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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hologram-like system and a virtual human 
to provide a realistic experience has been serviced in 
various places such as musical performance and museum 
exhibition. Also, the realistically responded virtual human 
in the hologram-like system need to be expressed in a way 
that matches the users’ interaction. In this paper, to improve 
the feeling of being in the same space with a virtual 
human in the hologram-like system, user’s gesture based 
interactive contents were presented, and the effectiveness of 
interaction was evaluated. Our approach was found that the 
gesture based interaction was provided a higher sense of 
co-presence for immersion with the virtual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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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사용자들에게 몰입감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

실/증강현실/혼합현실(VR/AR/MR) 등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고,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환경으로 홀로

그램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다[1]. 이러한 홀로그램 시스

템은 빛의 중첩 및 간섭 효과를 기반으로 허공에 콘텐츠

가 투영되도록 효과를 제시하는 기법이지만 현재까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천연색의 콘텐츠를 사실적으로 

가시화하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객체의 크기(Life-size)
와 동일한 크기로 콘텐츠를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2].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홀로그램(Hologram- 
like) 시스템을 통해 실제와 같은 크기의 객체를 가시화

하고,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보급이 

점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3]. 이처럼 유사홀로그램 

시스템에 가상 휴먼(Virtual human)을 투영하여 사용자

에게 더욱 사실적인 가시화 및 몰입 콘텐츠 제공이 가능

한 공연, 전시 등 시스템이 널리 적용이 되고 있다[4]. 예
를 들면, 공연 활용 사례에서 생존해 있지 않은 유명한 

가수를 유사홀로그램 시스템에 투영하여 관객들에게 

제공되는 홀로그램 콘서트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하지

만, 이러한 유사홀로그램 콘텐츠의 경우 영화를 보는 것

과 같이 단방향의 가시화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홀로그램에 투영된 가상 휴먼과 양방향 상호

작용을 수행한다면 보다 가상 휴먼과 함께 있는 느낌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5].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상 휴먼과 같은 공간에 있는 느

낌을 향상하기 위해 제스쳐 기반 상호작용 기법을 통해 

양방향 콘텐츠를 제시하고, 상호작용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같이 있다는 느낌에 대한 측정 

방법인 Co-presence를 이용한 실험 수행을 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2D에 비해 유사홀로그램 시스템

에 투영된 가상 휴먼은 상대적으로 높은 co-presence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제스쳐 기반의 상호작용을 제공할 

경우 더 높은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Ⅱ. 유사홀로그램 가상 휴먼 시스템 구성

그림1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사홀로그램 시스템에

서의 가상 휴먼 가시화 및 제스쳐 상호작용을 위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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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에 따르면 사용자는 유사홀로그램 장치 앞에 

서 있고, 유사홀로그램에 투영된 가상 휴먼을 보고 있으

며 가시화된 가상 휴먼과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센싱하기 위해 depth 카메

라를 유사홀로그램 장치 앞에 설치하여 사용자의 동작

을 기반으로 제스쳐 인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2는 유사홀로그램 장치에 가상 휴먼을 가시화

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된 유사홀로그램 장치

는 정면, 왼쪽면, 오른쪽면 3면으로 구성된 장치를 활용

하였고, 그 장치는 사용자가 가상 휴먼이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유사홀로그램에 콘텐츠를 가시

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투영면 수에 따라 가상 카메라

를 조정하여 가시화를 수행하면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이용한 유사홀로그램 시스템의 스크린 구성에 따라 가

상의 콘텐츠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위치 조정 작업을 수

행하였다. 즉, 각 투영면 앞에서 가상의 콘텐츠인 가상

휴먼을 가시화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유사 홀로그램 시스템에 투영된 가상 휴먼과 사용자의 

상호작용 인식 결과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애니메이션 

동작 모션을 수행하도록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션 

캡쳐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상 휴먼 혹은 캐릭터에 매핑

을 하였고, 여러 모션 데이터 중 사용자 제스쳐에 제일 

적합한 반응을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

용자 제스쳐는 사전에 정의된 동작을 가지고 수행하였

다. 또한, 매핑된 모션 데이터에 추가로 가상 휴먼이 음

성이 출력 되도록 하였다. 구현은 Unity3D 게임엔진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Fig. 2 Virtual human in our hologram-like system: It is 
composed of 3 sides, three virtual humans were visualized 
by virtual camera adjustment (one virtual human 
visualizes one face in the hologram-like system).

    

Fig. 3 Responded virtual human by user interaction.

Ⅲ. 제스쳐 기반 상호작용

사용자의 상호작용은 음성과 음성이 아닌 Non-verbal 
interaction으로 구분된다. 제스쳐 기반 상호작용은 

Non-verbal interaction으로 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

용자의 동작을 인지하여야 하고, 이는 사용자의 특정 자

세 및 행동을 기반으로 판단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

용자의 얼굴(Face), 전신(Body), 핸드(Hands) 등 다양한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 6가지 대표적인 동작을 사전에 

실험 참여자들의 선호도를 통해 선정하였다, 선정된 동

작은 얼굴 가리기, 고개 숙이기, 팔짱을 끼기, 박수, 오케

이, 엄지 척 6가지 동작이다. 여기에서 얼굴 가리기, 고
개 숙이기는 얼굴 모션이고, 팔짱을 끼기, 박수 동작은 

전신 모션이고, 오케이, 엄지 척은 핸드 모션이다. 또한, 
6가지 동작 중에서 시간 축을 가진 연속적인 동작인 제

스쳐 인식은 박수 동작이고, 나머지 5가지 동작은 특정 

정지 순간에 동작을 인식하는 포스쳐(Posture) 인식이

다. 그림 4에서는 포스쳐 동작과 제스쳐 동작의 인식 방

법을 제시하였다. 그림과 같이 포스쳐는 특정 시간에 주

기적으로 포스쳐 동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식으

Fig. 1 Our system configuration for user interaction with 
the virtual human in the hologram-lik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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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제스쳐 동작은 동작들을 정

해진 시간 축을 기준으로 sequence를 수행하는지 가지

고 판단하였다. 

Fig. 4 Recognition methods of user’s interaction: 
posture about the arrangement of body parts at any 
moment (Top), gesture by sequence of postures 
(Bottom). 

Fig. 5 Recognition process to detect various postures 
and gestures in our approach.

그림 5에는 다양한 포스쳐 및 제스쳐를 인지하는 방

법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에 입력되는 사

용자의 상호작용을 판단하기 위해 depth 카메라로부터 

사용자의 32개의 특정 joints 위치 정보를 추출하고, 사
용자의 joints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 축에서 위치, 
각도, 가려짐, 속도 등을 계산하였다. 이 정보를 이용하

여 특정 시점에서 사용자가 포스쳐 혹은 제스쳐 동작을 

수행하였는지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 때 6가지 동작 

중에 제일 높은 동작의 점수(Score)가 Threshold (T)보
다 높을 경우 해당 포스쳐 혹은 제스쳐 동작을 사용자가 

수행했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6가지 동작 외에 다른 동

작을 수행한 경우 및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는 

None이라고 설정하였고, T보다 낮은 점수인 경우도 

None으로 인지하도록 하였다. 

Ⅳ. 실험 및 영향 분석

Fig. 6 Results of the effects on co-presence: comparison 
between 2D and hologram-like contents (left), comparison 
between only visualization and visualization with user’s 
interaction (right). Our experiments wer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wo conditions (p<.05).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사홀로

그램 시스템에 투영된 가상 휴먼이 동작하여 반응하도

록 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가상 휴먼과 같은 공간

에 있는지에 대한 느낌에 대한 영향을 실험으로 수행하

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co-presence를 측정

하였고, 이는 가상 휴먼 실험에 효용성을 측정하는 방법

으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다[6-8]. 본 연구에서는 2가
지 단계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2D 환경

과 유사홀로그램 환경에서의 co-presence를 측정하였

다. 이를 위해 모니터 환경과 동일한 조건인 유사홀로그

램 환경을 구성하여 가상 휴먼과 단방향 가시화에 의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유사홀로그램 시스

템 환경에서 더욱 높게 co-presence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었다(그림 6 left 결과 참고). 두 번째 단계는 유사홀로그

램 상황에서 단방향 가시화와 양방향 상호작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가상 

휴먼 피드백은 사용자에게 더욱 더 높은 co-presence 결
과를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그림 6 right 결과 

참고). 2가지 실험은 각각 10명의 사용자가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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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설문서를 통해 7 point 
likert scale 방식의 co-presence를 측정하여 T-test 통계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사홀로그램 장치에 투영된 가상 휴

먼을 이용하여 사용자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이 있는지

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 따르면, 사용자 상호작

용은 양방향 소통의 수단으로 가상 휴먼과 같이 있다는 

느낌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가 있었다. 이
를 통해 유사홀로그램 등 몰입형 가시화에 사용자 상호

작용을 추가한다면 콘텐츠에 몰입이 더욱 높아질 수 있

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 
추후연구로는 사람의 크기로 가시화된 Life-scale의 

가상 휴먼을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에 대해 분석할 필요

가 있겠다. 그리고, 다른 몰입형 가시화 도구인 VR 
HMD(Virtual reality head-mounted display)와 비교 분

석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추가적으로, 상호작용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량적인 방법으로 심장박동 및 피부 전

도율과 같은 physiological measurement를 수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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