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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상세계는 현실과의

유사성 외에 사용자 본인을 대리하는 아바타, 즉 ‘가상의 몸’이 주

어진다는 독특한 어포던스(affordance)를 가지고 있다. 아바타의 몸

을 통한 학습, 즉 체화된 경험(Embodied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3차원 가상세계는 상황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환경으로서 교육적 가능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아바타의 신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비언어적 행동이

학습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면대면 상황에서 표정이나 제스처, 자세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의

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처럼 가상세

계에서도 사용자의 몸을 대신하는 ‘아바타의 몸’을 통한 비언어적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

분 언어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실재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

으로 가상세계에서의 역할놀이 활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세계 역할

놀이에서 아바타를 통해 표현되는 비언어적 행동의 표현 양상은 어

떠한가? 둘째,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은 언어적 메시지와 어떠한 관

련이 있는가? 셋째,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은 학습자의 실재감, 상

황흥미, 인지된 학습결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넷째,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예비교사 36명이 ‘세컨드라이

프(Second Life)’ 조작방법을 실습한 뒤, ‘학교폭력 문제상황’을 해결

하는 시나리오를 그룹별로 작성하였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15분

동안 역할놀이를 실행하였고, 역할놀이 장면을 녹화하고 채팅로그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역할놀이 활동 직후 실재감, 상황

흥미, 인지된 학업 성취에 관한 설문을 실행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후 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가상세계 역

할놀이 활동 및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언어적 행동은 크게 신체언어, 이동, 감정표현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었고, 출현빈도는 신체언어>이동=감정표현 순서로 나

타났다. 둘째, 비언어적 행동과 언어적 메시지 사이에 유의한 양적

관련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셋째, 비언어적 행동은 실재감, 상황

흥미, 그리고 인지된 학업 성취 등의 다른 요소들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호관련성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마

찬가지로 언어적 메시지는 학습자가 느끼는 실재감과 관련되어 있

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빠른 인터넷 속도와 고사양의

컴퓨터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문제 상황에 몰입하여 비언어적

행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세계에 비하여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

의 비언어적 행동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재감이나 상황흥미

등의 요소와 상호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터뷰 결과에서

나왔듯이 ‘체화된 경험’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몸과 뇌, 환경

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학습활동 몰입에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을 가

상세계 학습활동 및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참여자 수를 늘려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하며, 이는 체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3차원 가상세계를

성공적인 상황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의 학습환경으로 활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가상세계, 역할놀이, 비언어적 행동, 체화된 인지

학번: 2013-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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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3차원 가상세계(3D virtual world)는 온라인

학습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토론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게시판 등의

기존 매체에 비해서 더 높은 교육적 활용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

다. 3차원 가상세계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3차원의 공간에 접

속한 사용자가 자신을 대리하는 가상공간의 아바타(Avatar)를 통

하여 다른 접속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백영균, 2010;

Dockey, 2005)으로 린든랩(Linden Lab)에서 2003년 개발한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가 대표적인 예이다.

3차원 가상세계의 어포던스(affordance)1)에 관해 연구한 Dalgarno

와 Lee에 따르면 3차원 가상세계는 표상적 충실도(representational

fidelity)가 높아서 현실과 매우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learner

interaction)이 다른 매체에 비하여 증가한다(Dalgarno & Lee,

2010). 즉,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공간으로 인하여 마치 진짜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물리적 실재감을 느낄 수 있고, 아바

타를 통해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둘 다 활용하는, 비교적 자

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므로 사회적 실재감도 증가한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사회적 실재감과 몰입 및 학업 성취에 관하여 연

구한 조은미, 한안나(2010)에 따르면, 사회적 실재감은 학습몰입을

높여주어 간접적으로 학업 성취 또한 증가시킨다. 3차원 가상세계

1) 어포던스: 행위유발성, 객체와 주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객체가 주체에

게 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속성(Gibso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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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풍부한 맥락과 아바타를 활용한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가 실재감과 학습 흥미를 느낀다

면, 학습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3차원 가상세계의 어포던스는 기존의 채팅이나

문자 기반의 토론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환경이 가지고 있는 실재감

부족 혹은 흥미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다. 또한 실재감과 흥미유발이라는 어포던스를 통하여 3차원 가상

세계는 현실적으로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의료 교육이나 역사 교

육, 과학 교육, 그리고 교사 교육 등의 여러 분야로 점차 확대·적용

되고 있다.

3차원 가상세계의 교육적 어포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활동 중 하나는 역할놀이(role-playing)이다(Gregory & Masters,

2012; 조영환, 홍서연, 이정은, 2014). 역할놀이는 참여자들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Russell & Shepherd,

2010), 가상세계 역할놀이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현실과 유사한

실제적 3차원 공간에서 주제와 관련된 여러 유형의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역할을 맡아 각각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경험

을 할 수 있다(Gregory & Masters, 2012).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

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학습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의 생명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현실에서의 실습이 어려운 의료 교육 분

야나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이 필요한 군사

교육, 그리고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하는 기회가 부족한 교

사교육 분야에서 특히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이 적용되고 있다(백

영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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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세계에서의 역할놀이는 면대면과는 달리 ‘아바타’라는 사용자의

분신을 내세워 실행하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에 맞추어 ‘아바타’의

외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변형은 참여자가 좀 더

역할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Dlagarno & Lee, 2010). 또한 실

제 세계 속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기 보다는 자신을 숨길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동료의

평가나 공동체의 압력에 대한 불안이 적다(Jones, 2007). 실제 초등

학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저성취 아동 지도와 관련된 교수효능

감 향상을 위하여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 모형을 개발, 적용한

연구에 따르면, 가상세계라는 새로운 매체와 역할놀이 형태의 학습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예비교사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

하였다(조영환, 김윤강, 황매향 , 2014). 실제 환자를 학습의 대상으

로 삼기에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의료 교육 분야에서도 가상세

계 역할놀이를 적용한 실습 활동에 관하여 연구하고 실제 교육 현

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백영균, 2010). Antonacci와 Modaress는 캔

자스 대학(University of Kansas)에 가상 의료 진료소를 만들어 의

대 학생들이 의사, 간호사, 환자, 환자 보호자 역할을 3차원 가상세

계에서 나누어 맡은 뒤 다양한 관점에서 환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환자의 병을 진단 및 치료해보는 경험을 하도록 역할놀이를 통한

가상 실습 활동을 설계 및 실행하였다(Antonacci & Modaress,

2008). 그 결과 학생들은 풍부한 실제적 맥락에서 의학적 처방을

경험하고 학생 개개인의 대처방식에 대해 성찰하였으며, 미래에 환

자들과 보호자들을 대할 때의 적절한 태도 및 구체적인 방법을 논

의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가상세계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최대한 잘 활용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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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연구가 그룹 챗(Group Chat)이나

인스턴트 메시지(Instant Message)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비언어

적 상호작용도 반드시 필요(Gajadhar & Green, 2003; 김우룡, 장소

원, 2004)하기 때문에 가상 학습 환경에서도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가 둘 다 필요하다. 김우룡과 장소원(2004)에 따

르면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약 90%가 비언어적 요소

로 이루어져 있다고하며,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적인 내용에 비하여

때로는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3차원 가상세계에서는 ‘아바타’라는 눈에 보이는 대리물을 활용하여

몸짓이나 표정의 변화가 가능하고, 면대면 상황에서처럼 비언어적

요소를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 가상

세계에서 비언어적 요소를 표현하지 않고 단지 문자기반의 채팅이

나 인스턴트 메시지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3차원 가상세계가 가지

고 있는 고유의 어포던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가상세계에서의 비언어적 요소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역할이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가상

세계에서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아바타(avatar)의

외형이나 제스처(gesture), 아바타의 위치나 아바타들 간의 거리 등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여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고 결

과적으로 학습자가 느끼는 실재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을 설계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3차원 가상세계의 어포던스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학습자들 사이에 좀 더 풍부하고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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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가상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포던스를 불완전하게 활용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 상황에 더하여 가상세계에서의 비언어적 요소 표

현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비

언어적 요소 표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가상세계에서의

비언어적 요소는 앞서 언급했듯이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실재감(presence)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실재감은 학습자들이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조은미,

한안나, 2010). 실재감은 현존감이라고도 하며, 마치 실제 3차원 공

간에 있는 것과 같은 물리적 실재감과 물리적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회

적 실재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학습자는 가상세계에 접속

하여 아바타들 간에 상호작용에 참여함으로써 물리적 실재감과 사

회적 실재감을 동시에 느끼고 몰입할 수 있으며, 활동에 흥미를 느

끼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온

라인 학습환경에서의 문자 기반 매체나 도구에 기반하여 언어적 메

시지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관점에서 비언어적 요소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체화된 인지에서는 신체적 경험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학습자가 정보를 처리, 기억하고 표상한다고 주장하고, 신

체와 결부된 행위(behavior)로써의 마음을 강조한다(이정모, 2008)..

이러한 체화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비록 학습자의 실제 신체 또는

실제 행위는 아니지만,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의 몸과 아바타의 행

위가 아바타를 조종하는 학습자의 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가상세계에서의 학습에 체화된 인지 이론을 적용

하여 비언어적 요소를 연구할 경우, 3차원 가상 환경과 아바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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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사이의 상호작용, 아바타들 간의 상황에 적합한 비언어적 의

사소통을 통하여 아바타를 통한 대리적 경험이 가능하고, 이러한

대리적 경험이 학습자의 가상세계를 통한 체화된 경험과 연결된다.

물론 참여자의 몸이 직접 움직이고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을 통하여

아바타를 움직이고, 그러한 아바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가상의

체화된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특히 여태까지의 체화된 경험

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기본적인 과학개념이나 언어분야의 어휘

학습과 관련된 단편적인 이해나 기능 실습(Han & Black, 2011)에

머물렀던 데 비하여 가상세계에서의 역할놀이에 체화된 인지의 개

념을 적용하여 아바타들 간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비언

어적 요소의 역할 및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본 연구는 보

다 비 구조화된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의 비언어적 요소의 역할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아바타를 통하여 어떻게 역할놀이에 참

여하는지를 비언어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가 느끼는 실재

감 및 상황 흥미, 언어적 요소 그리고 학습자가 인지한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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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하여 표현되는 비언어

적 행동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그 효과에 관하여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를 통하여 보여지는

비언어적 행동의 표현 양상은 어떠한가?

나.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은

언어적 메시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다.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과

언어적 메시지는 학습자의 실재감, 상황흥미, 인지된

학습결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라.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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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 3차원 가상세계

: Dickey의 연구에 따르면, 3차원 가상세계란 개인용 컴퓨터를 통

하여 3차원의 공간에 접속한 사용자가 자신을 대리하는 가상공간

의 아바타(Avatar)를 통하여 다른 접속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백영균, 2010; Dockey, 2005). 린든랩(Linden Lab)에서 개

발한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가 대표적인 3차원 가상세계이며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세컨드라이프 사용자는 3600만명을 넘어

섰다(Voyager, 2013).

§ 아바타

: 아바타란 3차원 가상세계 이용자들이 스스로를 재현

(representation)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이콘 혹은 그림이며

(Suler,1997) 이러한 아바타는 가상공간에서 이용자들에게 익명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개인화된 아바타를 통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현실과는 다르게 성별을 바꾸거나 외모를

변형시킬 수 있는 아바타의 자유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욕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다(Schroeder, 2002). 온라인

학습측면에서 아바타의 사용은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을 연결해주며,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 상대를 시각화함으로써 의

미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고 학습 내용 이해를 돕는 장점이 있다

(이건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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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재감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실재감은 물리적 실재감과 사회적 실재감

을 모두 포함한다. 물리적 실재감이란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참여자 본인이 ‘마치 가상세계 안에 내가

있다’는 인식을 하는 정도를 뜻하며 참여자의 몰입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Slater, McCarthy, & Maringelli, 1998).

또한 온라인 학습에서의 사회적 실재감이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서 다른 참여자를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뜻하며 학습

자들이 사회적, 혹은 감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이라고 할 수 있다(Garrison, Anderson, & Archer, 2000). 따라서

사회적 실재감은 원활한 의사소통 혹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

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여 온라인 학습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관한 더욱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

다(Tu, 2000; 권성연, 2012).

§ 상황흥미

: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할 상황흥미는 개인

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흥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상황흥미란

특정 자극이나 상황에 의해 일시적이며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흥미

이다(Anderson, Shirey, Wilson, & Fielding, 1987). 또한 상황흥미

는 개인적 흥미의 발생원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흥미는

개인차가 적고 활동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을 마친 후 즉시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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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언어적 요소

: 비언어적 요소란 동작(gesture) 또는 시간과 공간을 상징으로 하

여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중요 부분이다(Dodd,1982). Samovar와

Poter, Jain(1981)은 인간이나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진, 언어를 제외

한 자극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Goldhaber(1983)는 언어를 제외한 메시지 모두를 의사소통에서의

비언어적 요소라 말했다. 여러 학자들이 언어를 제외한 모든 의사

소통 메시지, 채널, 방식을 의사소통에서의 비언어적 요소로 정의하

고 있다. 특히 가상세계에서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하여 움

직임이나 이동, 외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조작 할 수 있고 의

사표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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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역할놀이

가. 역할놀이

먼저 역할놀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역할놀이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Russell & Shepherd,

2010), 초등 도덕교과에서 윤리교육에 사용되는 역할놀이 학습모형

은 아래와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한 문제 상황을 설정한 뒤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술하고 준비한다.

다음으로는 역할놀이 참가자를 선정하고, 청중의 준비자세를 확인

한다. 이후 주어진 문제 상황에 따라서 역할놀이를 직접 실행한 후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토론하고 평가한다.

역할놀이

상황의

설정과준비

→

역할놀이참가자

선정및청중의

준비자세확인

→
역할놀이

시연
→

역할놀이

토론및

평가

[그림Ⅱ-1] 초등 도덕과 역할놀이 모형(교육인적자원부, 2008)

이러한 역할놀이는 교육의 개인적·사회적 측면에 근거한 경험중심

교수·학습 모형으로(신헌재, 2009)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진 하

나의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관련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확인하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관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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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의 민주적인 방법이며, 학습자의 생각과 태도를 형성-종합-명

료화 할 수 있게 해 준다(박귀자, 이경현, 2008). 또한 Rudra와 그

의 동료들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역할놀이는 비판적 사고, 그룹

내 상호작용,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등의 고차적 사고 과정에 유의

미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Rudra et al., 2011).

나. 가상세계 속 역할놀이

특히 면대면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역할놀이를 실시하게 될 경우 이

러한 역할놀이의 교육적 효과가 가상세계의 어포던스(Affordances)

와 결합되어 독특한 결과를 가져온다. 면대면 역할놀이에서는 현실

속 역할과 주어진 상황 속 역할 간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역할 몰입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데 비

하여, 가상세계에서는 3차원의 실제적인 환경과 역할에 맞추어 외

형을 변경할 수 있는 아바타가 주어지기 때문에 좀 더 주어진 상황

속 역할에 몰입할 수 있다. 또한 현실 속 자신을 드러낼 필요없이

아바타 뒤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할놀이 상황에

서 느낄 수 있는 긴장이나 불안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Jones, 2007). 뿐만 아니라 아바타를 통해서 비언어적

요소를 역할놀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 요소만을 활용하

여 의사소통을 할 경우 발생하는 제한점을 극복하여 좀 더 풍부한

의사소통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가상세계는 현

실과 유사한 학습 환경과 풍부한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한 지식

을 상황에 전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한

다(Dalgarno & Lee, 2010). 가상세계의 역할놀이 활동은 이러한 가

상세계의 어포던스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

으며(Cheong, 2010) 위에서 언급했듯이 안전하지만 실제적인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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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교육 분야에서 이

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Cheong, 2010; Wood & McPhee,

2011).

다.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의 효과

Jamaludin과 Chee, 그리고 Ho는 가상세계 역할놀이를 통해서 안락

사라는 이슈에 관한 지식 구성을 촉진하는 수업에 관한 연구를 실

시하였다(Jamaludin, Chee, & Ho, 2009). 그룹내 학습자들이 사고

로 식물인간이 된 Amy라는 주인공, Amy의 남편, 친구,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의사의 역할을 가상세계에서 수행하였다.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학습자들이 가상세계 역할놀이를 통해서 안락사

라는 이슈를 서로의 입장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섯 번의 가상세계 역할놀이를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해지고 논쟁(argumentation)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

되었다. 특히 참여한 학습자들과 교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

뷰를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 가상세계에서 겪게 되는 체화된 경험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조영환, 홍서연, 이정은, 2014; Jamaludin

et al., 2009). 가상세계가 자신이 담당한 역할에 몰입하게 해 주며,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적 어포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

적인 사고와 표현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조영환 외, 2014;

Jamaludin et al., 2009).

실습 활동에 가상세계 역할놀이를 활용한 연구도 있다. Rudra와 그

의 동료들이 실행한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가상세계에서의 역할

놀이를 통하여 경영 과정을 실습하였는데 학습자들은 3차원의 실

습 환경을 통해 실재감을 느꼈고, 이러한 가상세계 역할놀이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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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영을 체험하고 학습하는데 유용하다고 인식하였다(Rudra et

al., 2011). 이와 유사한 연구로 Antonacci와 Moaress(2008)는 세컨

드라이프 내에 가상의 병원(virtual medical clinic)을 만들고 의대

학생들이 의사, 간호사, 환자,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환

자의 증상을 진단하고 처치하는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였다. 가상세

계 병원에서 상처나 병의 진단과 처방에 관련된 역할에 몰입할 수

있도록 3차원의 환자 이미지, 실제적인 병원 환경과 의료기기 등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가상세계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필요한 의과

적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학습할

수 있었다(Antonacci & Moaress, 2008). 이렇듯 실제적인 맥락을

제공하지만, 실제보다 훨씬 안전한 3차원 환경을 제공하는 세컨드

라이프는 교사교육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앞선 의대 실습 예와

마찬가지로 경험이 부족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가상세계 역할놀

이를 통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면, 같은 문제

상황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

(Gregory & Masters, 2012). 좀 더 구체적으로 가상세계에서의 수

업 실습을 한국 교원대에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Cheong

의 연구에 따르면, 부족한 실습 기회를 실제적인 가상세계 속 교실

에서 역할놀이를 통해 보충함으로써 이러한 가상세계에서의 실습

이 예비교사의 개인적인 교수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Cheong, 2010).

라. 가상세계 역할놀이와 면대면 역할놀이 비교

가상세계와 면대면 상황에서의 역할놀이를 비교한 Gao와 Noh, 그리

고 Koehler의 연구에 따르면, 가상세계에서 역할놀이를 수행할 때

면대면 상황에서 역할놀이를 할 때 보다 학습자들이 보다 더 높은



- 15 -

흥미를 느꼈으며,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등 역할놀이 활동

에 몰입할 수 있었다(Gao, Noh, & Koehler, 2009). 특히 소극적인

성격의 학습자인 경우, 면대면 환경 보다는 가상세계에서 역할놀이

를 할 때 더 편안함을 느꼈고, 다른 조원들을 직접 바라보면서 이야

기해야 할 필요 없이 아바타 뒤에 자신을 감추고 좀 더 솔직한 이

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Gao et al., 2009).

또한 Gregory와 Masters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면대면 역할놀

이와 가상세계 역할놀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역할놀이의 흥미와 몰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으나 면대면 역할놀이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오히

려 가상세계 역할놀이가 실행하기에는 더 수월하다고 답했다. 이는

주어진 상황 및 역할과 상충되는 현실 환경과 참여자의 모습 때문

에 면대면 역할놀이를 실행하는 게 가상세계 역할놀이 실행에 비하

여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가상세계 역할놀이가 면대면 역할놀이보다 언제나 효과적

이라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역할

놀이 활동의 설계 및 교수적 지원에 따라서 가상세계 역할놀이의

효과는 다를 수 있다(조영환, 홍서연, 이정은, 2014). 특히, 가상세계

역할놀이에 참여하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지가 학업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Jamaludin et al., 2009), 이

와 관련하여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의 학습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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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학습자간 상호작용

가. 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상호작용

가상세계에서는 아바타를 이용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모두 가능하다. 면대면 상황과 마찬가지로 3D 보이스 챗을 활용하

여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으며, 그룹챗이나 인스턴트 메시지

를 통하여 온라인 채팅과 같이 문자에 기반한 의사소통도 가능하

다. 특히, 문자 중심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할 경우, 학습자들이 말

한 내용이 ‘채팅 로그’ 라는 형태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역할놀이

를 마친 후는 물론 역할놀이 하는 중간에도 역할놀이 또는 관련 토

론의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성찰을 할 수 있다(이상수, 2004). 세컨

드라이프를 비롯한 3차원 가상세계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도 표현 가능하다. 한 손을 위로 높이 들거나,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어깨를 들썩이면서 양손을 위로 치켜드는

등의 몸동작을 아바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가상세계의 이러한 특

징은 2차원의 온라인 학습 환경이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학습

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비록 가상세계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연구한 사례는 적지만,

온라인과 면대면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이러한 온라인 혹은 면대면 상황

에서의 상호작용 메시지 분석을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조영환, 홍

서연, 이정은, 2014) 학습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된 학습자 간 상호작

용 유형을 <표 Ⅱ-1>과 같이 인지적, 사회적, 운영적 상호작용으

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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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정의

인지적

상호작용

아이디어
정보 제시, 개념 및 원리 설명, 의견 진술

등 생각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진술문

동의 여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

질문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사실, 개념, 인과관계,

가치 등에 관한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언어나 기호를 사용한 자신의 감정 및 정서

표현

결속
조원의 이름 부르기, 인사하기, 친밀감 표현

하기 등 조원들 간의 화합을 촉진하는 표현

운영적

상호작용

계획 학습과정, 순서, 전략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조절
학습활동에 대한 성찰과 그에 따른 행동 수

정 요구

<표 Ⅱ-1> 상호작용 메시지 코딩체계 (조영환, 홍서연, 이정은, 2014)

<표Ⅱ-1>과 같은 코딩 체계를 활용하여 싱가포르의 예비초등교사

50명이 참여한 세컨드라이프 속 가상 역할놀이에서 수집한 메시지

를 분석한 연구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학업성취 및 참여도 인식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조영환 외, 2014). 먼저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교사 역할을 할 때 인지적 상호작용의 한

하위 범주인 아이디어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상호작용 유형

에서 더 많은 메시지를 생성하였다. 이는 역할놀이에서 실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유의미한 상호작용의 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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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단순히 역할놀이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

가 참여 학습자 모두가 공평하게 활동에 참여하고 학습 목표를 성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디자인하고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의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서 학습자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학습

자간 나타나는 상호작용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서 촉진 전략을 다르

게 사용해야 한다(조영환 외, 2014).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학습참여와

학업성취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라인 학습활동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활동

은 학습내용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원경, 황성현,

곽승우, 2006).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관점의 타당성을 논의하며,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학습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derson, Howe. Soden, Halliday, & Low, 2001). 앞서 언급했던

Jamaludin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가상세계 역할놀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안락사에 관한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동료 학습자의 의견에 관하여 반론을 제

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을 다양하게 제

시할수록 사후검사에서 작성한 글의 질이 더 우수하였다. 이러한 인

지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조원들과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하는 사회적 상호작

용도 가상세계 역할놀이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성취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권성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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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호작용에서의 비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몸짓이나 시간 또는 공간을 상징으로 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정성호, 이제영, 이재영, 2004;

Burgoon, Guerrero, & Floyd, 2010). 즉,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란 상

호작용의 한 가지 유형으로 문자·음성 언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기호를 통한 의사소통이다. 몸짓, 손짓, 표정, 눈짓, 자세, 신체적 접

촉은 물론이고, 웃음, 울음, 옷과 화장, 상대와의 거리 등으로 그 범

위가 확장될 수 있다. 의사소통 및 학습자간 상호작용에서 비언어

적 요소가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면

대면 및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의 비언어적 요소는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교한

연구(김우룡, 정소원, 2004; Cassell, Nakano, Bickmore, Sidner, &

Rich, 2002)에 따르면,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문화와 인종에 따라 다르다.

보편적이고 자연적이며 학습되지

않은 행위도 포함한다.

체계화 되어 있다.
체계화되기어렵거나체계화시킬수

없다.

사전(dictionary)이 있다.
수화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전이 없다.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다. 반복해서 물어볼 수 없다.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
내용의 통제와 왜곡이 어렵다.

언어와 내용이 일치한다.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Ⅱ-2>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 비교(Condo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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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2>를 보면 언어에 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체계적 연구

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언어적 요소는 인

간의 학습되지 않은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가 어려워 체계적 연구가 쉽지 않으며 반복 및 통제가 어려워 종종

언어와 상반된 의미를 전달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비언어적 요

소는 언어적 요소에 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흔

히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방의 외모나 동작, 머리 모양, 얼굴

표정 등을 통해 상대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

언어적 표현이 음성언어에 앞서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상

대방을 파악하는 첫 번째 정보는 외모나 얼굴 표정 등과 같은 시각

적 비언어적 단서에 의해 얻어지고, 따라서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

적 표현이 서로 상충될 때는 비언어적 표현이 더욱 신뢰받는다. 그

렇기 때문에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면대면 및 온라인 학

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언어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김우룡, 장소원, 2004).

이는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언급한 가상

세계 역할놀이 연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설문지를 통한 데이터 수

집, 또는 활동 채팅 로그 등의 문자 기반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언

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조영환 외 (2014)의

연구에서도 가상세계 역할놀이에 참여한 예비교사의 상호작용을

문자를 기반으로 한 채팅 내용만을 분석하였다. 이는 가상세계에서

의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조영환, 홍서연, 이정은, 2014;

Zhang, 2013). 하지만 실제 의사소통 및 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이 언어적 요소는 물론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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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면,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의 아바타를 활용한 비언어적 상

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맥락에서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또는 비언어적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성호, 이제영, 이재영의 2004년 연구에서는 대학교수의 수업

방식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에 따라서 대학생의 수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성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분석 결과, 인간적 흥미유발 선호형, 온화한 도시성향 선호형,

적극적 관심 선호형으로 참여 대학생을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생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서 수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

수의 비언어적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수의 수업 방

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드러운 유머를 사용하여 수업의

집중 정도를 높이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맥락에

서 교수가 강의실 내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비언어적 행동이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애착을 매개로 수업

에 대한 몰입,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경탁의 연구

에서는 비언어적 요소에 관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교수가

사용하는 신체언어와 교수의 신체적 외형이 교수에 관한 학생들의

애착에 영향을 주었고, 학생들이 교수에 대하여 애착을 느끼게 되

면 그 교수가 강의하는 수업에 대하여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다(이경탁, 2010).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상황에서의

비언어적 요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학습자가 인지한 학업

성취나 학습자의 교수자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

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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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상세계 속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

가상세계 속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바타 간에

주고받은 언어적 메시지를 분석한 연구에 비하여 적은편이다.

Wigham과 Chanier는 세컨드라이프에서 아바타의 비언어적 의사소

통의 유형(Wigman & Chanier, 2013)를 연구하였다. Wigham과

Chanier는 세컨드라이프에서 아바타를 여러 공간에서 자유 조작하

면서 가상세계 속 의사소통 상황에서 아바타가 보여주는 비언어적

요소를 분류하였다. 기준점으로부터의 아바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

는 근접성, 아바타의 시선이나 자세, 제스처를 포함하는 신체의 움

직임, 그리고 의상이나 아바타의 종류를 포함하는 외형, 이렇게 3가

지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 [그림Ⅱ-2]와 같다.

[그림Ⅱ-2] 세컨드라이프에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 유형

(Wigham & Chani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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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세계 역할놀이라

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아바타의 신체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

존의 분류를 좀 더 연구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HUD(Heads-Up Displays)를 역할놀이에 참여하는 모

든 아바타에게 설치하여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설계한 점을 반영하여 분석 체제를 마련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비언어적 요소에 역

할에 맞춘 아바타를 제공하는 점과 말풍선 형태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HUD를 부착시킨 본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 Ⅱ-3>

과 같은 코딩체계를 개발하였다.

범주 하위범주 정의 예시

신체

언어

제스처

세컨드라이프에서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는 몸짓,

동작, 감정표현(표정)

- 놀리기

- 울기/ 웃기

- 손들기/고개 끄덕

이기

자세
제자리에서의 아바타의

자세변화

- 앉기

- 서기

이동
아바타

이동
아바타의 이동

- 달리기

- 날기

감정
HUD

사용

아바타의 오른쪽 귀옆에

보이는 말풍선 형태의 비

언어적 요소

- 웃는 표정

- 우는 표정

- 하트

<표Ⅱ-3>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 코딩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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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코딩체제를 기준으로 여러 상황에서의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아바타의 ‘신체’가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바타를 통한 간접

적인 체화된 경험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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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실재감과 체화된 경험

가. 체화된 인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ngnition)’에서는 신체적 경험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학습

자가 정보를 처리, 기억하고 표상한다고 주장하고, 신체와 결부된

행위(behavior)로써의 마음을 강조한다(Varela, Thompson &

Rosch, 1991; 이정모, 2008).

체화된 인지는 인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이와 관련

하여 크게 3가지 가정(hypothesis)이 존재한다(Shapiro, 2011).

첫째, Varela와 Thomson, 그리고 Rosch가 주도하여 온

Conceptualization hypothesis(개념화 가정)이다. ‘개념화’는 어떤 개

체가 가지고 있는 ‘몸’과 그 몸이 습득할 수 있는 ‘개념’ 사이에 어

떠한 관련성(connection)이 있다는 가정이다(Varela, Thomson, &

Rosch, 1991). 이 관련성은 ‘습득’의 과정을 ‘몸’이 제한하며 개체마

다 서로 다른 ‘몸’의 구조가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

하도록 한다고 예측한다.

둘째, dynamical(역동적) 접근을 대표로 하는 Replacement

hypothesis(교체 가정)이다. 이는 기존의 정보처리 이론을 대체하여

뇌의 과장된 역할을 인정하고, 몸과 뇌,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정보처리 이론에서 인지를 환경

과 뇌의 순차적 정보 처리 과정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인지를 몸

과 뇌와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셋째, Constitution hypothesis(구성 가정)은 인지 과정이 뇌 속에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를 넘어서 확장된 영역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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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즉, 몸이 바로 마음의 일부이며 마음이 몸

을 넘어서 세계의 일부까지 뻗어나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 가상세계에서의 체화된 경험

기존의 정보처리 이론이 아닌 ‘체화된 인지’ 패러다임을 ‘3차원 가

상세계와 아바타의 몸’에 적용하면 비록 아바타가 학습자의 실제

신체 또는 실제 행위는 아니지만,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의 몸과

행위가 아바타를 조종하는 학습자의 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체감형 게임에서 ‘체화된 경험(Embodied Experience)’에 관하여 연

구한 김은정은 가상세계에서의 역할놀이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체

감형 게임 참여자는 다양한 가면을 쓰게 된다고 말한다. 체감형 게

임은 일종의 가면이 되어 참여자가 ‘나 아닌 것으로 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 특히 마우스나 키보드로 신체적 조작이 제한되

지 않는, 키넥트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하는 체감형 게임의 경우 체

화된 경험을 가상세계를 통해 느낄 수 있고 실재감이 극대화 되고

흥미를 느낄 수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김은정, 2010).

마찬가지로 가상세계에서의 학습에 체화된 인지 이론을 적용하여

비언어적 요소를 연구할 경우, 3차원 가상 환경과 아바타의 신체

사이의 상호작용, 아바타들 간의 상황에 적합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을 통하여 아바타를 통한 대리적 경험이 가능하고, 이러한 대리적

경험이 학습자의 가상세계를 통한 체화된 경험과 연결된다. 물론

참여자의 몸이 직접 움직이고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 비언어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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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키보드와 마우스 등의 컨트롤러 조

작을 통하여 아바타를 움직이고, 그러한 아바타의 비언어적 상호작

용이 가상의 체화된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다만 여태까지의

체화된 경험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과학적 지식이나 언어분야의

어휘 학습과 관련된 단편적인 이해나 기능 실습에 머물렀던 데 비

하여 가상세계에서의 역할놀이에 체화된 인지의 개념을 적용하여

아바타들 간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비언어적 요소의 역

할 및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다

면 보다 비 구조화된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의 비언어적 요소의 역

할에 관한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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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

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이 언어적 메시지

와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황흥미, 실재감, 인지된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

고,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아바타가 표현

하는 비언어적 행동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가상세계에서 관찰 가

능한 비언어적 요소의 표현과 관련된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의 비언어적 요소를 연구할 수 있는 코딩 체

제를 개발하고, 전문가 타당화를 거쳐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 봄으

로써 가상세계 역할놀이 상황에서의 아바타의 비언어적 표현 요소

를 분류하였다. 또한 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언어적 메시지를 분류

하고 그 역할을 살펴본 선행연구(조영환 외, 2014)를 바탕으로 언

어적 메시지를 분석한 뒤, 비언어적 표현요소와 언어적 메시지 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

았다. 더불어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으로 밝혀진 실재감뿐만 아니라, 상황흥미, 그리고 학습자가 인지한

학업성취와 비언어적 표현 요소가 어떠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는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가 표현하는 비언어적 행동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중 10명

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29 -

1. 연구 참여자

경기도 소재 A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 예비교사 3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생활지도 과목 수강생들로, 교육과정 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에 참

여하였다. 6명씩 6개의 그룹을 만들어 교사, 가해학생, 피해학생, 방

관학생 등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3차원 가상세계인 ‘세컨드 라이

프’ 내에 마련된 교실에서 학교폭력 상황에 대처하고 이를 해결해나

가는 과정을 역할놀이로 실행하였다. 36명의 수강생들 중 사전 설문

에는 참여하였으나, 가상세계 역할놀이와 사후 설문에 참여하지 못

한 2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3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여자의 평균나이는 24.3세(표준편차 2.6세)였으며, 여성은 23

명 남성은 11명이었다.

가상세계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역할놀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특성상 실제 가상세계관련 경험의 유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3차원 가상세계나 온라인

게임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였다. 사전 설문 결

과 본 연구에서 학습 환경으로 제공한 ‘세컨드 라이프’를 이전에 사

용해 본 학생은 총 5명으로 전체의 14.7% 였다. 게다가 경험해 본 5

명의 참여자들 모두 처음 한국에 ‘세컨드 라이프’가 출시되었을 때

잠깐 접속해 본 정도의 사용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절반 이상의 학

생이 3차원 온라인 게임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연구

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3차원 가상세계에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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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진행절차는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3차원 가상세계인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를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 초등 교사인 참여자들에게 3차원 가상세

계에서 역할놀이를 통하여 학교폭력 문제 상황을 협력적으로 해결

할 것임을 안내하였고, 본격적인 역할놀이에 앞서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이용하여 간단한 인구통계

학적 정보(생년, 성별, 전공, 가상세계 사용 경험 정도 등)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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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가상세계를 사용한 경험이 부족

하였고, ‘세컨드라이프’ 라는 프로그램 사용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1

시간 동안 가상세계 프로그램 실습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우선

‘세컨드라이프’ 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은 뒤 개인별로 프로그램

을 탐색해보고, 조교의 안내에 따라 아바타를 조작하였다. 특히 아

바타의 이동이나 제스처, 자세나 외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표

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습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가상세계 역할놀이를 위한 구체적인 학교폭력 문제 상황

을 제시하였고, 참여자들은 6명으로 구성된 그룹별로 학교폭력 문

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역할놀이용 시나리오로 작성하였다. 각각의

그룹은 교사역할 1명(지원 役), 가해학생 1명(경준 役), 피해학생 1

명(선우 役) , 방관학생 3명(순혁 役, 희경 役, 진희 役)으로 구성되

었고, [그림 Ⅲ-2]과 같이 역할에 맡는 외형을 가진 아바타를 제공

하였다.

[그림 Ⅲ-2] 교사와 학생 아바타 모습

그룹별로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15분간 세컨드라이프 상에

마련된 가상 교실에서 역할놀이를 실행하였다. 참여자들은 각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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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할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요소를 표현하였다. 역할놀이 참여자가 조작하

는 아바타를 통해 표현되는 비언어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캠타

시아 8.0 프로그램을 통해 15분간의 역할놀이 장면을 녹화하였다.

또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요소표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역할놀이가 모두 끝난 뒤 언어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채

팅로그를 그룹별로 수집하였다.

[그림 Ⅲ-3]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에 참여 중인 학생

역할놀이가 끝난 직후 참여자들의 실재감과 상황흥미, 인지된 학업

성취를 구글 드라이브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이때, 각각의 요

소와 관련하여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Likert형 척도에 따라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에서 언급

했듯,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과 사후 설문에 참여하지 못한 2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을 마친 뒤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

관심을 보인 1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전체 활동과 비언어적 요

소 표현에 관하여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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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한

뒤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에 대한 인식과 비

언어적 요소 표현에 관한 장단점 및 개선 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 34 -

3. 측정 도구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 직후 설문을 통해 실재감, 상황흥미, 인지

된 학업 성취를 측정하였다. 이에 사용된 설문 문항(측정 도구)과

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사용한 인터뷰 문항 모두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뒤 사용하였

다. 수정한 문항의 내용 적합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공학 박사 3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각 요인에 대한 Cronbach α값을

산출하여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가. 실재감

1) 물리적 실재감

Slater, McCarthy, 그리고 Maringelli(1998)에 따르면 물리적 실재

감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으로써, 참여자 개인이 그곳에 있다

고 느끼는 정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재감과 언어적 메시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던 조영환, 홍서연, 이정은(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4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Slater와

McCarthy, 그리고 Maringelli(1998)이 개발한 물리적 실재감 측정

문항을 ‘참여자가 가상 교실 내에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문항이고(α=.64)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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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실재감(Physical Presence)

내가 가상 교실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상 교실에 내가 이전에 방문한 어떤 곳과 비슷했다.

내가 실제로는 가상 교실 안에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R)

내가 가상 교실 안의 책상에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표 Ⅲ-1> 물리적 실재감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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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은 크게 Co-Presence, Intimacy, Immediacy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Wei, Chen, 2012). 사회적 실재감 문항 역

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조영환 외, 2014)을 번역하여 영

역별로 4문항씩 설문에 사용하였다. 원 문항의 각 영역별 α 값은

.70, .92, .73 이며, 물리적 실재감과 마찬가지로 7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사회적 실재감의 구체적인 문항은 <표 Ⅲ-2>와 같다.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

Co-Presence

가상교실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상교실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R)

가상교실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가상교실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근처에 있다고 느꼈다.

Intimacy

가상교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했다.

가상교실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

가상교실 안의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졌다.

가상교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R)

Immediacy

가상교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었다.

가상교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R)

가상교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주었다.

가상교실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표Ⅲ-2> 사회적 실재감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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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황흥미

Hidi와 Renninger(2006)에 따르면, 상황흥미는 일시적이고 즉각적

인 환경적 자극이나 상황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의 집중이나 적극적

인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otgans와

Schmidt(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상황흥미 측정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원 문항의 신뢰도는 .75이다. 실재감 문항과는 달리 5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상황흥미(Situational Interest)

나는 이번 시간 수업 활동이 재미있다.

나는 이번 학습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나는 지금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

<표 Ⅲ-3> 상황흥미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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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된 학업성취

인지된 학업성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학업 성취가 아닌 개인이 특

정한 활동 후 학습 목표 성취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스스로 판

단하는 주관적인 학업성취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영환, 홍서연, 이

정은(2014)의 연구에서 개발한 인지된 학업 성취 문항을 ‘학교폭력

의 예방 및 대처’라는 학습 주제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

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사전-사후 평가로 객

관적인 점수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법 대신, 참여자가 인지하는

학업 성취 수준을 3차원 가상세계 활동 직후 자기보고식 설문형태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상황흥미 문항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구

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Ⅳ-4> 과 같다(α=.79).

인지된 학업성취(Perceived Achievement)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학습하였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표 Ⅳ-4> 인지된 학업성취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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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언어적 요소 표현에 관한 인터뷰 문항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각각 30분간 진행되는 인터뷰를 위하여 본 연

구에 사용한 도구(컴퓨터, 가상세계-세컨드라이프)와 사전 경험 및 지

식, 비언어적 요소 표현의 장단점,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인터뷰 문항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문항은 <표 Ⅲ-5> 과 같다.

학교폭력에 관해서 이전에 배운 적이 있나요?

학교폭력이라는 주제가 흥미로웠나요?

이전에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이번에 가상세계 역할놀이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가상세계 역할놀이에 필요한 기능들을 설명하고 실습을 하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세컨드라이프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세컨드라이프 안의 가상교실이 현실과 유사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 점이 역할놀이를 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세컨드라이프의 아바타가 역할놀이에 도움이 되었나요? 채팅 툴과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가 도움이 되었나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인터넷 속도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 다른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계획한 해결책을 가상세계에서 역할놀이로 실행해 보았는데

어떠했나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아바타를 움직여서 다른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런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과 단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Ⅲ-5> 인터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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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먼저 비언어적 요소 표현과 언어적 메시지를 수집한 뒤, 선행연구

로부터 도출한 코딩 체제에 맞추어 분류하여 각 하위 항목별 출현

수를 분석하였다. 비언어적 행동을 담고 있는 비디오 자료를 분석

하는 방법은『 Video research in the learning sciences』

(Goldman, Pea, Barron, & Derry, 2007)의 내용을 참고하여, 1분

단위로 분절한 뒤, 각각의 요소가 단위 시간별로 출현하는지 여부

를 평정하였다(Derry et al, 2010). 또한 언어적 메시지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코딩체제(조영환 외, 2014)를 기준으로 채팅로그

를 의미단위로 분절하여 각각의 문장이 어느 코딩체제 영역에 해당

되는지를 평정하였다. 이 때 평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공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동료 연구자와 함께 각각 1회씩

총 2회 평정하였다. 신뢰도를 살펴보면, 연구자와 동료 연구자의 평

정결과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을 제거한 평정 일치도, 즉 Cohen’s

Kappa 계수를 구한 결과 .906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후 연구

자와 동료 연구자의 협의를 통하여 평정 결과를 완전히 일치시킨

뒤 비언어적 데이터와 언어적 메시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과 2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 후 실시한 설문의 타당도 및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메시지, 실재감, 상황흥미, 인지된 학업성

취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연구문제 3

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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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한 뒤 전사 자료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전사 자료를

의미를 기준으로 분절한 뒤, 아바타의 비언어적 요소 표현을 중심

으로 장점과 제한점, 그리고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구

문제 4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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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비언어적 행동의 표현 양상

아바타가 표현한 비언어적 요소를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분류 기준

([그림 Ⅱ-2])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총 15분간의 가상세계 역할놀이

를 녹화한 비디오를 1분 단위로 분절하였으며, 각 단위당 비언어적

요소의 출현 여부를 0 혹은 1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로 2개씩 무작위로 녹화 파일을 선택하여 우선 분석한 결

과 코딩 체제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였다. 첫째, 각각의 참

여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같은 외형을 가진 동일한 복장의

아바타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외형범주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

다. 그러므로 아바타의 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외형

범주는 제외되었다. 둘째, 기존의 3차원 가상세계에서는 프로그램에

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제스처와 이동 메뉴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수월한 비언어적 요소 표현을 위하여

HUD(Heads-Up Display)라는 특수한 장치를 모든 아바타에게 탑

재하였다. HUD는 일종의 말풍선으로 정해진 6개의 감정 중에서

선택만 하면 바로 아바타의 머리 옆에 감정을 나타내는 말풍선이

[그림 Ⅵ-1]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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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HUD 사용 모습

HUD를 사용하면 감정 표현이 수월하고, 감정 표현 여부를 즉각적

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여자가 HUD를 역할놀이

상황에서 1번 이상 사용하였다. 이러한 실제 데이터에서의 비언어

적 행동 출현을 반영하여 HUD 사용 항목을 비언어적 요소 코딩

체제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 언어를 단순히 제스처 메뉴를

사용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앉거나 서는 등의 이동 없이 자세

를 변경하는 비언어적 요소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장하여 범주

를 재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아바타의 신체적 행동

분류기준을 실제 아바타가 비언어적 요소를 표현하는 장면이 녹화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정하여 분석을 위한 코딩 체제를 개발하였

으며 이를 교육공학 박사 2인과 교육공학 박사 수료 1인이 타당화

하였고, 그 결과 <표 Ⅳ-2>와 같은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

의 비언어적 행동 코딩 체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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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

범주
정의 예시

신체

언어

제스처

세컨드라이프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몸짓, 동작,

감정표현(표정)

- 울기/ 웃기

- 손들기/고개 끄덕

이기

자세
아바타가 표현가능한 몸의

자세(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 앉기

- 서기

이동
아바타

이동
아바타의 이동

- 달리기

- 날기

감정
적합한

HUD

아바타의 머리 옆에 보이는

말풍선 형태의 감정표현

- 웃는 표정

- 우는 표정

- 물음표

<표 Ⅳ-2>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 코딩 체제

타당화 받은 코딩체제로 34개의 아바타가 표현한 비언어적 요소를

녹화한 동영상을 분석하였고 비언어적 하위 요소별 기술통계치를

<표 Ⅳ-3>에 제시하였다. 동영상 녹화 과정에서 발생한 결측치를

제외한 34개의 녹화 파일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비언어적 요

소 중에서 제스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자세변

화시키는 행동이 많이 사용되었다. 키보드의 방향키 조작과 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조작 가능한 아바타의 이동(공간 언어)과 HUD 사

용은 동일하게 평균 1.79회 관찰되었다. 모든 비언어적 요소를 합한

경우의 평균값은 8.55회로 15분 영상을 1분 단위로 분절하여 분석

했음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역할놀이 과정 중에서 57% 정도 비언

어적 요소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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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소 평균 표준편차

신체 언어
제스처 사용 2.71 1.75

자세 변화 2.26 1.46

이동 이동 1.79 1.82

감정 사용 1.79 2.48

비언어적 요소 합계 8.55 4.62

<표 Ⅳ-3> 비언어적 요소 표현 횟수 평균과 표준편차

가상세계 역할놀이를 그룹별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각 그룹 내의 비

언어적 행동 표현 양상에 대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다.

<표 Ⅳ-4>는 각 그룹별 비언어적 행동 표현 횟수를 보여준다.

하위요소 1 2 3 4 5 6 합계

신체 언어
제스처 사용 19 11 19 18 18 15 100

자세 변화 18 10 10 12 11 18 79

이동 이동 29 5 7 7 5 8 61

감정 사용 15 20 0 4 3 19 61

비언어적 행동 합계 81 46 36 41 37 60 301

<표 Ⅳ-4> 각 그룹별 비언어적 행동 표현 횟수

<표 Ⅳ-4>에 따르면 그룹 1이 총 81회로 아바타가 비언어적 행동

을 가장 활발하게 표현하였고, 그룹 3이 총36회로 가장 적게 비언

어적 행동을 표현하였다. 두 그룹의 비언어적 행동 표현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하위 요소는 감정을 표현하는 HUD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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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은 15회 사용으로 평균적으로 1분에 1회씩 HUD 사용을 통

하여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그룹 3은 15분간의 역할놀이에서 단 1

회도 HUD 사용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룹 3에 속한 한

참여자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UD는 또 막상 안 쓰게 되더라고요. 종류가 좀 적어서 쓰기

애매한 게 물음표, 느낌표, 웃는 거 이런 거 있었는데

느낌표를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한 두 개씩

빼다보니까 계속 웃는 표정만 하고 있고 좀 시무룩할 때

이것만 쓰고 좀 광범위한게. 언제든 써도 된다는 건, 또

언제든 안 써도 된다는 말이어서....

그룹 3에 속한 참여자 김지환(가명)의 인터뷰 중

이를 통하여 HUD사용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고,

감정을 세분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HUD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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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메시지 간의 관련성

언어적 메시지는 조영환, 홍서연, 이정은(2014)의 선행연구에서 개발

한 코딩체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표 Ⅱ-1> 참고). 크게 인지적

영역, 사회적 영역, 운영적 영역으로 메시지를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의 하위요소별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Ⅳ-4>에 제시하였다.

하위범주 평균 표준편차

인지적

상호작용

아이디어 8.97 6.44

동의 여부 2.79 3.16

질문 2.38 2.82

인지적 범주 합 14.15 10.38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5.35 5.10

결속 2.62 3.90

사회적 범주 합 7.97 7.88

운영적

상호작용

계획 1.09 1.91

조절 3.00 3.53

운영적 범주 합 4.09 4.76

언어적 메시지 합계 26.21 19.67

<표 Ⅳ-4> 언어적 메시지의 하위 범주별 출현 평균 및 표준편차

언어적 메시지 중에서 인지적 범주가 평균 14.15로 가장 많이 사용

하였고, 이어서 사회적 범주 메시지, 운영적 범주 메시지 순으로 나

타났다. 인지적 범주 내에서는 아이디어를 진술하는 메시지가 평균

8.9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 또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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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메시지(동의 여부)와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대답

을 요구하는 메시지(질문), 즉 나머지 하위 범주 2가지는 15분의

채팅에서 평균 3회 미만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범주에서는 역할놀

이 상황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정서관련 언어 메

시지가 평균 5.35회로 전체 7가지의 메시지 종류 중에서 2번째로

자주 관찰되었다. 또한 운영적 범주에서 학습활동에 대한 성찰과

그에 따른 행동 수정을 요구하는 조절 메시지의 평균값이 3으로 세

번째로 자주 관찰되는 메시지로 분석되었다.

비언어적 요소 표현 정도와 언어적 메시지 양 사이에 어떠한 상호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메시지의

하위 범주를 대상으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비언어적 요

소의 분포가 정규분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 전 비언어적

행동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규성 검증을 하였다. 수집한 비언어적

행동 데이터는 세컨드라이프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된 하드웨어적

인 문제(느린 인터넷 속도, 낮은 컴퓨터 사양 등) 때문에 정적 편

포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변수

변환을 실행하였다. 0이 포함된 정적 편포 데이터였기 때문에 각

데이터 값에 을 취한 뒤 상수 1을 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여(Osborne, 2010; Howell, 2011)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변수

를 변환하였다. 범주별 상관계수는 아래 <표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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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비언어_자세

2. 비언어_제스처 -.07

3. 비언어_이동 .09 .65**

4. 비언어_감정 -.19 .26 .10

5. 언어_아이디어 -.03 .07 .11 -.16

6. 언어_동의 여부 -.02 .48** .26 .25 .47**

7. 언어_질문 .16 -.06 .11 -.18 .70** .21

8. 언어_정서 -.10 .01 -.04 .07 .64** .55** .37*

9. 언어_결속 .04 .01 .05 .16 .56** .42** .62** .52**

10. 언어_계획 .19 .10 -.04 -.11 .45** .15 .57** .03 .48**

11. 언어_조절 -.04 -.22 -.24 -.35* .42** .13 .60** .04 .34 .48**

<표 Ⅳ-5>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메시지의 하위 범주별 상관계수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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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비언어적 요소 표현 정도와 언어적 메시지

양 사이에 어떠한 상호관련이 있는지 각각의 하위범주별로 상관분

석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나 대부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다만

비언어 요소에서의 ‘제스처’ 범주와 언어적 메시지의 ‘동의 여부’ 범

주 사이의 상관계수가 .65로 나타났으며(p<.01) 이는 두 범주 사이

에 뚜렷한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언

어적 행동 중 ‘감정’ 요소가 언어적 메시지의 ‘조절’ 요소와 .35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이는 HUD 사용을 통하여 감정을 표현

하는 행동과 채팅창에서 역할놀이 운영과 관련하여 학습활동에 대

한 성찰 및 그에 따른 행동을 수정하는데 사용되는 운영적 ‘조절’

메시지가 약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메시지 사이의 관련성은 대부분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지만 비언어적 요소 내의 하위 요소별 상관관계와

언어적 메시지 내의 하위 요소별 상관관계에서는 몇 가지 유의한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첫째 비언어적 요소의 하위 범주 중에서 ‘자

세’ 범주와 ‘이동’ 범주는 .48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가상세계 내

에서 아바타의 이동과 자세 변경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해준다. 둘째, 언어적 메시지의 하위 범주 중에서 정보를 제시

하거나 개념 및 원리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등 생각을 언어

적으로 표현하는 진술문에 해당되는 ‘아이디어’ 범주는 나머지 언어

적 메시지의 하위 범주와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이디

어’ 범주 외에도 ‘질문’ 범주 역시 ‘정서’(p<.05), ‘결속’(p<.01), ‘계

획’(p<.01), ‘조절’(p<.01)의 언어적 메시지 하위범주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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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비언어적 행동과

언어적 메시지, 그리고 실재감, 상황흥미,

인지된 학업성취간의 관련성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메시지가

실재감, 상황흥미, 인지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

서 각 요인 사이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비언어적 행동

은 아바타의 제스처와 자세변화를 신체 요소로 묶었고, 이 외 이동

요소, 감정 요소 3가지로 상관분석에 투입하였다. 언어적 메시지는

인지적/사회적/운영적 하위범주로 묶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재감 요소도 물리적/사회적_Co_Presence/사회적_Intimacy/사회적

_Immediacy로 크게 묶어서 분석하였다. 변환한 비언어적 행동 데

이터와 언어적 메시지 데이터, 실재감, 상황흥미, 인지된 학업 성취

등 총 12가지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한 상관분석표는 <표 Ⅳ-6>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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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비언어_신체

2. 비언어_이동 .63**

3. 비언어_감정 .10 .10

4. 언어적_인지 .06 .19 -.07

5. 언어적_사회 -.08 .08 .13 .75**

6. 언어적_운영 -.08 -.18 -.31 .54** .24

7. 상황흥미 .22 -.08 .04 .29 .34 -.07

8. 물리적실재감 .12 -.07 -.01 .10 .17 .02 .62**

9. 사회적실재감CP .28 .27 .09 .20 .19 .08 .44** .46**

10. 사회적실재감IT -.04 -.16 .01 .10 .18 -.03 .63** .67** .43**

11. 사회적실재감IM .02 .14 .09 .27 .35* -.15 .35* .43* .20 .58**

12. 인지된 학업성취 .24 .10 -.07 .13 .29 -.17 .58** .63** .53** .49** .28

<표 Ⅳ-6> 비언어적 요소, 언어적 메시지, 상황흥미, 실재감, 인지된 학업성취 간의 상관계수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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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소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언어적 요소의 모든 하위 요

소는 상황흥미, 실재감, 인지된 학업성취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반면 언어적 메시지 중에서 참여자의 감정 및 정서를

표현한 ‘정서’ 범주와 상대의 이름을 부르거나 인사하기, 친밀감을

표현하는 등의 역할놀이 참여 조원들 간의 화합을 촉진하는 ‘결속’

범주를 포함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메시지’는 사회적 실재감 중

Immediacy와 .35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05). 사회

적 실재감의 하위요인 중 Immediacy는 즉시성 혹은 근접성을 뜻하

며, 언어적 메시지 중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많을

수록 상대방과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실재감 중

Immediacy가 높게 느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황흥미

와 인지된 학업 성취 요소가 실재감 요소(물리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_Co Presence, 사회적 실재감_Intimacy, 사회적 실재감

_Immediacy)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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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

인터뷰에 참여한 10명의 기초 정보 및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 상황은 <표 Ⅳ-7>과 같다. 인터뷰 참여자 중 50%가 본 연구

에서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3차원 온라

인 게임을 사용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3차원 온라인 게임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그룹과 사전 경험이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 비

언어적 요소 표현 출현 횟수에 대한 그룹별 평균 비교를 해 본 결

과 사전 경험이 있는 그룹의 평균값은 13.4(표준편차 = 6.07)이고,

사전 경험이 없는 그룹의 평균값은 5.6(표준편차 = 1.34)로 사전 경

험이 있는 그룹이 비언어적 요소를 더욱 더 많이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아바타 행동 조작

및 세컨드라이프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인터뷰 문항에 대한 응답

을 통하여 3차원 가상세계에 대한 사전 경험 여부가 가상세계 역할

놀이 활동 및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 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

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세컨라이프 막 초기에 한번 들어간 본적도 있고 3D

게임 같은 거, 미비노기 이런 거도 한적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세컨라이프랑 아바타 조작 하는 건 편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김윤희(가명)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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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라이프를 할 때 게임을 즐겨하는 친구들은 즐겁게 하고

아바타도 잘 다루는데... 저는 게임을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참여자 이지나(가명)의 인터뷰 중

이상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3차원 세계에 대한 사전 경험이 가상세

계 역할놀이 활동과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 표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사전 경험을 가장 첫 시간에 진행했던 실습 시간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

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아바타 제스처 메뉴, HUD 부착물, 채

팅툴, 마우스, 키보드)와 3차원 가상세계 환경(세컨드라이프)이 기

존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3차원 가상세계(상업용 3D 게임,

MMORPG 게임 등)에서 사용하는 도구(헤드셋, 보이스 채팅, 쉬운

단축키 등)와 관련된 경험과 괴리가 컸기 때문에 단조로움을 느끼

기도 하였다.

여기선 채팅을 하잖아요. 그냥 게임에서도 많이 하는데 토크온

같은 게 있는데 그냥 헤드폰 끼고 말로 계속 하는 거에요. 다

같이 여러 명이서. 그것도 동시에 말하면 동시에 들려요.

실제로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한다고 못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동시에 말하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바로 내가

할 말 다하고 훨씬 빨리 되니까... 어느 누구든 타자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참여자 최지현(가명)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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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많이 해봤는데... 옛날에는 리니지같은 것도 해봤었고...

요즘에는 리그오브레전드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게임은 워낙

많으니까.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저는 가상 그걸 하는 게 좀

그랬던 게...

컴퓨터 자체도 너무 느리고 소프트웨어? 그 세컨드라이프

프로그램자체도 완벽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참여자 도경준(가명)의 인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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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가명)
성별

가상

세계

경험

사전

이해도

비언어

신체

비언어

이동

비언어

감정

언어

인지

언어

사회

언어

운영

상황

흥미
실재감

인지된

학업

성취

사후

이해도

1 이지나 여 없다 3.25 4 0 0 5 1 2 4.67 5.04 3.00 3.25

2 김예지 여 없다 2.75 3 0 2 5 3 1 3.33 4.29 3.50 3.25

3 박재우 남 없다 2.25 3 2 0 25 13 1 3.00 3.33 3.50 3.50

4 문희진 여 없다 2.75 5 2 0 13 8 0 4.00 4.50 3.00 3.75

5 김민정 여 없다 2.50 5 1 1 2 3 2 3.33 5.75 3.50 4.25

6 도경준 남 있다 3.25 5 0 2 8 2 1 4.33 4.29 3.50 3.75

7 김지환 남 있다 3.50 5 2 0 7 2 3 2.67 4.58 2.50 4.00

8 박종호 남 있다 2.50 3 6 6 11 6 4 2.00 3.75 2.25 3.25

9 최지현 여 있다 1.75 10 6 3 16 3 1 3.67 4.00 3.25 4.00

10 김윤희 여 있다 2.00 10 3 9 26 21 4 4.33 4.25 3.25 3.75

<표 Ⅳ-7> 인터뷰 참여자 기초 정보 및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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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다양한 활동 모습을

보여준 인터뷰 대상자들은 각기 다른 활동 모습만큼 아바타를 통한

비언어적 행동 표현과 전체 활동을 통한 학습 결과에 대하여 다양

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아바타를 통한 비언어적 요소 표

현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을 긍정적인 요

소와 부정적인 요소나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Ⅳ-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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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Ÿ 세컨드라이프에서 직접 해봤잖아요. 비언어적 활동이라던지, 언어적 활동이라던지 해봤

는데 그런 걸 통해서 글로 쓰는 거랑 직접 또 말로 행동으로 하는 거랑 다
르잖아요. 그 차이를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말
해야 할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Ÿ 제스처나 HUD도 감정을 표현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
아요.

Ÿ 비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깐 채팅창만 보면서 입력하지 않고, 다른 아바타의 행
동이나 표정을 살펴보면서 거기 맞춰서 역할놀이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표정이 어떤지 뭐 이런 반

응이나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Ÿ HUD 말풍선은 제일 편해서 많이 사용했어요.
Ÿ 그냥 켜 높으면 올라가 있다가 제가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HUD가 쓰

기 좋았어요.
Ÿ 역할놀이 할 때나, 제스처나 HUD 그런 걸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문자채팅보다

는 세컨드라이프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Ÿ 비언어적 표현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표현에 도움이 되는 기능도 있고... 그런 부분

은 재미있고, 참신했어요.

부정적

Ÿ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비언어적 요소 표현
이나 아바타 조작하는 게 수월할 것 같은데...

Ÿ 주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비언어적 행동은 그냥.. 어... 솔직히 모둠
이 가까이 있으니까 치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그 컴퓨터를 통한 비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닌 면대면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된 것 같아요.

Ÿ 비언어적 행동은 채팅창에 집중하느라... 나름 눌러보기는 했는데, 잘된 것 같지
도 않고 반응도 없고, 한 개 했던 게 제가 피해자 역할을 했을 때 우울했던 표정 
짓기? 그 이후로는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 같아요.

Ÿ 비언어적 표현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다양하지도 않
고, 음... 그래서 생각했던 것 보다 실제처럼 하기 힘들었어요. 비언어적 행동 표현 
메뉴가 실제 맥락에 맞는 비언어적 표현을 하는데 부족한 것 같기도 해
요.

Ÿ 저는 좀 더 단축키 같은데 익숙해지면 그래도 좀 더 비언어적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Ÿ 비언어적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동시에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표 Ⅳ-8> 비언어적 요소 표현에 대한 참여자들의 긍정적 &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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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를 통해 표현하는 비언

어적 행동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참여자들의 학습과 어떠한 관

련성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크게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

에서의 비언어적 행동 분석 및 그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확인하

는 연구와 비언어적 행동과 언어적 메시지, 상황흥미, 실재감, 인지

된 학업 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 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에서는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과 연관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가상세계 역할놀이 과정에서 아바타가 표현하는 비

언어적 행동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코딩 체제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아바타의 제스처와 자세 변경으로 구성된 신체 언어, 아바타

의 수평 및 수직 방향 위치 변화와 이동을 나타내는 공간 언어, 그

리고 감정표현을 위한 HUD 사용의 3가지 하위 범주로 나뉘어졌

다. 특히 HUD를 통한 감정 표현의 경우, 본 연구에서 비언어적 요

소를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아바타에

부착한 장치로써 연구문제 4의 비언어적 요소 표현에 관한 인식 조

사를 위한 인터뷰 결과, 다른 비언어적 행동(제스처, 자세 변경, 이

동 등) 에 비하여 사용이 편리하고 역할놀이에 참여중인 다른 아바

타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공

된 HUD의 종류가 6가지 제한적이라서 풍부한 감정 표현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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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프라인 학습 상황에서 교수자의 외모나 의상이 학생들에게 전달

하는 비언어적 요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문제 상황과 역할이 이미 고정되어 일방적으로 참여

자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아바타의 외형이나 의상을 변경하는 자

유도가 매우 낮았고, 그 결과 실제 데이터에서 아바타의 외형이나

의상을 변경하는 시도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바타의 외

형(의상이나 아바타의 피부색 등)은 역할놀이 활동을 처음 디자인

할 때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줄 것인지에 따라서 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할 때 분류 기준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비언어적 요소를 15분간 평균 8.5회 표현하였고, 비언어적 요

소의 3가지 하위 범주 중에서 제스처와 자세 변경을 포함하는 신체

언어의 출현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평균 4.97회, 표준편차

2.32).그리고 수평 및 수직 위치 변경을 나타내는 아바타의 이동과

HUD 사용은 동일하게 평균 1.79회 사용되었다(이동 표준편차 1.82,

HUD 사용 표준편차 2.48).

(2) 연구 문제 2에서는 비언어적 요소의 표현량과 언어적 메시지

양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5분간의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에서 비언어적 요소 표현과 언어적 메시지가 얼마만큼 등장했

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각의 범주별로 출현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뒤 각각의 범주를 요소로 하여 총 11가지 요소의 상호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비언어적 요소에서의 ‘제스처’

범주와 언어적 메시지의 ‘동의 여부’ 범주 사이의 상관계수가 유의

확률 0.01 수준에서 .52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언어적 ‘제스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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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언어적 ‘동의 여부’ 사이에 뚜렷한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

다. 이는 동의를 단순히 채팅 도구 상에서 문자로 응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바타의 신체를 활용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등의 ‘제스처’를 통한 행동으로 표현하였음을 추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녹화된 영상과 수집한 채팅 로그를 시간대별로

일치시켜서 분석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비언어적 행동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언어적 메시지와 관련

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 상황에

서는 채팅도구를 통한 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더 표현하기 수월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행동은 대부분 낮은 빈도를 보이는 정적 편포 상태임에 비하여 언

어적 메시지는 15분간의 역할놀이 활동 전체에 걸쳐서 꾸준히 많

은 양이 생산되었다. 이로써 비언어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용하기 수월한 사용자 중심의 도구와 환경을 마련해 주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SNS나 채팅 프로그램 사용 경험이 많고, 키보

드로 문자를 입력하는 일에는 익숙한 반면,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

공간 속의 아바타를 보면서 자신의 아바타의 신체를 움직여서 행동

을 보여주는 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다.

(3) 연구 문제 3에서는 비언어적 요소 표현과 언어적 메시지가 3차

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참여자가 느끼는 실재감, 상황 흥미, 그

리고 인지된 학업 성취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비

언어적 요소 표현이 많을수록 참여자가 느끼는 실재감, 상황흥미,

인지된 학업 성취도 높을 것이라고 연구 가설을 세웠지만, 연구 문

제 1에서 도출한 범주별 비언어적 요소 출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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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언어적 요소와 실재감, 상황흥미, 인지

된 학업성취 간에는 전혀 유의미한 상호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관하여 생각해보면, 먼저 3차원 가상

세계 역할놀이 활동에서 사용한 세컨드라이프 접속 시 인터넷 속도

가 현저하게 낮아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활동 후 인

터뷰에 참여한 10명의 참여자 모두가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프로그램 사용이 쉽지 않았고, 그로인해 비언어적 요소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채팅창에 언

어적 메시지를 입력하고 동시에 비언어적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 아

직 세컨드라이프 프로그램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에게

너무 큰 인지부하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익숙하고 편

리한 언어적 메시지 입력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참여자 인

터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비언어적

요소 표현이나 아바타 조작하는 게 수월할 것 같은데...

참여자 박종호(가명)

마지막으로 세컨드라이프에서 사용 가능한 비언어적 요소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도 비언어적 요소 표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

다. 세컨드라이프는 미국 린든랩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메

뉴가 영어로 되어 있고, 아바타의 비언어적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제스처 메뉴 역시 모두 영어로 제시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기본

적으로 제공하는 비언어적 요소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표현을 하더

라도 아바타의 표정이나 손짓 등의 미세한 비언어적 요소 표현은

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역할놀이에서 상호작용의 일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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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참여자들은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비언어적 표현이 필요성은 느꼈지만 실제로 아바타

를 조작하여 표현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

반면 언어적 메시지 중 일부는 학습자가 인지하는 학습 결과와 약

간의 관련성을 보였다. 물론 모든 언어적 메시지가 실재감, 상황흥

미, 인지된 학업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언어적 메시

지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되는 ‘정서’와 ‘결속’ 메시지만 실

재감 중에서도 ‘사회적 실재감_Immediacy’과 유의확률 0.05 수준에

서 .35의 상호관련성을 가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서’와 ‘결속’ 메

시지를 살펴보면 참여자 자신의 감정 및 정서를 표현하거나 그룹

구성원의 이름을 부르고 인사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메시지가 사

회적 실재감의 Immediacy, 즉 근접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사회

적 실재감의 근접성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

며, 이를 위하여 즉각적인 응답이 중요함을 고려한다면, 두 요소 간

에 관련성이 나타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아바타를 통한 비언어적 요소 표현에

관한 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상세계 속 역할놀이에서

‘아바타’ 라는 대리물이 존재하므로 비언어적 요소 사용이 가능하고

비언어적 요소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몰입

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또한 자유도는 낮

았지만 주어진 아바타의 의상이나 모습이 담당하는 역할(교사 혹은

학생)에 맞추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역할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책상에 앉아서 수업 시간 모습을 재현하

거나 실제 교실과 유사한 가상 교실 내에서 이동하고 제스처를 사

용하면서 의사소통이 좀 더 풍부해졌다며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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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여자도 있다. 그러나 우선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본으로 사용

하는 온라인 형태의 학습활동이었기 때문에 느린 인터넷 속도와 낮

은 컴퓨터 사양은 활동에 몰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 이는

인터뷰에 참여한 10명 모두가 동일하게 지적한 비언어적 행동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제한점이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학

생들 중 약 80%가 가상세계나 3차원 온라인 게임 경험이 전혀 없

었기 때문에 세컨드라이프 조작에 서툴렀고, 그로 인해 아바타를

통한 비언어적 요소 표현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20% 의

사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은 아바타를 조작하고 프로그램

을 다루는 건 쉽고 문제가 없었으나 오히려 매우 기존의 게임에서

캐릭터 조작이 매우 수월하고 직관적임에 반하여 세컨드라이프의

아바타 조작은 단축키 사용이나 메뉴 배치, 사용 가능한 HUD 종

류 등에서 제한적이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요소 표현

을 외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온라인 게임 경험이 반드

시 있어야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기 보다는 오히려 사전 경험이 없더라도 아바타 조작 및 비언

어적 요소 표현에 좀 더 집중하여 본 활동 전에 실습을 충분히 실

행하는 편이 참여자가 인지하는 실재감, 상황 흥미, 인지된 학업 성

취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또한 가장

중요한 연구의 바탕은 앞서 언급했듯이 3차원 가상세계를 원활하

게 실행할 수 있는 고사양의 컴퓨터 실습실 환경과, 동시에 수십

명의 사용자가 접속하더라도 활동 중 데이터 송·수신 속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을 빠른 인터넷 속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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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의 의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이 가지는 의

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세계의 비언어적 행동에 비하여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

의 비언어적 행동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출현 빈도도 낮은 편이

다. 그러나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은 사용자에게 체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체화된 경험에서 사용자의 몸은 ‘키보드와 마우

스’ 라는 매개체를 통로로 아바타의 몸과 연결된다. 이 연결은 사용

자가 처한 ‘맥락’에 따라서 문제 상황을 좀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은 문자 중심의 채팅

도구와는 다르게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실재

감 및 흥미를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놀이 참여자의 수가 적

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시각적인

정보 덕분에 실재감과 흥미를 느꼈다는 공통된 인터뷰 답변을 통하

여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이 학습 활동 몰입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cognition)를 몸과 뇌,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

로 설명하는 체화된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

동’은 가상세계 학습활동 및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고

려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상황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

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을 적절하게 설

계함으로써 풍부한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실재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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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증진시킴으로써 학습활동의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

므로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참여자 수를 늘려서 가상세계에서의 ‘아

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체화된 인지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학습과 문제해결학습의 성공

을 위하여 3차원 가상세계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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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온라인 학습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온라인 학습

환경과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3차원

가상세계라는 학습 환경은 기존의 문자 중심의 온라인 학습 환경과

는 다르게 현실과 유사한 3차원의 시각적 정보와 학습자를 대리하

는 아바타가 주어진다. 3차원 가상세계만의 독특한 어포던스는 아

바타의 몸을 활용한 체화된 경험을 가능하게 해 준다. 체화된 경험

은 몸과 두뇌, 그리고 환경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상황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기존의 3차원 가상세계 연구에서는 학습자 간에 주고받는 언어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

다. 이는 ‘아바타의 몸’이나 실제와 유사한 ‘시각적 환경’을 제공하

는 3차원 가상세계의 어포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제 면대면 상황에서 언어를 제외한

비언어적 요소가 의미 전달 및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의 의미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연

구는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 36명의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이

6명씩 1그룹을 이루어 그룹별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역

할놀이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예비교사들이 실행한 역할놀이를 분

석하여 아바타의 몸을 통해 표현되는 비언어적 행동 양상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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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를 통해 표현되는 비언어적 행동

의 표현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은 언어적

메시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셋째,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은 학

습자의 실재감, 상황흥미, 인지된 학습결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넷째,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역할놀

이, 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학습자간 상호작용, 3차원 가상세계에서

의 실재감 및 체화된 경험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선

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초등 예비교사 3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

정하였고, 가상세계 역할놀이의 주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로 설정하였다. 역할놀이에서 제시할 학교폭력 문제와 상황흥미, 실

재감 등을 측정할 검사문항, 시나리오 작성 및 활동 안내 자료 등

을 교육공학박사 3인에게 검토 받았으며 연구 계획에 대하여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36명의 초등 예비교사 대부분이 가상세계에 대한 사

전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3차원 가상

세계 조작 실습을 실행하였다. 이 후, 예비교사들은 학교 폭력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그룹별로 해결을 위한 역할놀이 시나리오를 작성

한 뒤, 15분간 주어진 역할에 맞추어 역할놀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아바타의 몸을 활용한 비언어적 행동(이동, 자세, 표정, Head-Up

Display 등)과 채팅 도구를 활용한 언어적 메시지 데이터를 수집한

뒤 타당화를 거친 각각의 코딩 체제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언어적 행동은 크게 신체언어, 이동, 감정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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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었고, 출현빈도는 신체언어>이동=감정표

현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비언어적 행동과 언어적 메시지 사이에

유의한 양적 관련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셋째, 비언어적 행동은

실재감, 상황흥미, 그리고 인지된 학업 성취 등의 다른 요소들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호관련성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메시지는 학습자가 느끼는 실재감과 관

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하여 빠른 인터넷 속도와

고사양의 컴퓨터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문제 상황에 몰입하여

비언어적 행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상세계 역할놀이를 통하여 살펴 본,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실제 세계에 비하여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재감이나 상황

흥미 등의 요소와 상호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터뷰 결

과에서 나왔듯이 ‘체화된 경험’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몸과

뇌,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학습활동 몰입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

동’을 가상세계 학습활동 및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의 제한점을 추후 연구에서 보완한다면 더

명확하고 유의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인원이

34명으로(총 참여자 36명 중 분석이 불가능한 결측 데이터 제출자

2명 제외) 그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적어

확률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 수

를 좀 더 늘려서 추후 연구를 실행한다면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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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바타를 통해 표현하는 비언어적 요소의 역할을 좀 더 명확

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만큼 세컨드라

이프라는 학습 환경이 원활하게 실행 가능한 컴퓨터 성능과 인터넷

속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고 인터

뷰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

드시 개선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의 인식 조사에서 지적된 제한점과 관련하여 언어적

메시지 입력과 비언어적 요소표현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에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헤드셋을 활용하여 음성 채팅을 실시한

다면 비언어적 요소를 훨씬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만으로 아바타를 조작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키네틱 도구를 사용하도록 역할놀이 활동을 설계한다면 좀

더 체화된 경험이 가능하고, 생생한 가상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외 가상세계에서의 실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헤드마운트

시스템을 추후 연구에 적용한다면 더욱 양질의 비언어적 행동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라는 특수한 주

제에 대한 가상세계 역할놀이를 실행하였다.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영역과 주제를 확장시켜 아바타를 활용하고, 비언어적 요소를 표현

하는 활동을 설계하여 추후연구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언어

적 행동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세계가 가지는 고유한 어포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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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언을 바탕으로 연구를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하여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체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3차원 가상세계를 성공적인 상황학습이나 문

제해결학습의 학습환경으로 활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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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용 문제 상황

아래 상황은 어느 초등학교 6학년 학급에서 일어난 일이다. 경준이

는 평소 아이들과 싸우는 일이 잦다.

수학 수업시간,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고 교실을 돌아다니며 부진 아
동을 돌보고 있다.
 김교사 : (갑자기 울음소리가 나 돌아보니 선우가 울고 있다.) 왜 그러니?
 선  우 : (울면서 ) 경준이가 때렸어요.
 경  준 :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네가 말도 안 하고 내 지우개 가지고 갔잖아!

 김교사 : 경준!, 또 너야? 안 되겠다. 선우, 경준! 둘 다 앞으로 나와 봐. 
         (선우와 경준 앞으로 나오자 학급 학생들을 향해)
         너희들 잘 봐. 어떤 이유에서든 친구를 때리면 안 돼요. 
         (선우를 보며) 경준이한테 맞을 때 기분이 어땠니?
 선  우 : (울음을 멈추고 ) 굉장히 나빴어요.
 김교사 : 그렇지? 그럼……. (선우를 보며 ) 너도 똑같이 경준 때려 봐. 

         (선우가 경준을 한 대 때리는 것을 보고 ) 경준이는 선우한테 맞으니까     
         기분이 어떠니?
 경  준 :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 나빠요.
 김교사 : 너도 기분 나쁘지? 때리면 상대방이 아프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 
         그러니까 절대로 때리면 안 돼. 경준이도 맞으면 어떤지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알았지?

 경  준 :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아직 화가 난 상태로 선우를 노려보며 ) 네.
 김교사 : 그럼 두 사람 들어가서 계속 문제 풀어. 자, 이제 다른 친구들도 다시
         문제 풀자.
 진  희 :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경준이를 향해 혀를 내밀며 ) 메롱.
 경  준 : 뭐? (선우를 때린다.)
 선  우 : 야, 경준이! 왜 또 때려? (선우도 경준이를 때린다.)

김교사는 경준이가 학급의 여러 아이들과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도했다. 하지만 경준이는 김교사가 보지 않

는 곳에서 학급 학생들을 더 심하게 괴롭혔고, 이로 인해 학급 학

생들과 경준의 갈등도 심해졌다. 김교사는 열심히 지도한다고 했지

만, 오히려 나빠진 결과 때문에 고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왜 경

준이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일까? 경준이를 어떻게 효과적

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 81 -

<부록 2>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 활동 안내

활동 내용 비고

아
바
타
의 
언
어
적 
표
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게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제 마주하게 
될 학교 폭력 상황으로 생각해
주세요.

2. 다른 사람 질문에 잘 반응하는가?
3.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가?

4. 역할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주세요.(교사,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급친구
들) 

5, 실제적인 학교폭력 상황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는가?
6. 주제(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7.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가?
8.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9. 코치는 실행자에게 유의미한 도움을 주고 
있는가?
10. 실행자는 코치와 아바타의 언어적 표현에 대해 
상의하고 있는가?

아
바
타
의 
비
언
어
적 
표
현

1. 역할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주세요.(교사,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급친구
들)

2. HUD를 활용해서 감정이나 생각을 표시하고 
있는가?

화면 왼쪽 위의 삼각형을 누르
면 HUD를 사용할 수 있어요.

3.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 표현에 반응하고 
있는가?
4. 교실맥락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책상위에 서기, 날아다니기 

5. 역할에 적합한 아바타를 사용하고 있는가?
뱀파이어나 동물, 로봇 등을 선
택하면 안됩니다.

6. 제스처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채팅창에 “/제스처” 입력하세
요.  또는
Communication-Gestures 메뉴
에서 원하는 제스처를 “Play” 
하세요.

7. 코치는 아바타의 행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조언
을 하는가?
8. 실행자는 코치와 아바타의 비언어적 표현에 대
해 상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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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전문가 타당화 자료

본 질문지는 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코딩체계에 대한 타당화를 받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질문지는 ‘1. 연구의 소개’ 부분과 ‘2. 타당도 검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소개 부분은 연구의 기본사항으로 구성

되었고, 타당도 검토 부분은 비언어적 상호작용 코딩체계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연구자

에게 질문하실 수 있으며, 개방형 질문은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약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전문가 프로필’ 부분에 작성해주시는 ‘이름’은 자료 식별용으로

만 사용되어 논문에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전문가임을 증명하

기 위하여 해당 내용 즉, 전공분야와 최종학력 소속과 경력 부분

만 논문에 제시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윤강 드림

nobley7dk@snu.ac.kr / 010-6829-2920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전문가 프로필

 ․ 이    름 : 

 ․ 전공분야 : 

 ․ 최종학력 :

 ․ 소속/직책 :

 ․ 실무 및 연구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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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소개

 1）연구의 기본사항

  연구의 제목 :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의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구 목적 : 

   3차원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의 표현 양상과 

그 역할, 그리고 효과에 관하여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연구의 필요성 

  : 3차원 가상세계 속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언어적 상호작

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상호작용에 비하여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세계에 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상세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3차원의 

환경과 사용자가 조종 가능한 아바타를 활용하여 비언어적 상호

작용이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문자 중심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상세계에서의 학습자

간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준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역할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용어 정리

  가. 3차원 가상세계

     : Dickey의 연구에 따르면, 3차원 가상세계란 개인용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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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3차원의 공간에 접속한 사용자가 자신을 대리하는 가상

공간의 아바타(Avatar)를 통하여 다른 접속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백영균, 2010; Dockey, 2005). 린든랩(Linden 

Lab)에서 개발한 세컨드라이프(Second Life)가 대표적인 3차원 

가상세계이며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세컨드라이프 사용자는 

3600만명을 넘어섰다(Voyager, 2013). 

  나. 아바타

     : Suler(1997)은 아바타를 3D 가상세계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을 

재현(representation)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림 또는 아이콘이라

고 정의하였고 Schroeder(2002)는 이용자들은 가상공간에서 자

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러한 욕구를 개인화

된 아바타가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준다고 주장한다. 현실세계

와 가상공간을 연결하는 아바타의 사용은 학습자에게 커뮤니케

이션 상대를 시각화함으로써 빠른 이해를 줄 수 있고, 사이버 

공간을 실제공간과 더 쉽게 대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혀졌다(이건창, 2005).

  다. 비언어적 행동

     : 비언어적 행동이란 동작(gesture) 또는 시간과 공간을 상징으

로 하여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하위요소이다(Dodd,1982). 

Samovar와 Poter, Jain(1981)은 인간이나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

진, 언어를 제외한 자극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기도 한

다. 또한 Goldhaber(1983)는 언어를 제외한 메시지 모두를 비

언어적 표현이라 말했다. 여러 학자들이 언어를 제외한 모든 

의사소통 메시지, 채널, 방식을 비언어적 의사소통 또는 비언어

적 행동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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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도 검토

  비언어적 상호작용

      : Wigham과 Chanier가 연구한 세컨드라이프에서 아바타의 비

언어적 행동의 유형(Wigman & Chanier, 2013)을 본 연구에서

의 학습 주제와 상황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Wigham과 Chanier 의 비언어적 행동 유형(그림 1)에서는 크

게 거리, 동작, 외형의 3가지로 나누었고, 각 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총 12가지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세컨드라이프에서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 유형(Wigham & Chanier,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가상세계의 역할놀이 활동 내에

서 보여지는 아바타의 비언어적 행동임을 고려하여 이를 좀 

더 단순화 하고 사용자들이 제어 가능한 새로운 비언어적 기

능인 HUD 기능을 추가하여 <표 1>과 같이 비언어적 상호작

용 코딩체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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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정의 예시

신체

언어

제스처
세컨드라이프 제스쳐 메뉴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몸짓, 동작, 표정

- 놀리기

- 울기/ 웃기

- 손들기/고개 끄덕이기

애니메이션
가상 교실 속 대상물에서 선택 가능한

애니메이션 기능

- 의자에 앉기

- 책상에서 공부하기

공간

언어

이동 아바타의 이동
- 달리기

- 날기

거리 아바타간 거리 - 화면 이탈/ 교실 이탈

외형 맡은 역할에 적절한 외형/의상

- 교사 아바타

- 학생 아바타

- 책가방, 안경

HUD

사용

아바타의 오른쪽 귀옆에 보이는 말풍선

형태의 비언어적 요소 – 상황에 적합한

말풍선

- 웃는 표정, 하트,

- 느낌표

- 물음표

<표 1> 가상세계 역할놀이 상호작용 비언어적 요소 코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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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

범주
정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신체

표현

제스처

세컨드라이프 제스쳐 메

뉴에서 선택하여 사용하

는몸짓, 동작, 표정

v

자세
아바타의신체자세

(앉기, 서기 등)

v

v

이동
이동

아바타의이동

(달리기, 위치 변화등)

v

감정

아바타의 오른쪽 귀옆에 보이

는 말풍선:

비언어적 행동_감정표현

v

v

분석 예시

  - 6명이 1그룹을 이루어 15분간 학교폭력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

처하는지 가상의 교실 안에서 아바타를 활용하여 역할놀이를 실시

하였다. 이를 녹화하여 1분 단위로 나눈 뒤 위의 코딩체계에 해당되

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각 1분 단위별로 몇 회 발생하는지 분석하

였다.

<표 2> 그룹1 아바타 1의 비언어적 행동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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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언어적 요소 코딩체계 전반에 대한 타당화 질문지

다음 설문 문항들은 비언어적 요소 코딩체계 전반에 대한 타당

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의 각 영역에 대하여 4단계 평정척도

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영 역 문 항
응 답

4 3 2 1

타당성
본 코딩체계는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의 아바타 행위의 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하는
데 타당하다.

□ □ □ □

설명력
본 코딩체계는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의 아바타 행위의 비언어적 요소를 잘 설명
하고 있다.

□ □ □ □

유용성
본 코딩체계는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의 아바타 행위의 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 □ □

보편성
본 코딩체계는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아바타가 비언어적인 행위를 할 때 보편적으
로 이용될 수 있다.

□ □ □ □

이해도
본 코딩체계는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
의 아바타 행위의 비언어적 요소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 □ □ □

3차원 가상세계 역할놀이에서의 아바타 행위의 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하

기 위한 본 코딩체계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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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worlds which are widely used in various areas have

unique affordance in that users can interact with others using 3D

avatars in realistic contexts. Due to the embodied experience

through avatars, the 3D virtual worlds can be helpful learning

environments for authentic learning such as situated learning and

problem-based learning.

Although avatars play an important role in virtual worlds, there

are few studies about the meaning of avatars’ non-verbal

behavior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aning of

non-verbal behavior expressed through the ‘body of avatar’ on



learning. Just as the precedent research result that non-verbal

elements like facial expression, gesture and posture in

face-to-face situ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livering

meaning, non-verbal behavior through the ‘body of avatar’ that

substitutes the body of user in the virtual worlds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While majority studies examined the relation with

presence through the verbal messages, this study analyzed

role-playing activity in the virtual worlds with the meaning of

non-verbal behavior of avatar.

The research problem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expression features of non-verbal behavior

expressed through avatar in the role-playing of the virtual

worlds? Second, what is the relation of non-verbal behavior of

avatar with the verbal message? Third, what is the relation of

non-verbal behavior of avatar with the presence of learners,

situational interests and perceived learning result? Fourth, what

is the perception of learners on non-verbal behavior of avatar?

To achieve the goals of the study, 36 pre-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practiced ‘second life’ operation method, and

prepared a ‘school violence problem situation’ scenario by

groups(6 persons/goup). Based on the scenario, 15 minutes of

role-playing was performed. The scene of role-playing was

recorded and chatting log was collected to be used for analysis.

After the role-playing activity, questionnaire survey was made on

presence, situational interests, perceived learning achievement

which was followed by the correlation analysis. Afterwards, an

interview was performed to 10 volunteers to figure out perception



of role-playing activity of the virtual world and non-verbal

behavior of avatar.

The analysis results of role-playing activity of the virtual

worlds are as follows. First, non-verbal behavior could be

classified into body language, movement and expression of

emotion and frequency of appearance was body

language>movement=expression of emotion in the sequence.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quantitative relation between

non-verbal behavior and verbal message. Third, non-verbal

behavior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 with other

elements such as presence, situational interests and perceived

learning achievement. Like existing research results, verbal

message had a relation with presence which the learner felt.

Finally, it was found through the interview that non-verbal

behavior was faithfully implemented by immersing into the

problematic situation when fast speed internet connection and

high quality computer were secure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the meaning of non-verbal

behavior of avatar is as follows. Compared with the real world,

non-verbal behavior of avatar in the virtual worlds had restricted

scope, and it was difficult to find interrelation with presence of

situational interests. However, as shown in the interview result,

as ‘embodied experience’ promoted the interest of learners and

promoted the continual interaction of body, brain and

environment, it may help learning activity immers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on-verbal behavior of avatar’ from

the designing stage of learning activity of the virtual world and



interaction. For this purpose, further studies on ‘non-verbal

behavior of avatar’ by expanding participants with more diverse

topics are recommended, which will contribute the 3D virtual

worlds affordable for embodied experience to be used as learning

environments for successful situational learning and problem

solving learning.

Keywords: 3D Virtual World, Role-Play, Non-verbal Behaviors,

Embodied Cognition

Student Number: 2013-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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