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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는 사전 설문지를 통해 소비자의 실시간 댓글에 대한 기능성 수요, 수용 정도 및 선호도를 조사한 뒤 아이트

래킹을 통해 실시간 댓글의 유형 및 구역 위치에 대해 비교분석을 진행하는 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시간 댓글

의 기능성 수요가 비교적 높고, 수용 정도가 비교적 높으며, 실시간 댓글의 기능은 이용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댓글 유형 중에 문장 하나를 별도의 반투명 사각형으로 했을 경우 스타일의 시각주의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의 시각 행동에 독특한 스타일의 경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실시간 댓글 중 

다양한 유형과 구역 위치의 시각적 주의도를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추후 실시간 댓글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기능성 수요, 수용 정도, 선호도, 아이트래킹, 실시간 댓글, 시각적 주의도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the users’ functional requirement, degree of acceptance and preference 

of game broadcast real-time review .Secondly it comparatively analyzed the types and locations of 

game broadcast real-time review through eye tracking tech. The results show that users have high 

functional requirements and high acceptance for game broadcast real-time review but their preference 

h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feature. Among the types of game broadcast real-time review 

the type with translucent text bubble took the highest visual attention. The above shows that the users’ 

visual behavior has the tendency of special style. The visual attention analysis results of different types 

and locations of game broadcast real-time review in the study can play a guiding role in the interface 

design of real-time review featu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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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고는 게임 이용자의 실시간 댓글에 대한 기능성 수

요, 수용 정도 및 선호도 등과 실시간 댓글의 유형 및 위

치에 대해 시선추적 비교분석을 진행하고자 한 연구이

다. 최근 들어 모바일 기기의 편리한 접근성과 디바이스 

사양이 양호해지면서 고품질 게임을 용이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모바일 게임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세를 계속하고 있다. 한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집안에서

의 활동이 늘면서 관련분야 매출도 대폭 증가했다. 2020

년 모바일 게임 시장은 10조 8,311억 원으로 국내 게임 

산업 전체에서 57.4%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과 라이브 게임방송 플랫폼은 서로 협력 및 보완

하는 관계이다. 2014년 8월 아마존은 9.7억 달러의 매

입가로 개인 게임방송 플랫폼인 Twitch를 인수하였다. 

Twitch의 발전은 개인 게임방송 시장으로 하여금 전 세

계적인 주목을 받게 하였고 더 많은 이용자들이 사교 수

요 및 게임 수요를 얻게 하였다. 실시간 댓글은 개인 게

임방송에서 없어선 안 되는 부분으로 그 유형과 스타일

은 다양화되고, 각 라방 플랫폼의 실시간 댓글도 각기 상

이하다. 이용자가 개인 게임방송에 대해 기능성 수요가 

있는지, 수용 정도는 어떠한지, 이용자의 선호도는 어떠

한지, 어떤 유형과 스타일의 실시간 댓글이 이용자 경험

에 더 부합되는지 등의 문제들은 이용자의 이용의도와 

행태 및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

은 설문조사 및 아이트래킹을 활용하여 이용자에 대해 

실시간 댓글을 분석하고 최적화 가능한 실시간 댓글 인

터페이스를 연구하여 인터페이스 최적화에 유용한 행동 

분석 데이터로 활용되길 기대하였다. 또한 본고는 인터

넷의 주요 실시간 댓글 유형이 게임 방송 화면에서 시청

자에게 미치는 시각적 주의의 영향을 분석해 게임 방송 

플랫폼이 게임 방송 화면의 실시간 댓글 포맷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디자인적 측면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무적 공헌점이 있

을 것으로 보았다.

2. 문헌연구

2.1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의 선행연구

게임방송 중 실시간 댓글 시스템은 일명 '스트리밍 채

팅 시스템'이며, 일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니코니코

(niconico)의 '탄막' 기능에서 처음 유래했다. 김대원, 

조용운(2016)의 연구에서 시청자들이 생방송 사이트에

서 야구 경기를 보면서 작성한 실시간 댓글 내용을 모아

서 분석한 결과 전체 댓글 내용 중 경기 관련 내용이 

72.9%를 차지해 실시간 댓글이 경기에 대한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1]. 석향란, 최은경(2018)은 

실시간 댓글은 이용자 행동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콘텐

츠 생산자에게 이용자와 교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2]. 염영영, 

김종무(2019)등은 실시간 댓글 이용자 325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가 실시간 댓글을 오

래 사용할수록 이용 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보고하였다[3]. 상기 연구에서 확인한바 실시간 댓글

은 게임 방송에서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용

자의 행동과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2 아이트래킹 활용 연구 

인간의 시각적 감각은 눈이라는 시지각 기관을 통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주목하는 대상을 시지각 함으로

써 인간의 시각적 주의력을 알 수 있다. 시각적 주의라는 

추상화된 것을 측정하기 위해 안구의 운동처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시각적 주의의 변

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안구운동은 눈의 여

섯 근육의 수축과 스트레칭을 통해 이뤄지며, 안구의 운

동 방식은 세 가지 수평 이동 방식과 세 가지 회전 방식

을 포함한다[4]. 안구운동의 기본 분류는 주시(fixation)

와 도약(saccade)을 포함한다[5]. 안구 운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이트래킹 측정 장치가 필요하다. 아이트래킹

은 피험자의 동공을 추적해 응시 위치를 찾아낸 뒤 수집

한 응시정보를 근거로 인간의 반응과 상호작용을 연구하

는 연구방법이다[6]. 

아이트래킹을 활용한 시각적 주의에 대한 실험 연구 

방법은 우선 연구 대상의 관심 영역(AOI, Areas of 

Interest)을 설정한 후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자주 사용하는 AOI 유형은 White space, 

Dynamic AOIs, Distributed AOIs, Gridded AOIs 등 

네 가지이다[7]. 또한 AOI 설정을 통한 시선추적 실험을 

통해 시각적 주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게임방송의 실시간 댓글에 대한 시각적 주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여타 시각적 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관심영역이 사물의 어느 부분에 대한 이용

자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은석함, 박민

희, 황미경, 남가영, 권만우(2019)등의 연구에서 애니메

이션 캐릭터의 신체를 각기 다른 AOI영역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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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신체부분별 시각적 주의의 차이를 분석하여 캐

릭터 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하였다[8]. 또한 황미경, 권만

우, 이상호, 김치용(2020)등은 주류 광고에 관한 연구에

서는 광고 이미지를 3개의 AOI 영역(얼굴, 신체, 제품)으

로 나누어 영역별 시각적 주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품 홍

보에 요구되는 요인들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9].

이번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측정 지표는 피실험자가 

연구 대상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응시 시간(Fixation 

Duration)과 그 부분에 대한 응시 횟수(Fixation 

Count), 설정된 AOI 구역에 대한 유지 시간(Visit 

Duration)과 방문 횟수(Visit Count) 등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확인하였다. 상기 지표에서 얻은 피실험자의 실

험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피실험 대상자가 게임방송 실

시간 댓글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는지, 그 관심의 정도

가 어떤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각적 주의라는 추상적인 

요인을 계량화해 비교적 직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3.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3.1 게임방송 댓글유형의 구분

연구자들은 국내에서 인기 있는 개인 게임방송 플랫폼

의 실시간 댓글에 관한 조사를 하였으며, 실시간 댓글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A유형: 이 유형은 실시간 댓글이 게임방송 화면과 별

도 영역으로 구분돼 게임방송 화면과 전체 실시간 댓글 

영역의 경계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B유형: 

이 유형의 특징은 실시간 댓글의 문장 하나하나를 별도

의 사각형으로 감싸는 것이다. 실시간 댓글 영역은 A유

형에 비해 게임방송 화면과 잘 융합될 수 있다. C유형:

이 유형은 실시간 댓글의 문장이 그대로 텍스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A유형이나 B유형에 비해 실시

간 댓글 영역과 게임방송 화면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는 

영화의 자막과 유사한 형태이다. 실시간 댓글 영역의 위

치는 각각 화면의 좌측과 우측에 분포되어 있다.

3.2 실험내용 및 실험자극

우선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간 댓글의 기능성 수

요, 수용 정도 및 선호도 등 기본 정보에 대해 조사 분석

연구를 진행한 뒤 아이트래킹 장비를 적용하여 피험자에 

대해 AOI의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또한,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의 시지각 집중도 관심영역(AOI : Area of 

Interest)을 설정하여 평균 응시시간(Average fixation),

처음 시선고정이 일어난 시간(First fixation), 방문시간

(Fixation count)등을 확인하고, 특정 AOI에 얼마나 자

주 그리고 오래 머물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아래 분석

틀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SPSS에서 대응

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등의 데이터 분석을 진

행하였다.

3.3 실험절차 및 실험방법

본 연구의 실험에는 SMI RED250 Mobile 아이트래

킹 장비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

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피험자에 대해 실시간 댓글의 

기능성 수요, 수용 정도 및 선호도를 확인하였다. 피험자

는 중국의 대학교수와 학생 등 101명으로, 남성 40명, 

여성 61명, 연령은 20대 80명, 30대 12명, 40대 6명, 

50대 3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단계로 아이트래킹 

장비를 활용해 피험자에 대해 시각적 주의도 테스트를 

진행하여 총 6개의 실험자극을 응시하도록 하였다. 한 

이미지 당 노출시간은 5초로 총 실험시간은 60초 무작위 

재생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주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자

Type_A Type_B Type_C

Left

Right

Note
AOI_KPI: Average fixation/
First fixation/Fixation count

Table 2. Experiment stimulationA

B

C

Table 1. game broadcast real-time review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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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으로 2020년 인기 앱 개인 게임방송 플랫폼 중에서 수

집하여 정리한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실험의 피험자는 

대학생 총 32명, 남성 9명, 여성 26명의 데이터를 실제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피험자의 연령은 20대로 

구성되었다.

3.4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 이용자의 실시간 댓글에 대한 기능성 수

요, 수용 정도, 선호도 및 시각적 주의도 등에 대해 분석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로 실시간 댓글의 유형과 구

역 위치를 변수로 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의 위치에 관한 반응을 

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개인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에서 좌/우 위치의 

시각적 주의가 차이 없을 것이다.

둘째, 개인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 설정영역(AOI)에 따

른 시각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개인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 유형에서 A유

형은 B유형보다 시각적 주의가 클 것이다.

가설 2-2: 개인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 유형에서 A유

형은 C유형보다 시각적 주의가 클 것이다.

가설 2-3: 개인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 유형에서 B유

형은 C유형보다 시각적 주의가 클 것이다.

셋째, 개인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 유형이 성별에 따른 

시각적 주의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개인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 유형이 성별에 따

른 시각적 주의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4. 연구결과

4.1 기능성 수요, 수용 정도 및 선호도

이용자를 실시간 댓글의 기능성 요구, 기능성 선택, 

기능성 선호도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실시간 댓글 기능

이 필요한 사람은 71명, 필요 없는 사람이 12명, 상관없

는 사람이 18명, 댓글기능의 선택자는 64명, 비선택자는 

24명, 상관없는 사람 13명, 실시간 댓글의 기능성 선호

도 설문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38명, 싫어하는 사람이 10

명, 상관없는 사람은 53명이었다.

Requiremen Choice Preference

Need 71 Turn on 64 Like 38

Nnot need 12 Turn off 24 Dislike 10

Don't Mind 18 Don't Mind 13 Neutral 53

Table 3. Data table of real-time review functionality

4.2 좌/우 위치에 따라 시각 차이성 검정

첫 번째는 개인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의 위치에 따라 

시지각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

으로, 하기 표 4, 5, 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A, B, C 각 

유형별 실시간 댓글의 좌우 시각적 주의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가설 1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OI_KPI Type Mean STD t P

Average 
fixation

A_L 0.352 0.221
0.780 0.441

A_R 0.333 0.160

First 
fixation

A_L 0.244 0.122
-1.764 0.087

A_R 0.307 0.200

Fixation 
count

A_L 6.910 4.017
-0.796 0.431

A_R 7.480 3.584

Table 4. Left/right AOI of Type A for paired-samples 

t test

  

AOI_KPI Type Mean STD t P

Average 
fixation

B_L 0.378 0.274
-0.138 0.891

B_R 0.384 0.182

First 

fixation

B_L 0.345 0.207
-0.786 0.438

B_R 0.376 0.163

Fixation 

count

B_L 6.090 3.617
-0.716 0.479

B_R 6.630 3.273

Table 5. Left/right AOI of Type B for paired-samples 

t test

AOI_KPI Type Mean STD t P

Average 
fixation

C_L 0.339 0.140
-1.825 0.077

C_R 0.383 0.155

First 

fixation

C_L 0.291 0.155
-1.924 0.063

C_R 0.388 0.230

Fixation 

count

C_L 5.000 3.058
-0.430 0.690

C_R 5.230 2.713

Table 6. Left/right AOI of Type C for paired-sample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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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스타일 유형에 따라 시각 차이성 검정

다음 단계는 개인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 설정영역

(AOI)에 따라 시지각 반응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으로, A유형과 B유형 실시간 댓글

의 좌우 시각적 방응이 차이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A유형과 B유형 실시간 댓글의 좌우 스타일 

시각적 주의도 차이 데이터 분석에서 A유형의 오른쪽과 

B유형의 오른쪽 시각적 주의 차이  데이터(P≤0.0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유형의 

왼쪽과 B유형의 왼쪽 시각적 주의 차이 데이터(P<0.05)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유

형과 B유형 실시간 댓글의 좌우 시각적 주의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에서 

B유형의 평균값이 A유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설 2-1이 성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AOI_KPI Type Mean STD t P

Average 
fixation

A_L 0.3516 0.2210
-0.752 0.457

B_L 0.3784 0.2741

A_R 0.3334 0.1601
-2.030 0.050

B_R 0.3837 0.1822

First 

fixation

A_L 0.2442 0.1213
-2.492 0.018

B_L 0.2453 0.2071

A_R 0.3072 0.1998
-1.656 0.107

B_R 0.3763 0.1628

Fixation 
count

A_L 6.910 4.017
1.094 0.282

B_L 6.090 3.617

A_R 7.490 3.584
1.327 0.193

B_R 6.630 3.273

Table 7. Type A/B AOI for paired-samples t test

다음으로 A유형과 C유형 실시간 댓글의 좌우 시각적 

반응에 대한 차이성을 검증하였는데, 분석 결과 A유형과 

C유형 실시간 댓글의 좌우 시각적 주의 차이 데이터 분

석에서 A유형의 오른쪽과 C유형의 오른쪽 시각적 주의 

차이 데이터(P<0.0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A유형의 왼쪽과 C유형의 왼쪽 시각적 주의 

차이 데이터(P<0.0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A유형과 C유형 실시간 댓글의 좌우 시각

적 주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에서 A유형의 평균값이 C유형보다 더 많

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설 2-2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

하였다. 

AOI_KPI Type Mean STD t P

Average 
fixation

A_L 0.3516 0.2210
0.329 0.744

C_L 0.3394 0.1402

A_R 0.3334 0.1601
-2.176 0.037

C_R 0.3826 0.1549

First 
fixation

A_L 0.2442 0.1213
-1.624 0.114

C_L 0.2913 0.1553

A_R 0.3071 0.1998
-1.461 0.153

C_R 0.3879 0.2291

Fixation 
count

A_L 6.910 4.017
2.911 0.006

C_L 5.000 3.058

A_R 7.490 3.584
3.399 0.002

C_R 5.230 2.713

Table 8. Type A/C AOI for paired-samples t test

추가적으로 B유형과 C유형 실시간 댓글의 좌우 시각

적 반응에 대한 차이성을 검증하였는데, 분석 결과 B유

형과 C유형 실시간 댓글의 좌우 시각적 주의 차이 데이

터 분석에서 B유형의 오른쪽과 C유형의 오른쪽 시각적 

주의 차이 데이터(P<0.0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B유형의 오른쪽과 C유형의 오른쪽 시

각적 주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B유형의 왼쪽과 C

유형의 왼쪽 시각적 주의 차이 데이터 (P>0.05)에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데이터에서 B유형의 평균값은 C유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시간 댓글 좌우 시각적 주

의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가설 2-3이 성립한다

는 것을 증명하였다.

AOI_KPI Type Mean STD t P

Average 

fixation

B_L 0.3784 0.2741
0.904 0.372

C_L 0.3394 0.1402

B_R 0.3837 0.1822
0.039 0.969

C_R 0.3826 0.1549

First 
fixation

B_L 0.3453 0.2071
1.085 0.286

C_L 0.2914 0.1553

B_R 0.3763 0.1628
-0.273 0.787

C_R 0.3879 0.2292

Fixation 
count

B_L 6.090 3.617
1.433 0.161

C_L 5.000 3.058

B_R 6.630 3.273
1.917 0.064

C_R 5.230 2.713

Table 9. Type B/C AOI for paired-sample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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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성별에 따른 차이 검정

다음 단계는 개인 게임방송 실시간 댓글 유형에서 성

별에 따른 시지각 반응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분

석 결과, 성별과 각 실시간 댓글의 유형과 위치별 데이터

(P>0.05)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가설 3이 성립됨을 증명할 수 있었다. 

Average 

fixation
F P

First 

fixation
F P

Fixation 

count
F P

Gender
0.580 0.811

Gender
0.051 0.822

Gender
0.418 0.523

A_L A_L A_L

Gender
0.588 0.449

Gender
1.851 0.183

Gender
0.329 0.570

A_R A_R A_R

Gender
1.014 0.321

Gender
1.513 0.227

Gender
0.973 0.331

B_L B_L B_L

Gender
0.035 0.853

Gender
0.101 0.753

Gender
1.048 0.313

B_R B_R B_R

Gender
0.248 0.622

Gender
0.110 0.742

Gender
0.250 0.620

C_L C_L C_L

Gender
0.326 0.572

Gender
0.039 0.845

Gender
0.022 0.883

C_R C_R C_R

Table 10. Gender/AOI for one-way ANOVA

5. 결론

현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MZ세대들은 점차 인터넷

의 주요 소비층이 되었고, 게임 등의 서비스에서 라이브 

방송 중 실시간 댓글 기능의 삽입은 관련 업계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의 행동방식에도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는 단일화된 기능에서 이

용자 경험으로 격상되어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관계는 

점차 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경험을 전달하고 

이를 다시 서비스에 반영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 게임방송 중 실시간 댓글의 기능성 수

요, 수용 정도, 선호도에 대해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실

시간 댓글의 유형과 구역 위치의 시각 집중도에 대해 정

량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실시간 댓글에 대한 기능성 수요가 비교적 높

고, 수용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

시간 댓글의 기능성은 이용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시간 댓글 유형 중에 문장을 별도의 반투명 사각

형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인 B유형의 시각주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시간 댓글의 좌우 스타일 시

지각 반응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 실험에서는 실시간 댓글 유

형 스타일과 좌우 스타일 시지각 반응 결과에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피험자 다수가 20대로 구성된 MZ세대 소

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게임 생방송에서 

실시간 댓글에 대해 일정한 사용경험이 있는 수요층이라

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들

은 실제 이용자의 게임 생방송 댓글에 관한 실증 실험연

구를 진행하여 이러한 결과가 각종 인터넷서비스의 실시

간 댓글 유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특히 다양한 게임 방송 화면에서 시청자에게 미치는 시

각적 주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본다면 게임 방송 

플랫폼이 게임 방송 화면의 실시간 댓글 포맷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최적인지에 대한 디자인적 측면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무적 공헌점

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상기와 같은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향후 연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

다.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는 국가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문화 차이에 따른 유사 서비스의 기능성 수요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피실험자 연령층 역

시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층 및 직업군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실험 장비를 확충하여 뇌파

연구를 병행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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