아차리는

것이다.

단계 2. 그런데 쁘다, 못생겼다 등의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안된다. 그 게되면자기의생각속

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계 3. 오 제에 한 자기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다른오 제로바라보는시선을이동한다. 그리

고 다른 오 제를 있는 그 로 바라보게 한다.

생각이 어들 때까지 단계 1∼3을 반복한다.

단계 4. 이 게 10분 정도아니면 그이상을진행하면

생각을 이는 효과가 있다.

3.3 우울  치  합 콘 츠 알고리

다음은 본 논문에서 생각을 이는 방법과 구성요소

를 포함하여 융합 콘텐츠 제작을 한 제안 알고리즘을

기술한다.

단계 1. HMD 공간에 사용자가 들어옴(장비 착용)

단계 2. 사용 방법을 공지함(텍스트, 음성)

단계 3. 시작을알림(이때음악은배경으로 이됨)

단계 4. 오 제가 나타남

단계 5. 오 제를 바라보다가 생각이 들게 되면 사용

자는 오른손으로 오 제를 변경함

단계 6. 이때사람이걷는듣는느낌이잠시들게하면

서 다른 오 제로 이동하게 됨

단계 7. 단계4 로 루틴이 이동함

3.4 배경 악 플레  방법

본 논문에서 우울증 치유 융합 콘텐츠 로토타입 내

에서 이 되는 음악은 작권이 없는클래식음악 10

곡이 자동으로 랜덤하게 이 되게 하 다.

3.5 립 (Lip Motion) 동 식 기술

립 모션(Leap Motion)은 일종의 동작인식 기술이다.

제스처(Gesture) 기반의 3D모션 컨트롤 장치는 립 모션,

님블(Nimble), Grasp 등이 있으며 이러한 립 모션 계열

장비의 동작인식은 키넥트 방식과 유사하다. Leap

Motion SDK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배경 색상 변경

과 오 제 변경 기능을 구 한다. 본 콘텐츠는 람자의

손동작을 인식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 람자가

가상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인터랙티 한 컨트롤을 가능

하게 제작하 다.

3.6 배경 색상 공간 변경 방법

우울증 치유 융합 콘텐츠 로토타입 내에서 배경으

로 지정된 색상은 [5]에서 제안한 4가지 편안한 색상을

가지고 사용하 다. 이때 사용된 색상은 다음과 같다.

일반인이 좋아하는 선호색은 연두색, 주황색, 노란색,

분홍색이었다. 이 색상공간에서 에서언 한 4가지 색

상을 사용하 다. 이때 4가지 색상공간의 변경은 립 모

션을 사용하여 4가지 색이 변하게 하 다. 왼쪽 손을 들

어왼쪽에서오른쪽으로움직이게되면색상공간이변하

게 된다. 사용자의 기분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색상공간

을 변할 수 있게 하 다.

3.7 브제 변경 방법

본 논문에서 우울증 치유 융합 콘텐츠에서 배경으로

지정된 오 제는 일반 으로 큰 무리가 없는 명화(세잔

느의 그림 생트 빅투아르산, 오 지 물병 정물화 등) 30

을 사용하 다.

오 제를 보면서 생각을 이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립 모션센서에서사용자의오른쪽손을 인식한후 다른

오 제로 변경하게 한다. 이때 사용자가 오른손을 들어

바깥에서 안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오 제가 변경된다.

3.8 가상공간 제  

가상공간을제작하는데사용되는 로그램은크게유

니티 로그램과 언리얼엔진 로그램으로 나뉜다. 둘

다장단 이있지만본논문에서는직 이고사용하기

쉬워사용자들에게많이사용되고있는유니티 로그램

을 사용하 다. 유니티 로그램을사용하여가상공간을

만들때유용한 은 실세계에서 구 하기 힘든여러 가

지 구성요소들(색채, 음악, 오 제, 립 모션등)을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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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로운 가상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티 제작 환경은 아래와 같다.

사용된 유니티 소 트웨어: 유니티 4 Version

운 체제: 도우 7

CPU: I7 5세

메모리: 8기가

장장치: 1TB HDD

4. 

4.1 우울  치  HMD 콘 츠 프로 타  

본 장은 우울증 치유 융합 콘텐츠 로토타입 구 에

한 작업 화면들을 보여 다.

[Fig. 1]은 라인 스 치 작업 화면을 나타낸다.

[Fig. 1] Online Sketch Screen 

[Fig. 2]는유니티 로그램안에서 3D 모델링작업화

면을 보여 다.

[Fig. 2] 3D Modeling Screen 

[Fig. 3]은심리치유가상 실콘텐츠 3D 구 기화

면을 보여주고 있다.

[Fig. 3] 3D Implement the Initial Screen 

[Fig. 4]는 기화면시작 코딩화면을보여주고있다.

[Fig. 4] Initial Coding Screen

[Fig. 5]는 심리치유 가상 실 콘텐츠 시작 화면을 보

여주고 있다.

[Fig. 5] Welcome Screen

[Fig. 6]은 심리치유 가상 실 콘텐츠 씬 변화 후 #01

화면을 보여 다.

[Fig. 6] Changing the Screen #01

[Fig. 7]은 씬 변화 후 #02 화면을 보여 다.

[Fig. 7] Changing the Screen #02

콘텐츠 종료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생각이 어느 정도

었다는 느낌이 들거나 기분이 좋아지면 종료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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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연

본 우울증 치유 콘텐츠는 가상공간, HMD 기술과 생

각이동, 립 모션, 색채치료, 음악치료를융합하여, 우울

증경감에 한시도를하 다. 개발된융합콘텐츠는우

울증환자의자아존 감향상과우울증을완화시키는데

에 효과 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제작

된콘텐츠를실제임상에 용한후, 이 결과를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의 콘텐츠 설계를 하는데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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