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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VBand 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용자들이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하나의 가상공간으로 접속하여 밴드 

연주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 합주 시스템이다. 실제 

악기와 메타포된 악기(피아노, 기타, 드럼 스틱)를 

구현하였고, 악기의 위치를 가상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eap Motion 을 통해 가상 악기와 

상호작용하는 사용자의 손을 확인 하여 실제와 유사한 

연주 환경을 제공하고, 모션 컨트롤러와 악기 모형에 

부착된 별도의 액추에이터(Actuator)를 통해 생동감 

있는 연주 효과를 제공한다. 사용자 평가 실험을 통해 

가상 악기 및 합주 시스템의 효율성 및 효과를 

평가하였다. 

주제어 

가상현실 협업 시스템(Collaborative VR), 

햅틱스(Haptics), 가상 악기 (Virtual Instruments) 

1. 서 론 

1.1 VR 협업 시스템 

Oculus, VIVE 등의 VR 기기가 대중화 됨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VR 협업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VR 협업 시스템은 90 년대에 개발된 

DIVE [1]를 시작으로, 원격 연구 및 강의 [2], 선박 

엔지니어링 [3], 블록 쌓기 [4]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1 인칭 슈팅게임에서도 

응용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5]. 

VR 협업 시스템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6]. 밴드 연주의 경우 

연주자들이 방음이 되는 한 공간에 모여야 하고, 합주를 

위한 모든 악기가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R 협업 시스템을 밴드 

합주에 적용하여 실제 합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고도의 섬세함을 요구하는 작업일수록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을 

높인다는 연구 [7]를 참조하여 사용자에게 시각 및 

청각 피드백 뿐만 아니라 햅틱 인터페이스를 통한 촉각 

피드백도 제공하고자 한다. 

1.2 가상 악기 

VR 환경에서의 악기 연주 방식에 대한 연구는 Cave-

like virtual room 에서 Motion tracker 와 Data 

glove 를 이용한 사용자의 제스처 및 모션 인식 기반 

가상 악기 연주 [8], 초음파 사상 방식을 활용해 

그림 1 전도성 점토로 제작된 코드 블록(Chord Block)이  

부착된 기타 모형 



사용자의 손가락 힘을 측정하여 풍금을 연주하는 연구 

[9]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가상 

드럼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 연구로 Kinect 를 이용한 사용자의 

제스처 및 움직임을 분석한 드럼 연주 방식 [12-14]에 

관한 연구, 드럼 스틱에 자이로 센서 및 가속도 센서를 

부착한 연주 방식 [15,16]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효과적으로 가상 악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연구 [10], 

가상환경에서 건반이 눌렸음을 시각화 했을 때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연구 등을 찾을 수 있었다 

[11]. 가상 환경 속에서의 악기 연주는 Rock band VR 

[17], Virtual Piano for Beginner [18] 등과 같은 

상용화된 어플리케이션 또한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단일 악기만 연주할 수 있다는 한계점과 합주를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단일 악기가 아닌 

다수의 사용자가 피아노, 기타, 드럼을 동시에 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Makey 

Makey [19]를 통해 악기 모형을 컴퓨터와 연결하여 

메타포된 악기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스처 기반 

장치에 비해 높은 직관성과 인식률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10, 11]과 같은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시스템 디자인 

2.1 하드웨어 

VBand 를 구현하기 위해 HTC 사의 VIVE 를 

사용하였다. VIVE 의 경우 사용자가 가상 환경 내에서 

가상 물체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모션 컨트롤러를 

제공한다. 모션 컨트롤러 내의 센서를 통해 모션 

컨트롤러의 위치, 방향 등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고, 

내장된 액추에이터를 통해 햅틱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가상 기타 모델과 피아노 모델에서 연주 

인터랙션을 햅틱 피드백을 통해 제공하기 위해 BM3C 

Haptuator 를 각 악기 모델에 부착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드럼 연주 인터랙션을 위해 팔찌 형태의 

햅틱장치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또 Makey Makey 를 

사용하여 연주에 대한 입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2 가상 기타 

누구나 기타 연주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타연주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다. 여러 개의 

기타 줄을 동시에 누르는 기존의 연주 방식에서 벗어나 

[20]의 연구를 참조하여 [그림 1]과 같이 기타의 줄을 

전도성 점토로 만든 코드 (Chord) 블럭으로 대체해 

기타 연주를 단순화 하였다. 각 코드 블럭은 특정 기타 

코드를 나타내고 코드 블럭을 조합해 누르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다양한 코드를 연주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코드 블럭의 위치를 [그림 2]와 같이 가상 환경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드 블럭을 누를 때 기타 

모델에 부착된 별도의 액추에이터를 통한 햅틱 진동 

피드백과 가상 환경 속 기타 모델의 코드 블럭의 색 

변화를 통해 코드 블럭의 누름을 인지 할 수 있다. 각 

코드 블럭은 Makey Makey 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어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기타모델에 모션 컨트롤러를 부착하여 기타의 위치와 

방향을 감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은박지와 전도성 점토로 제작한 피아노 모델 

그림 2 가상환경 속에 시각화된 기타 및 코드 블록과 

가상환경 속에 시각화 된 피아노 모델 그림 4 실제 드럼과 메타포한 드럼 모델과 햅틱 팔찌 



표 1. 가상 악기 및 실제 악기의 효율 평가 

 
Input 

Complexity 

Output 

Complexity 

Performer 

Freedom 
Efficiency 

Real 

Guitar 
2.40 3.00 2.73 3.42 

Virtual 

Guitar 
1.43 3.80 3.07 8.13 

Real 

Piano 
1.27 3.47 4.20 11.50 

Virtual 

Piano 
2.00 4.18 4.12 8.60 

2.3가상 드럼 

 드럼 모델을 만들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드럼 스틱을 

모션 컨트롤러에 메타포하였다. 사용자가 잡고 있는 

모션 컨트롤러는 가상 환경 속에서 드럼 스틱으로 

보이고, 실제 드럼 연주와 유사하게 사용자가 모션 

컨트롤러를 휘둘러 가상 드럼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을 사용하여 연주하는 부분은 전도성 점토로 

만든 페달을 Makey Makey 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해 

구현하였다. 별도의 햅틱 팔찌 [그림 4]와 모션 

컨트롤러의 내장 액추에이터를 통해 가상 드럼 연주 시 

촉각적 효과를 렌더링 하였다. 

3. 사용자 평가 실험 

3.1 실험 방법 

사용자 평가 실험을 통해 각 가상 악기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VBand에 접속하여 곡을 

합주하며 느낀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총 

15명의 피실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다(남자 13명, 

여자 2명, 평균 24.3세) 

3.1.1 효율 (Efficiency) 

가상 악기의 효율은 [8], [21] 에서 악기의 연주 

난이도와 악기가 낼 수 있는 품질을 고려하여 악기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악기의 효율은 입력 

복잡도 (Input Complexity), 출력 복잡도 (Output 

Complexity), 연주자의 자유도 (Performer Freedom) 

을 통해 계산한다. 각 항목은 사용자가 가상 기타와 

가상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도록 한 후, 5 단계 

Likert scale 설문을 통해 각 항목을 수치화 하였다. 

실제 악기의 효율은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1.2 VBand 시스템 만족도 평가 

두 사용자가 동시에 다른 가상 악기를 사용해 특정한 

곡을 합주하도록 하였다. 그 후 사용자에게 [표 2]의 

설문을 통해 전반적인 만족도와 진동 피드백에 대해 

평가하였다. 설문에는 5 단계 Likert Scale 이 

사용되었다.  

 

표 2. 만족도 조사 설문 및 결과 (5 단계 Likert Scale) 

Question 
MEAN 

(STD) 

가상 악기를 연주할 때 받은 진동의 세기가 

적절하였는가? 

3.80 

(0.68) 

진동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진동의 느낌이 좋았는가? 
4.27 

(0.59) 

진동 피드백이 버튼을 눌렀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4.60 

(0.63) 

가상 공간에서 합주 하는게 가상공간에서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 즐거웠는가? 

4.35 

(0.79) 

가상 공간에서 합주 하는게 가상공간에서 혼자 

연주하는 것 보다 몰입도가 높았는가? 

3.88 

(0.86) 

3.2 실험 결과 

효율을 계산한 결과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아노의 경우 가상 피아노는 8.60, 실제 피아노는 

11.50 로 실제 피아노의 효율이 더 높았고, 기타의 경우 

가상 기타는 8.13, 실제 기타는 3.42 로 가상 기타의 

효율이 더 높았다. 만족도 조사의 항목과 결과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토론 

가상 기타의 Input Complexity 와 실제 기타의 Input 

Complexity 를 비교 했을 때, 가상 기타의 Input 

Complexity 가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가상 기타의 연주를 단순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기타의 경우 가상 기타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연주가 가능하므로 실제 기타의 Output complexity 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응답에서는 가상 

기타의 Output Complexity 가 더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번 실험에서는 복잡한 연주를 진행하지 않았고, 

실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용자가 기타 연주에 대한 

경험이 적어 실제 기타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연주의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상 기타의 Output 

Complexity 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 

피아노의 경우 실제 피아노보다 Input Complexity 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상 피아노의 경우 사용자의 

손이 보이지 않아 건반의 위치를 찾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Leap motion 을 사용하여 

가상 환경 속에서도 사용자의 손 위치를 볼 수 있도록 

가상 피아노 구현을 보완하였다. 또한 VBand 시스템의 

만족도 조사에서 사용자들은 햅틱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햅틱 피드백은 사용자가 가상 

악기를 연주했음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사용자에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메타포와 햅틱 피드백을 사용해 

가상 악기를 구현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가상 공유 공간 

속에서 합주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타포를 

통해 악기 연주를 단순화시켰으며, 사용자에게 악기를 

눌렸을때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여 가상 환경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느낌을 제공하였다. 시스템 검증을 

위해 사용자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고, 가상 기타의 

효율이 실제 기타의 효율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상 악기의 연주 시 제공된 햅틱 피드백은 

사용자가 가상 악기를 연주할 때 입력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밴드 연주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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