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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w-cost than 3D models, then few researches have
considered to make bas-reliefs from 2D images. In [13],
the paper shows several resulting relief surfaces conveying
one image for varying lighting directions. Additionally, the
paper in [14] estimated the automatic of height information
for each object region with a PDE-based mesh deformation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authors in [15] use feedforward network. The training data comprises images
generated from an input 3D model of a face. However,
using this technique has to take an amount of time for
training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hat creates bas-relief surfaces by brightness dark-parts on the face in the photograph.
The proposed approach includes two phases: firstly, we
detect the special-parts on the face, then the second phase
determines the dark-parts and adjusts the brightness of
image. By this way, we detected face parts which combine
with the knowledge of the Equations of Lines to make the
nose part will not be sunk suddenly in 3d environment and
make them look like realistically. We called the proposed
method is abEL (adjust brightness by the Equations of
Lines). Additionally, we use some image processing
techniques (such as the morphological opening-closing by
reconstruction with suitable thresholds to invert color of the
hair part and the other parts which are outside of the
face).By this way, using this technique is not only make
eyebrows brighter, but also make the whites of the eyes
more darker which make the photograph becomes better.

Here, we consider a specific problem: Face detection refers
to the psychological process by which humans locate and
at- tend to faces in a visual scene. However, in this paper
we are not only care about face detection but also other
components of face: eyes, nose and hair. In instance, when
we know positions of parts (eyes, nose, hair, mouth) of face
exactly we can adjust brightness for every positions on face
by use abEL

Author Keywords

Face photograph, Bas-relief, Detect Face Parts, Equation of
a Line, Morphological opening-closing by reconstruction,
Shape from shading.

Next step, we continue to adjust brightness for nose by
determine positions, we will show detail in sections later.
Additionally,
we
use
some
image
processing
techniques( such as the morphological opening-closing by
reconstruction with various thresholds [3]) to get hair part
and other parts outside face to invert color, and use this
technique to invert eyebrows also make white part near iris
is darker. After mapping all parts that processed we have a
depth image file but still need to smooth to become better.
And last step we use shade from shading to create 3d model
(More detail in section 3)

INTRODUCTION

In the field of relief, we have many types such as Bas-relief
or low relief, high relief, counter-relief, sunk relief and
Small objects. However, we almost focus on two main
types which are bas-relief and high relief. Our work studies
how to create a bas-relief from single face photograph
based on Based on Facial Feature Detection [1] [2] and the
Equations of Lines [3]. Single face photograph is exported
to mesh file by smoothing and shape from shading method
[4] [5].

Our overall framework looks like the policy of divide and
rules. First, we detect all parts (hair-or-outside face parts,
eyes parts, and nose part), after that we use our algorithm to
adjust brightness. Third, we mapping all parts and smooth
it. Last work is creating 3d model by shaping from shading
technique.

Recently, some researches have considered about the
automatic bas-relief generation, and bas-reliefs are usually
created by compressing the depth image of real 3D
geometry and based on the shape from shading (From 3D
scene in [6, 12]) (and from 2D image in [13, 16]). Recent
research works in [6, 12] have considered the automatic
general bas-relief from 3D scenes. These approaches, as
such name of their methods, are based on 3D input data. To
capture the necessary 3D input models, it requires some
expensive equipment, or they have to create by own hands.
Moreover, we need another approach to create bas-relief
easily from inputs which are images to get significantly

Our contributions include: 1) Proposing a new way to make
bas-relief by detect face parts and use the Equation of a
Line. 2) The complexity computa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not too complicate compare with others which
need to spend amount of time to training image or make
database-image. 3) The result of the proposed approach
transforms the photographs in 3d model with naturallooking in shor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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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3, 16] have different approaches. In paper [13], the
authors firstly adjust the input images to match their average
radiance to that of a relief plane. Then they apply a modified
Shape From Shading method with height constraints to this
adjusted image to create the relief surface. However, if we
only use shape from shading technique for these images,
we will get bad 3d model since the dark part in the images
will be sunk in 3d model (see more detail in Fig.1). This
dark part will make nose part and eyes part cannot look as
natural one. The method which is given in [14] restores
the BSR surface by a height map estimation scheme which
consists of two levels: the base relief (BaseRLF), referring to
the low frequency component of BSR surface, and the high
frequency detail (HFDetail), referring to small local features
and randomness of BSR surface. The paper in [15] uses
feed-forward network to training for image. The implement
of this paper shows good results, but they have to spend a
long time to training data. It is not adaptive when we create
bas-relief with a large number of images. Additionally, the
recent research work in [16] based on intensity and gradient
information in the image to divide an image into regions
suitable for bas-relief generation.

In the following, Section 2 reviews related work on basrelief. Section 3 gives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model
building step: face detection, process individual face-parts,
bas- relief image generation, and shape-from-shading, and
then we shows how to combine overall work above to give
a final bas-relief surface: mapping and smoothing. Section
4 presents experimental in our method, while section 5
gives conclusions and discusses possible improvements.
RELATED WORK
2.1. Bas-relief from 3D scene.

We have some approached papers focus on Bas-relief from
3D scene direction such as [6, 12]. In [7], the author
introduces a solution based on from the tone-mapping
literature method, which addresses the similar problem of
squeezing a high dynamic range image into the (low)
dynamic range available on typical display devices, using a
non-linear scaling [17] of gradient magnitudes; the aim is
to preserve small gradients while attenuating large ones.
Similarly, recent works [8, 12] were inspired by techniques
which are used in high dynamic range (HDR) imaging. The
method in [7] introduced and studied a new problem of
converting a given 3D shape, but their method is somewhat
complicated and their results sometimes look distorted and
exaggerated. In [9], as the title of the paper, it generated
bas-reliefs based on the concept of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depth compression works directly on the
height field. The author gave good results with various
input: scene and objects. The approaches in [11] both
makes use of un-sharp masking to emphasize salient
features, before using linear scaling for compression. On
the contrary, [10] applied non-linear scaling, and uses
bilateral filtering to decompose the gradient into coarse and
fine components. In summary, all above methods start with
a depth-map of a 3D scene, and selectively compress depths
to create the bas-relief surface.

In our research, to create bas-relief from single face
photo- graph, we define the locations of the parts in the
face (e.g hair part, nose part, mouth part, eyes part). By
this way, from those locations, we are able to build up the
Equations of Line to adjust the brightness of the face.
After this step, we have a good input file to shape from
shading to 3d model file. A survey of early shape from
shading work can be found in [4]. In this paper, six wellknown shape from shading algorithms are implemented
and compared. Beside that [5] more improved shape from
shading by other algorithms. And in sum, this interactive
SFS approach to be a useful alternative in our shape
recovery process.
3. PROPOSED APPROACH AND ANALYSIS
3.1. System Overview.

As shown in Fig. 2, from single face photograph, based on
FDT (Facial Detection Technique) combine with the gray
image of the original one, we are able to define clearly all
the parts of face. For instance, by using O-CBR (the
morphological opening-closing by reconstruction), we can
detect the hair part with different thresholds. On the other
hand, using Facial Detection Technique to get eyes, nose
and mouth parts (see Section 3.2). By this way, we
determine all positions of them. Additionally, with the
knowledge from the Equations of Lines, we create the EL
(Equations of Lines) based on position that has been
nominated. We can divide face parts to small parts to
apply abEL method for the image. Besides, we also able to
control brightness of face-skin based on abEL method. By
combining all the parts into an image after adjusting
brightness are completed, then smoothing gives a good
result of the depth-image file. Finally, using the shape
from shading to generate bas-relief surface.

Figure 1. Test datasets
And if these methods can use to produce bas-relief with
high quality, the difficulty of obtaining suitable input 3D
models restricts their applicability. Nonetheless, we want to
make bas-relief in a simple way and short time.
2.2 Bas-relief from 2D Images.

Reconstructing a 3D object from a single 2D image is
an ill-posed problem. A monocular image alone does not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uniquely retrieve 3D
information. With using the images as inputs, th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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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posed system framework

Io=A∘B=(A⊖B)⊕B.

3.2. Face Part Detection.

(1)

Where Io = image opening; ⊕and⊖ denote the dilation and
erosion. At this case, set A is the single photograph. Let F
denote the maker image and G is the mask image. The
opening-by-reconstruction is computed: The geodesic
erosion of size n of the maker image F with respect G,
(n)
denote EG (F)
(n)
(1)
(n−1)
Ie= EG (F)= EG (F)[ EG
(F)].
(2)

To bright the parts that has been nominated, we based on
Facial Detection Technique [1] [2]. Face detection is a
feature based approach in which face geometry is taken
which includes face shape and other facial features like
mouth, eyes, nose etc.. The algorithm requires 2-D images
which threshold values of intensiti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measurement of the number of the
pixels to get the entire face feature area.
Method is used to detect face and components of face
based-on [1] [2] we detected and got individual parts: hair,
and eyes and nose. Start - RGB image to YCbCr color
space (Face skin region detection) - Facial feature fixation
- Lip and Mouth detection - Eye location - Nose detection
– Gender Classification Using Support Vector Machine –
Stop.
Where the YCbCr color space is used to detect the skin
region on the given input face image. This technique
involves the facial feature area estimation, lip mouth
determination, right and left eye locating and noise.
Support vector machines ar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decision plane that defines the decision boundaries. The
proposed algorithm uses the linear
SVM. For all the image pixel values
SVM [index] = Sum of intensity value of 3 layers (RGB)
of the pixel in the image estimation process.

(1)

Where Ie: image erosion; (EG (F)=(F⊕B)∪G )
(n)
D
Iobr= OR (F)=RF [F⊖nB.]
(3)
where Iobr : image opening by reconstruction; n-size n of
an image A; F ⊖ nB indicates n erosion of F by B Ie (2)
Following the opening with a closing can remove the dark
spots and stem marks:
Ioc =Io•B = (Io⊕B)⊖B.

(4)

Where Ioc: Image opening-closing; Io: in (1). Next
compute the opening-closing by reconstruction: The
geodesic dilation of size n of the maker image F with
(n)

respect G, denote by DG (F)
(n)

(1)

(n−1)

Iobrd= DG (Iobr)= DG (Iobr)[ DG

(Iobr)]. (5)

Where Iobrd : image opening by reconstruction dilation;

3.3. Control brightness of magnitude individual faceparts.

(1)

DG (Iobr)=(Iobr⊕B)∩G

a. Detecting hair part.

(n)

D

Iobrcbr= CR (Iobrd)=RF [F⊖nIobr]

Detecting hair-part (and some parts outside face: hat, scene
around) we created morphological structuring element with
type of structuring element (B) is disk with parameter 20.
Then, use morphological opening which is the dilation of the
erosion of a set A by a structuring element B:

(6)

Where Iobrcbr : image opening-closing by reconstruction
Complement and convert Iobrcbr to binary image with
suitable threshold to get desired hair part. De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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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is inserted we get desired-binary image. (see Fig
3b). Get new hair part by inverting color in original image
corresponding with positions in binary image where have
values = 0 (see Fig 3c). And also apply this method for eyes
parts that detected in section 3.1 we can decrease intensity
of white color in eyes and invert eyebrows with suitable
threshold.

After we had 4 positions. We need to know Equation of a
Lines: y a , y b , y c .
Data: NosePart(see Fig 5)
Result: Nose-Part after processed
x 1 , y 1 , x 2 , y 2 , x 3 , y 3 , x 4 , y 4 (in this case x 2 = x 3 = x 4 );
y a , y b , y c , alpha,beta // parameters to limit nose part exactly.

b. Adjust brightness for nose part.

Set alpha, beta

As shown in Fig. 1 triangle part (dark part will be sunk in
3d environment). First, we will explain our idea to
brightness for nose part. We determine and decide 3
position of triangle:

For each row iLoop in triangle for x 1 +alpha to x 3 + beta
do
Calculate y a , y b , y c ;
Set alpha, beta
For each value y from y a + alpha to y c +beta do
Find max-value;
Figure 3. Hair Part after processing

Get position of max-value: y d ;

position1 = (center of left). Eye + center of right eye)/2
position2 = 2/3-left of nose part. position3 = 2/3-right of
nose part. (See Fig. 4)

If Straight nose brigde then
Set max-value = y 4 ;
Calculate average: From y 4 to y a : aver-left;
From y 4 to y c : aver-right;
Set value decrease with step aver-left from y 4 to y a
+alpha;
Set value decrease with step aver-left from y 4 to
yc;
If nose bridge is slanted to the right then
Set alpha; Calculate average from y d to y a +alpha:
aver-value-right;
Set value increase with step aver-value from y a
+alpha to y d

Figure 4. Determining nose part

If nose bridge is slanted to the left then
Set alpha, beta calculate average from y d to y a +
alpha: aver-value;
Set value decrease with step aver-value from y a
+alpha to y d ;
End For.
Algorithm 1: Brightness for Nose Part
Figure 5. Determining position determine nose part

3.4. Mapping all individual parts and smoothing.

Apply that idea for eyes part and mouth part we can
adjust brightness for those parts. Summary, mapping all

We determine 4 positions of nose: with pos1(x 1 , y 1 ),
pos2(x 2 , y 2 ), pos3(x 3 , y 3 ), pos4(x 4 , y 4 ) = .(see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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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we have file look like Fig. 6. Then, we have to do
next step is smoothing.

Figure 8. Choose threshold to get eyes part

Figure 6. Mapping all individual parts
4. EXPERIMENTAL

From single face photograph, do not spend time to
training, do not use any database-image, only knowledge
about bright- ness and Equation of a Line we make basrelief file look like natural. Besides that, apply smoothing
algorithm will give us a good input file with nice quality.
The resolution of the resulting reliefs is matched or
exceeds the resolution of the input images. The computed
surfaces are stored as STL files, which can then be used to
fabricate the physical surfaces.

Figure 9. The difference between using suitable value and not
for nose part

Therefore, we need to insert some parameters with suitable
values to limit nose part exactly like natural one. Our result
is shown in Fig. 9c. As we can see, the result come out
better than Fig. 9.b.

In (Fig. 7), shows that the effects of detecting hair part by
use the morphological opening-closing by reconstruction.
With Fig 7 we choose threshold = 0.35. Depth-map is
created by inverting color in original image corresponding
with positions in binary image. With eye parts: we also
use the morphological opening-closing by reconstruction
to adjust the whites of eyes become darker.

After adjusting the parts by using abEL method, the next
step of our proposed approach is mapping all parts to be
one image with the same size compare with the original one.
Smoothing new image to make depth-map file is the last
step. The results of our proposed approach are showed in
Fig. 10. In this paper, to estimate our proposed approach,
we take a comparison our results with previous research in
[16]. In this regard, the research in [16] based on intensity
and gradient information in the image to make bas-relief.
However, the results in that paper is not clear in some parts
such as the eyes part and nose part (as see in Fig. 11.b).
This problem is solved in our re- search since we can
directly adjust the Brightness of all areas of the face. Our
results are shown in Fig. 11.c.
5. CONCLUSION

In this research, we do not need to add light source, we only
know knowledge based on Face feature Detection and the
Equation of a Line, the morphological opening-closing by
re- construction, the shape from shading. The results show
that our method is capable of generating reasonable basrelief sur- faces from such face photographs. From the
result of the face part detection and the knowledge about
the Equations of Lines (straight line) support to modify
brightness at nose part. Moreover, the morphological
opening-closing by reconstruction method contributes to
adjust light magnitude of the whites of eyes.

Figure 7. Choose threshold to get hair part: Lena Image

And using different threshold to get desired eyebrows parts
(threshold to get left eyebrow and thresh- old to get right
eyebrow). (See Fig.8). Result of nose part is computed by
the Equations of Lines. As shown above, we use abEL to
make brightness of face. With set suitable value to
parameter we can extract nose part exactly. In Fig. 9 will
show the difference between using suitable value and not.
With input file is processed, we have nose part in Fig. 9.a
with dark part of nose on the left. However, if we only use
abEL method without parameters, the dark part are adjusted
but it is not clear since its overflowed (shown in Fig. 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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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Our result with different views: input Len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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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ttention at first, but people show more consistent
reading behavior with the normification (Figure 1). The
actual reading days during the study was also higher in the
normification group. The deviation of the daily reading
time of the normification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the
gamification group. Also, the participants in the
normification group kept doing daily reading for longer
period of time compared to the participants in the
gamification group. Those results show that the
normification framework is more effective in maintaining
the behavior involving intrinsic motivation than the
gamification.

ABSTRACT

Services in various fields apply the concept of gamification
as the delivery method of behavioral information for
maintaining motivation [1, 3, 4, 5]. However, prior work
has discussed that the gamification is not always effective
[7, 8, 9].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the concept of
normification w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goal
that requires intrinsic motivation, which the concept of
gamification cannot stimulate in all situations [2, 6].
On the preliminary study,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done with participants who either have or had used the
smartphone application adopting the concept of
gamification to achieve their goals. The interview found
that the concept of gamification does not work in all cases.
From the review of prior work and the analysis of focus
group interview, this study proposed the normification
framework. The framework is categorized into four parts:
Decision, Stimulation, Action, and Reflection. The study
operationalized each term as the following. Decision is an
initial set up in order to establish a standard of behavior
regarding intrinsic motivation. Stimulation leads to a certain
behavior regarding intrinsic motivation. Action is what can
be earned from performing a certain behavior. Reflection is
the process of evaluation on behavioral history.

Figure 1. The mean of reading time by days
(t(58)= -0.796, p= N.S.)

Even with these promising results, the study has limitations.
First, since the study was conducted for one month,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for a longitudinal study, the
results are not supported by the large amount of data.
However, still the current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normification framework maintains intrinsic motivation
more consistently and more effectively compared to
gamification. Second, the study was not able to apply the
concept to diverse domains. The study only focused on
reading behavior, and it might be difficult to guarantee that
the same motivational approach gives the same effect to all
different kinds of topics in different fields. Therefore, the
future study may narrow the focus and see which concept is
effective to maintain motivation in that specific field.

Then we conducted a study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nomification framework we developed in a real
situation. In this study, we brought a “reading everyday”
campaign to the study and designed a mobile website. 66
people participated the study and recorded their everyday
reading behavior.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concept of gamification 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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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computer and the user provides a
way to provide an effective immersion can be
oriented in a 3D fields. Also we define the
behavior of the user interface for the basic
method of operation (motion like a bird,
superman action, a hand gestures) in a virtual
space with high immersed during navigation
keyboard. Designing the intuitive operation of
a user using a user's input operation receiving
Kinect Motion Sensor was subjected to user
study. To compare the four designed interfaces
for virtual environments based on Oculus HMD
navigation, our design is tested and by 31
students of the Chung_Ang University and got
a highly evaluated, also it shows the highest
Immersion of the motion like a bird. Finally,
w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pros and con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virtual reality and
the user, and proposed new operation method.

요약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는 머리에 착용하여
가상현실에 대한 높은 몰입을 제공하는 장치이다[1].
가상현실과 HMD 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몰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네 가지의 조작 방법을
비교하여 3D 분야에서 지향해야 할 효과적인 몰입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가상공간 네비게이션
시 키보드로 조작하는 기본적 방법과 높은 몰입을
위한 세 가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동작을 정의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동작을 입력 받는 Kinect
모션인식센서를 이용한 사용자의 직관적인 동작
(새처럼 나는 동작, 슈퍼맨 동작, 손 동작)을 설계하여
사용자 연구를 실시했다. Oculus HMD 를 기반으로
한 가상환경 네비게이션을 위해 설계된 네 가지의
인터페이스를 비교하고자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 31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새 동작의
몰입도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상 현실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조작 방법을 제안했다.

주제어
Virtual World, HMD, Oculus Rift, Gesture,
Kinect, Navigation, HCI

1. 서론

ABSTRACT

최근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장치(HMD)와 같이 인간의 감각을
고려한 스마트한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사람들은 실제와 유사하게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지는 모니터 대신 HMD 를
머리에 착용한 채로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장치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Head mounted displays (HMD) are a device
that provides a high immersion to the virtual
reality to be worn on the head[1]. As
increasing user interest in the Virtual reality
and HMDs, the demand of the user interface to
increase the engagement between the
computer and the user in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also increases. This study compared
the four operations for the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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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다른 새로운 입출력 장치를 기반으로 한
사람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3]. 개발자들은 모니터 대신 머리에 착용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오큘러스 사의 HMD,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키넥트(Kinect)[4, 5]의 개발자
버전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위한 가상 현실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게임 분야에서
가장 활성화 된 Unity3D Engine 으로 3D 가상현실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와 키넥트 두 가지의 입출력
장치를 이용한 조작법을 정의했다. 이 연구에 쓰여진
조작법은 총 네 가지로, 키보드를 사용한 방법과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 실행 시 키보드 입력으로
발생하는 조작의 불편함의 개선을 위하여 Kinect 를
사용한 다른 세 가지 방법이다. 키넥트를 이용한 조작
방법은 그림 2 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림 1. 본 시스템 시현 예시: 주어진 가상환경(예: 그랜드
캐니언)을 현실감있게 날아다니기 위해 오큘러스 HMD 를
착용하고 키넥트로 동작을 인식하여 가상환경을 새처럼
비행하는 모습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키보드,
마우스 등의 입력장치를 이용한 전통적인 조작법을
사용하는데, 사용자들이 쉽게 지루해하고 몰입의
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미세한 조정을 통해 흥미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Kammergruber, Florian. et al. [2]와 같이
사용자의 조작이나 동작을 키보드보다 더 정확히
인식하여 자유로운 가상공간의 주인공 조종이
가능하도록 조이스틱과 닌텐도의 Wii 제어기를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가상현실
분야에서 사용자의 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HMD 와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해 줄 동작인식센서인 키넥트를
이용한 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오큘러스를 착용한 상태로
가상환경을 현실감 있게 비행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조작방법을 사용한다. 전통적인 키보드 인터페이스,
그림 1 처럼 새가 날아다니는 모습과 유사한 새 모드,
슈퍼맨과 같은 동작을 통해 움직이는 슈퍼맨 모드,
손을 인식하여 움직이는 손 인터페이스의 네 가지의
조작법을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3D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과
동작 인식에도 사실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네 가지
조작 원리를 통하여 기존의 키보드를 대신할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용자 연구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 31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조작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1.1. 키넥트를 이용한 새 비행 모드
고대부터 사람은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날아다니고
싶어했다[6]. Rheiner, Max. et al. [7]에서 Oculus
3D 공간을 VR 을 착용하고 날아다닐 수 있도록
‘Birdly’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체험해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사용자가 가상공간을 눈으로 보는 동시에
Birdly 시뮬레이터를 직접 움직여 3D 공간을 가장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 부피가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상용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은 공간과 비용으로 키넥트로
새와 유사한 동작을 인식하여 새의 느낌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새가 날개를 편 모습과 유사하게 양 팔을 벌린
기본자세에서 허리를 사용하여 몸을 상, 하, 좌, 우의
방향대로 움직이면 오큘러스 상에서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고,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기본자세에서 양 팔을
동시에 위 아래로 움직이면 가속이 되고, 양 팔을
동시에 앞으로 뻗는 동작을 반복하면 감속할 수 있다.

2.1.2 키넥트를 활용한 슈퍼맨 동작 모드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날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슈퍼맨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은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상 공간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슈퍼맨 동작을 정의하였다.
그림 2 의 슈퍼맨 동작과 같이 어깨선 높이에서
양손 주먹을 쥔 상태로 얼굴이 양 주먹의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기본 자세를 취해 준다. 좌, 우로
이동을 원할 시에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고, 상, 하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몸을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면 된다. 속도조절을 원할 시

2. 동작 인터페이스 정의 및 인식
2.1 동작 인터페이스 정의
본 연구는 최근 가상현실분야에 대한 개발에 따라
다양한 기술과 그에 따른 장비들이 발명되면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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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키넥트를 활용하여 인식하는 동작 인터페이스: 키넥트에서 얻어진 각 비디오 영상 프레임으로부터 몸의
뼈대(Skeleton)를 실시간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뼈대로부터 해당 비행 인터페이스 동작을 인식한다.
기본자세에서 왼손을 기준으로 오른쪽 손을 앞, 뒤로
본 연구에서 동작 인식 알고리즘 설계 시 키넥트
움직이면 가속과 감속이 가능하다.
적외선 프로젝터 센서[11]를 통해 깊이 값을 인식하는
센서와 3D 깊이 이미지 데이터 감지를 기반으로
2.1.3. 키넥트를 활용한 손 동작 모드
사람의 골격(Skeleton)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사람을 인식하는 특징을 이용했다. 손, 슈퍼맨, 새
서서 조작가능하며, 의자에 착석한 상태로도 인식
동작은 표 1 처럼 각 동작의 각도를 정의한 뒤
가능하다. 오른쪽 손이 기준점이 되므로 오른 손의
Algorithm1 와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했다.
위치를 인식하기 위해 기본 자세를 취한 뒤 2~5 초
정도 정지한 상태로 유지한다. 상, 하, 좌, 우로 손을
동작
Angle
Degree
움직여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8, 9]. 속도는 손을
수평상 X 축과 두 손을 수직상 Y 축과 머리와
새
앞 뒤로 움직임으로써 조절 가능하다. 그림 2 처럼
이은 직선의 각도
배를 이은 직선의 각도
손을 앞 쪽으로 일자로 뻗으면 가속이 되며, 몸의
머리와
허리를
이은
직선
복부를
이은 직선의 Y 축
슈퍼맨
의 Y 축과의 각도
과의 각도
뒤쪽으로 손을 가져오면 속도가 줄어든다.
손

2.1.4. 키보드 조작
기존의 입출력 장치인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Google earth 의 비행모드를 참고하여 유사하게
제작하였다[10]. 상, 하, 좌, 우는 키보드의 화살표로
방향전환이 가능하다. Google earth 에서 속도
조절은 비행모드에서는 Page Up & Page Down
버튼으로 가속과 감속이 가능했던 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HMD 를 착용한 사용자의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시야가 확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찾기 쉬운 키보드의 Q, A 버튼을
활용하였다.

오른손에서 오른 팔꿈치
를 연결하는 직선과 X 축
과의 각도

오른손에서 오른 팔꿈치
를 연결하는 직선과 Y 축
과의 각도

표 1. 키넥트를 이용한 동작의 각도 정의
그림 2 와 같이 정의한 동작은 Algorithm1 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가 좌우 방향전환이 가능하도록
X 축과의 각도(1 번째 줄), 양손의 각도를 비교(2 번째
줄)하여 좌우 이동 조건을 부여했다(3, 4 번째 줄).
상하 이동을 위해 Y 축과의 각도를 계산(5 번째
줄)하고 양손의 각도를 비교(6 번째 줄)하여 상하 이동
조건을 부여했다(7, 8 번째 줄). 현재 기준점 간의
거리에서 사전에 거리를 빼준 값이 가속한계보다 클
때(10 번째 줄) 가속(11 번째 줄)을 최저 속도
한계보다 작을 때(12 번째 줄) 감속(13 번째 줄)한다.

2.2 동작 인터페이스 인식

새 인터페이스의 자연스러운 속도조절을 위해
Algorithm2 에서 추가적으로 조건을 정의했다. 두

2.2.1 키넥트를 이용한 동작 인식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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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연구(User Study)

A : Angle
D : Degree
HL : 수평한계
R : 오른쪽 손
L : 왼쪽 손
CA : 조작 방법의 Angle
HL : 수직한계
CD : 조작 방법의 Degree
MD : 사전에 계산한 기준점 간의 거리
1. if A > HL
2.
if R > L
3.
CA = -A;
4.
else CA = A;
5. if D > VL
6.
if R > L
7.
CD = -D;
8.
else CD = D;
9. else CD = 0;
10. if Distance - MD > SpeedUp
11.
Accelerate;
12. else if Distance - MD < SpeedDown
13.
Break;

3.1 연구 설계
3D 공간 체험 시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방법이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 진행을
위해 가상환경은 직접 날아다니기 어렵지만 현실감이
있는 장소로 설정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과 같이 광활한 자연은 직접 방문하여 비행
가능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 시나리오를 테스트 할 배경으로 적합했다. 또한
사람에게 익숙한 파리 마을의 3D 건물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였다. 가상 네비게이션을 위한 3D 프로그램은
Unity3D 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시 Oculus 사와
Microsoft 사에서 배포한 SDK 및 Develop
Toolkit 을 이용하여 개발했다. 사용자가 가상현실을
체험해 본 뒤 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고
응답한 결과를 분석 및 참고하여 결론을 도출했다.

3.2 가상 환경 설정
본 연구에서 우리는 가상현실을 실제처럼 착각하는
효과를 주는 HMD 중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가상공간을 체험 가능한
Oculus 사의 개발자용 2 번째 버전인 Oculus Rift
DK2(Developers Kit Version 2)를 사용했다.
사용자에게 키보드 대신 조작의 다양성과 더 높은
몰입을 제공하는 Microsoft 사의 동작 인식 센서
Kinect V2(Version 2) For Xbox One 입력장치와
윈도우 환경에서 키넥트 사용을 위해 Window 용
키넥트 어댑터를 이용했다.

Algorithm 1. 키넥트를 활용한 세 가지 동작의 체험을
위한 알고리즘
손이 모두 위쪽 혹은 앞쪽에 있다면(1 번째 줄),
위나 앞의 방향으로 이동 가능(2 번째 줄)하지만, 두
손의 방향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지속(3 번째
줄)된다면 가속과 감속의 정도는 모두 0(5 번째 줄)이
된다. 두 손이 모두 아래에 위치(6 번째 줄)할 때, 손을
위로 올리면(7 번째 줄) 가속(8 번째 줄)이 되고, 손이
앞으로 향한다면(9 번째 줄), 감속(10 번째 줄)이 된다.
AC : 가속의 정도
BC : 감속의 정도

THS : 양 손 모두의 위치가 위, 앞 쪽인 상태

1. if THS
2.
set Toggle true;
3.
if Two Hands keep THS
4.
set Toggle false;
5.
AC, BC = 0;
6. if Two Hands Down
7.
if UpToggle is true
8.
AC ++;
9.
else if FrontToggle is true
10.
BC++;
11
else
AC, BC = 0;

그림 3 테스트를 위한 가상환경
가상현실에서 정의한 동작들의 효과적인 체험을
위해 게임 등에서 가장 선호되는 Unity3D 엔진을
이용하여 현실감 있는 3D 가상 공간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Rift SDK 를 설치 후 Unity 의
기능에 최적화 된 MonoDevelop 을 실행하여
C#으로 3D 공간 정보를 렌더링하고 오큘러스
디스플레이에 적용하는 부분을 작성했다. 3D 가상
공간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한 3D 공간 제작 용도로
Google earth 의 그랜드 캐니언 지형을 OBJ 파일로

Algorithm 2. 새 동작의 부드러운 속도 조절을 위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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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기 위해서 Sketch Up Pro 2015 를 이용했고,
가상 공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 프리모델링 공유
사이트
TF3DM(http://tf3dm.com/)에서
마을
모델을 다운 받아 사용했다.

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랜드 캐니언의 경우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와 조작의 정확성에서 새와 손의 인터페이스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키보드 조작법이 가장 쉬웠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조종할 수 있기에 편의성과
피로도, 어지럽지 않은 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새, 손의 인터페이스는 조작은 어려우나 재미있는
정도와 몰입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3D 건물
네비게이션 시 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좋았고,
조작의 정확성, 편의성, 쉬운 정도, 피로하거나
어지럽지 않은 정도는 키보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피실험자의 응답은 몰입감과 재미있는 정도에
있어서 키넥트를 이용한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에서 높은 호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3.3 연구 절차
3D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HMD 인 오큘러스와
동작 인식 센서인 키넥트에 대해 학습한 뒤 사용자의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기존의 키보드 조작과 키넥트를 이용한 방법 간의
비교를 위해 두 조작법을 평가하고 체험지수를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3D 공간 제작 후
기본조작법 외에 키넥트로 인식할 수 있는 세 가지
동작을 설계하여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
31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테스트 할
가상환경은 그랜드 캐니언과 마을 모델의 두 가지와
네 가지의 정의된 동작을 이용하여 1 명 당 총 8 번
시행하였고, 체험시간은 각각 1 분의 제한을 두었다.
처음 HMD 를 체험하는 피실험자를 위하여 각 체험
사이에 어지러운 정도에 따라 1 분 ~ 10 분 사이의
휴식시간을 두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5.1 결론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전통적 방식의 키보드 입력을
이용한 가상공간에 대한 피로하지 않은 정도가 대체로
더 높았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프로그램과
상호작용 시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 피실험자도 있었다.
동작인식 인터페이스로 프로그램 체험 시 키넥트를
이용한 동작인식 방법이 키보드 인터페이스보다 더
사용자 친화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보는 사용자는 어색하고 어려운 조작법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다소 있었으나 일정시간의 적응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키넥트로
조작하는 방법보다 키보드로 조작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더 낮았지만, 재미나 몰입에 대한
정도는 키넥트로 조작 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3 차원 공간 네비게이션 시 프로그램 상에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면, 새, 슈퍼맨, 손, 키보드의 순으로
몸을 직접 움직이는 것이 사용자에게 큰 재미를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나리오 공간의
종류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부분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하여
키넥트 사용 시 조작해보지 않았던 동작 인식 센서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피실험자
PC 게임 경험이 있는 정상시력이나 교정시력이
정상범위인 21~29 세의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생 31 명을 피실험자로 선정했다. 그 중 3 명은 각
인터페이스 사이 약간의 휴식을 취했으나 시뮬레이터
시크니스(어지럼증 등을 호소)[12]로 연구의 정확한
결과를 위한 설문을 위해 마지막까지 연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5.2 향후 연구

그림 4. 오큘러스 HMD 를 착용하고 가상환경(그랜드
캐니언)을 현실감있게 슈퍼맨처럼 비행하는 모습

사용자들의 반응에 대한 조사를 해 본 결과 대체로
3D 가상 현실 체험 시 키보드 대신 사용자 동작 인식
장치인 키넥트를 사용했을 때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는 시나리오
상 3D 공간을 네비게이션하는 프로그램에서만 진행
된 연구이기 때문에 게임의 주인공이 되거나 복잡한

4.2 설문 결과 분석
그림 4 에서 설문 결과를 수치화했고, 전체적으로
손 인터페이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그랜드
캐니언과 마을모델의 두 환경에서 경험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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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테스트 가상환경(그랜드캐니언, 마을모델)의 HMD 기반 비행 네비게이션에 수행된 네 가지 실감형 동작 인터페이스(새,
슈퍼맨, 손, 키보드) 각각에 대한 피실험자의 설문 결과
동작을 인식해야 할 때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하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ACM JORDAN 2.3 (2011), 186-194.
6. Tedrake, R., Jackowski, Z., Cory, R.,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Oculus 가 사용자 버전으로도
Roberts, J. W., and Hoburg, W. Learning to
2016 년 1 분기경에 사용자 버전으로 개발자버전
fly like a bird. Under review 8 (2009).
2 보다 높은 해상도로 출시될 예정이다. 3D
7. Rheiner, M. Birdly an Attempt to Fly. In
시뮬레이터 시크니스의 해결책으로 자체의 해상도를
Proc. SIGGRAPH Emerging Technologies,
높여 재 실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ACM Press (2014), 1–1.
8. Rautaray, Siddharth S., and Anup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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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본 연구는 심리적반발이론에 근거하여,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동영상 강의시청맥락에서 사용자의 시스템
통제권을 제약하는 역발상적인 시스템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통제성의
상실감에 대한 인지(인지된 비통제성)가 강의
시청에서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음을 기존 연구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들어 가설화 하였고, 실험과
설문을 통해 가설 검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분석, 설정된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온라인학습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온라인
학습(E-learning/Distance
Learning/
Online Learning)은 전자적 수단이나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하는 용어다. 인터넷을 활용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의미한다(손맥 외, 2010).
온라인학습서비스는 인터넷을 학습 컨텐츠 전달의
채널로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특성인
개방성(Openness),
접근성(Accessibility),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특성으로 지닌다(Young,
1988). 온라인학습은 학습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라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Cole, 2000), 이에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수준과
목적, 그리고 개인의 여건에 따라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Anderson, 2008).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 서비스는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개인적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된
교육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비용 대비 효용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다(Moore & Kearsley,
2011). 이런 온라인 학습의 장점으로, 오늘날
온라인학습서비스는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자원의
분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Cousera, edX 로 대표되 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 온라인

ABSTRACT
Based on 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 we
presented a creative system feature which could
restrict the user`s perceived control. Through
this, we had set hypotheses insisting perception
of user`s deprived freedom could cause user`s
concentration on lecture, also collected data to
confirm our hypotheses. Finally, we analyzed
the data, so that investigated they are all
statistically signified.

주제어
온라인 학습, 심리적 반발, 인지된 자유 위협, 강의 집중,
인지된 비통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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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업) 플랫폼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추세에 한국도 동참하여, 정부 및 대학들의
주도하에 한국형 대형 온라인 강의서비스(KMOOC)를
개설하고 각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강의를 제작하는
등의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온라인학습서비스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학습
컨텐츠들은 학습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강의시청자의 미집중과 이로 인한 학습성과 달성의
부진이라는 문제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의 시청
미집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온라인학습의 지니는 그 자체의 매체적, 본질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온라인학습은 면-대-면(Face-toFace) 학습과 달리, 강의를 듣는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변의 환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에, 학습자는
면-대-면 학습, 혹은 현장학습에 비교하여 자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강의 시청 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 관대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Fried, 2008).

현재 지속적으로 많은 자본과 전문 교수 인력 등의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온라인학습서비스의 장점이 주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라인 학습의 참여와 효과는
아직도 매우 미비하다(Marcus, 2013). 주된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온라인학습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의 중도 이탈(Drop-out) 현상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MOOC 와 같은 서비스에서 자신이
신청한 강좌를 끝까지 완수하지 않고 중도에 수강을
그만두는 중도 이탈 현상이 전체 수강생의 90%에
육박한다고 한다(Breslow et al, 2013; Hew, 2014).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중도 이탈 현상은 사회적
차원에서 온라인 학습 구축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효익의 증발로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의 인적 노력과 시간의
효용이 낭비되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

위와 같은 경향은 주로 학습자들이 강의 시청 시 학습과
관련 없는 멀티테스킹을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Offline 수업시간에 휴대용 Laptop 을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 강의와 상관없는 멀티테스킹이 매우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런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성과도 부진하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처럼 강의 시청 상황에서의
미집중 심리, 미집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은
온라인학습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학습의
과정 중에서 방지해야 할 요인이며, 이러한 미집중
행동의 연속과 반복은 결국 중도 이탈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Fried, 2008).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학습서비스의 부정적 현상과
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서비스가 가진 접근성,
개방성 등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도 이탈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도 이탈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중도
이탈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다(Breslow et al, 2013). 온라인 학습서비스의
중도이탈 방지를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도이탈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가령, 기존 중도 이탈의
원인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질, 학생
지원의 부족, 교수자와의 접촉 가능여부, 과제의
어려움, 토론 공간의 부족, 학생의 의욕 부진(Kaye &
Rumble, 1991; Whittington, 1995; Garg et al,
1992; Rice, 2013)과 같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인들은
현재 사회적 차원에서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 및 운영 인력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온라인학습서비스의 시스템 요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자유를 제한 받을
때 오히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효익을
얻어내고자 노력한다는 심리적 반발 이론에 기반해
사용자가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기능에
제한을 두어, 사용자의 인지된 통제성을 감소시키면
오히려 집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심리적 반발이론을 이론적 근거로써 설명하자면,
사용자가 인지하는 심리적 반발은 학습 서비스의
시스템 기능이 제한될 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학습이라는 근본적 가치의 손실을 피하고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해당 제한을
극복할 수 없음을 인지한 학습자는 자신이 가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가치(학습)을 얻어내고자 할
것이다. 이는 심리적반발이론에서 언급하는 인간의
자유 위협 인지, 자유를 수복하기 위한 행동양식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심리적 반발
이론에 근거해 온라인학습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습자의
집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의 제한이라는
실제적인 시스템 요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온라인 학습서비스의 중도 이탈은 앞서 언급한
운영 및 지원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온라인
학습서비스가 면-대-면(Face-to-Face) 학습이 아닌
인터넷 환경 안에서 학습자가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학습한다는 특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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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고찰하였다.
심리적반발이론에서
자유(Freedom)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써 자신의 상황과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함을
인지하는
것이다(Brehm,
1966;
Wicklund&Brehm, 1968). 해당 정의에 따르면,
개인이 특정 상황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인지된 통제성의 개념은 인간이 자유를 인지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행동을 지배할 수 없게끔 개인의
통제성을 박탈한다면, 개인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제거당했다고 인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제성을 박탈당했다고 인지하는 인지된
비통제성(Perceived no control)의 개념을 인지된
자유 위협의 선행 변수로 설정하였다.

2. 관련 연구 탐색
2.1 심리적 반발(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
심리적반발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란 심리학자 Brehm(1966)이 처음 제시한
인간의 인지, 행동에 대한 이론이다. 인간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Freedom)를 타인 혹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위협받거나 혹은 박탈, 제거 당했을
경우에, 해당 자유가 자신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한 내적 동기가 유발되어 자유를 위협받기
이전보다 해당 자유를 더 강하게 열망, 갈망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관련된문헌들은 이 같은 인간의
행동 양상이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에서 유발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고,
다양한 대안 중에서 한가지의 대안을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rehm & Brehm, 2013). 이 때문에
인간의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위협받거나 박탈되었을 때 이를 지키기 위한
강한 심리적 기제가 유발되며, 이러한 인간의 심리는
자유를 되찾기 위한 행동양식으로 이어진다. 이는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라고 불리우며,
사회심리학과 설득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에 대해
설득자가 의도한 메시지에 대하여 설득대상자가
정반대로 행동하는 효과를 의미하기도 한다(Byrne,
2007; Cho&Salmon, 2007).

가설 1 : 강의시청맥락에서의 학습자의 인지된
비통제성은 학습자의 인지된 자유 위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인지된 자유 위협(Perceived Threat to Freedom)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된 자유 위협(Perceived
Threat to Freedom)은 개인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특정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개인적 권리인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Brehm, 1966;
1968). 이러한 자유의 위협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억압의 대상인 자유가 해당 개인에게 중요할수록,
개인이 억압받는 자유에 있어서 자신의 통제권이나
지배권이 크다고 인지할수록 위협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반발 심리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Rains&Turner, 2007).
반발 심리와 반발 행동은 인간이 자유를 위협받았을 때,
해당 위협에 대한 직접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접적반응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협을
극복하고, 자유가 주는 가치를 수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간접적반응이 존재한다(Donnell, 2001).
중요한 것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지 간에,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자신이 위협받은 자유가 주는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가 발생하고 이를 행동으로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온라인학습서비스의 강의 시청 맥락에서 동영상 강좌

설득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기본적 성향을
통하여 표현되는 부메랑효과를 의도적으로 역이용하여
설득자가 원하는 메시지를 감추고 그 반대 의미의
메시지를 설득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설득대상자로 하여금 설득자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하는 Reverse Psychology Method(청개구리기법)
존재한다(Farrelly et al, 2002)

2.2 인지된 비통제성(Perceived no control)
흔히 인지된 통제성(Perceived Control)의 개념은
개인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 상황을 지배하는 것 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Ajzen,
1985). 해당 개념은 인간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광고노출등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중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밝힌바
있다(Joo et al, 2000; Ki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지된 통제성의 개념이
심리적반발이론에서 언급하는 자유의 개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자, 심리적 반발 이론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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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대한 피험자의 경험적 인식인 자유(동영상
컨텐츠를 본인의 의지로 조정하거나, 타임 바(Time
Bar) 조작을 통해 놓친 부분을 다시 볼 수 있음을
결정하는 등)을 제한한다면, 학습자는 자신이 수강하는
동영상 강의가 제공하는 본질적인 가치인 학습, 공부,
자기계발이라는 가치를 수복하기 위한 행태를 보일
것이라 가정했고, 이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동영상
컨텐츠의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학습을 하고자
하는 행동(강의에 대한 집중 강화)으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2009). 학습이라는 정신적 자원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과업에서 학습컨텐츠에 대한 집중은 매우
필수 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해 가능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교육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집중이 학습 몰입 개념의 세부
요인인 동시에, 참여 욕구 증진과 학습에 대한 만족,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입증해
오고있다(Palloff & Pratt, 1999). 이에 따르면 강의에
대한 집중은 학습성과 달성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이용해 학습을 지속시키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설 2 : 강의시청맥락에서의 학습자의 인지된 자유
위협은 학습자의 강의 시청 집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연구 모형
위 문헌조사와 수립된 가설(H1, H2)에 바탕을 둔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4 강의 시청 집중
온라인학습서비스를 사용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서비스
사용자들은 단순한 시스템 사용자의 측면을 넘어,
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 및 향상이라는 내재적
목적을 지닌 학습자다. 따라서 온라인학습서비스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은 강의를 시청함에 있어 현장
강의와 동등한 수준의 집중을 바탕으로 학습컨텐츠를
소비하고 학습해야 본인이 지니는 내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학습자들의 대부분이
강의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목적 달성의 실패로 이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른 학습 의욕의 부진으로 이어진다. 이런 강의
미집중의 원인은 대부분 학생들이 강의 및 학습과
상관없는 과업을 수행하는 멀티테스킹(Multitasking)에서 비롯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ffline 강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강의와
상관없는 과업을 수행하는 멀티테스킹의 빈도가 많이
관찰되며, 이는 강의에 대한 집중력을 약화시켜 학습
성과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Fried, 2008).
인지적 관점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테스킹은 한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집중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고, 실제 과업수행능력도
저조함이 입증되었다(Parshler, 1994; Opihr et al,

3. 연구방법
3.1 실험설계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사용 및 강의 시청 맥락에서
학습자의 인지된 비통제성과 이로 인한 인지된 자유
위협, 강의 집중을 유도하는 실험은 2 가지의
조건(인지된 비통제성 있음 vs 없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 1 명은 1 개의 조건에만 참여하는 BetweenSubject 실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2 실험 참가자
실험참가자는 연세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교게시판의 모집공고, 연구자의 LAB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공고,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의 홍보글 게시
등을 통해 모집했다. 본 연구의 실험대상자는 해당
실험이 제안하는 제약조건(비통제성 부여)과 자신이
평소 이용하던 자유로운 온라인 학습 서비스 이용
환경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학습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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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모두 33 명으로써, 참가자들은 실험 조건에
있어서 피험자 모집 순서 및 조건 배정에 따른 잠재적인
통계적 효과를 제거하고자 선별적 무선 할당을
진행했다. 분석 대상자 33 명중 남성은 20 명, 여성은
13 명이며, 모두가 과거에 온라인학습서비스를
사용하여 강의를 수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험참가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조건 할당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기술했다.

가설을 설정하였으며(가설 1), 이를 위한 자극을
고안했다.
자극은 기존의 인터넷 강의를 사용해본 피험자들이
경험적으로 자신이 통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제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강의를 시청하는 맥락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플레이어의 컨트롤 기능들을 제거한
강의플레이어를 피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자극은 피험자로 하여금 강의가 재생되는 상황에서의
강좌의 타임라인 조작을 통해 구간 점프, 되돌려보기
등의 과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강의 재생 속도
조절(빠르게 재생/ 느리게 재생) 역시 제한하였다. 또한
일시정지(Pause)기능도 제한하여 사용자가 평소
생각하던 강의 수강 환경과는 확실히 다른 제한적
요인을 인지하도록 자극을 설계했다.

[표 1] 참여자들의 성별과 조건 배정

성별

비통제성 X

비통제성 O

남성

12

8

여성

6

7

계

18

15

3.3 실험 자극

3.4 실험 절차

실험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실험상황에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의 온라인 학습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실험 자극은 비통제성의 유,
무에 따른 2 가지의 조건이 자극으로 제시되었으며,
피험자는 임의로 2 가지 중 한가지의 자극을 배정받아
실험에 참여했다. 피험자는 배정받은 조건의
프로토타입을 통해 인터넷 강의를 학습하는 실험의
절차를 따라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본 연구가 독립 변인
및 종속변인의 측정을 위한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피험자가 자신이 선택한 강의의 시청을 완료한 이후
실시되었다.

실험은 연구자가 속한 실험실 내부의 정밀실험실에서
진행해, 이를 통해 외부의 자극이 차단된 통제된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 피험자는 실험 과정에서 실험진행자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실험과 설문을 진행했다. 본
연구는 실험상황에서 진행자의 진행 절차 다름, 진행자
교대로 인한 진행상의 어감적 차이 등 피험자로 하여금
실험에 대해 각자가 다르게 인지할 수 있는 외생 변수를
최소화 하고자 실험 진행 순서 및 실험 진행 스크립트를
연구자 간 사전 워크샵을 통해 동등하게 숙지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총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피험자들이 강의 수강 과업 시 선택하는 강좌의 시청
시간 및 설문을 포함하여 약 1 시간 이내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피험자가 해당 프로토타입을 통해
온라인학습서비스를 사용하는 환경을 피험자가 실험이
아닌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고자 피험자에게 실험과정에서의 강의
시청 시 휴대폰을 보거나, 강의 시청이 아닌 일을
하거나, 강의 시청 도중에 강의가 끝나지 않음에도
종료하거나 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자 및 실험진행자의 개입없이 피험자에게
일임했다. 강의 수강이 완료된 후 피험자는 본 연구가
마련한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연구자는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여 실험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이 실시한 실험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1 인지된 비통제성(Perceived no control)
인지된 통제성(Perceived control)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Ajen&Madden, 1986). 또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신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유자재로
시스템을 활용하고 조작할 수 있느냐” 라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Joo et al, 2000). Brehm(1966)의
심리적반발이론에서는 개인의 통제성 관점에서 이를
언급하는데, “개인이 특정한 맥락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지배함을 인지할 수 있는가”를
통제성과 자유의 인지 개념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용자가 통제성의 상실 인지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가 위협받음을 인지할 것이라

1. 실험 참가 동의서와 데이터 수집 동의서 작성
2. 성명/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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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과정 및 진행에 대한 설명

동기,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거한 응답 등의 심리적
특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Sharma et al,
2009). 해당 주장은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하는 순간의
심리적 특성 때문에 오류가 발생함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가 실험이 완료된 직후에 진행한 모든 문항의
응답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방법편의 분석을
실시하여, 오류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본 연구가
수집한 33 명의 응답데이터를 바탕으로 Harman`s
Single Factor Test(Podsakoff et al, 2003)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을 기록하는 요인이
2 개가 도출 되었고, 첫번째 요인의 설명력이
40.414%를 기록했다. 이는 고유치가 2 개 이상, 첫번째
요인의 설명력 5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본
연구는 동일방법편의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연구자들이 제작한 온라인 학습 프로토타입을
피험자들이 직접 사용 및 체험
5. 강의 수강 과업 시, 동영상 목록 페이지에서
피험자가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고 시청.
6.

강의 시청 종료(혹은 중단) 후, 측정 도구에 대한
설문 데이터 수집

7. 실험 종료 및 사례(기프티콘) 제공

3.5 측정도구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개념들의 측정을 위해 기존
연구의 문헌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문항을
선정하고자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 시스템의 이용 맥락에 맞게 문항 선정 및 번역,
수정했다 측정도구 문항을 한글화 하는 과정에서
영어권 대학졸업자 2 명 및 측정도구 및 문항 전문가
2 인이 참여하였다.

4.3 ANOVA 검증
본 연구가 실험을 통해 33 명의 데이터를 확보하였기에,
실험 연구에 기반하여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보고자 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 21 에서
제공하는 ANOVA 를 활용하여 인지된 비통제성이
인지된 자유 위협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 1 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4. 결과
4.1 측정모형문석(Measurement Model Test)
본 연구가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이전에 SMART
PLS 3.0 을 활용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측정문항들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이 0.7 이상으로 유의미할
경우에 충족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문항이
0.7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과 평균 분산
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각의 0.7 과 0.5 이 기준이며, 이
수치를 상회하는 경우 충족된다. 본 연구의 측정
문항들은 합성 신뢰도 값이 모두 0.7 을 상회하였고,
평균 분산 추출 값 역시 모두 0.5 를 상회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0.7 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역시 모든 문항이 기준 값을 상회하였다. 해당 결과는
[부록 1]에 [첨부 1~3]에 상세한 값들을 표에 기술하여
첨부했다.

[표 3]. 가설 1 에 대한 ANOVA 검증
IV

DV

df

F

p- Value

η²

PNC

PTF

1

80.63

.000**

.722

PNC: Perceived No Control / PTF: Perceived Threat
to Freedom (* : p< 0.05, **: p< 0.01)

4.3 구조 모형(Structure Model) 분석
본 연구는 Smart PLS 3.0 을 통해 구조 모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선행 변수가 지니는 종속변수에
대한 경로 계수 크기(Path Coefficient), 통계적
유의성(p-value)등을 통해 구조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2 개의 가설은
경로 계수와 T 값, p 값에 대한 확인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통계값들은 [표 4]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4.2 동일방법편의분석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는 연구의
자료 수집 도구가 단일하고 자료의 수집원이 단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지칭한다. (Malhotra et
al, 2006) 해당 현상의 원인은 응답자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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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통계치
Path

T

p

Coefficients

statistics

Value

H1

0.850**

13.683

0.00**

H2

0.217*

2.169

0.037*

IV

DV

가설

PNC

PTF

PTF

CC

Control)가 심리적반발이론의 주요 개념인 자유의
위협에 대한 인지(Perceived Threat to Freedom)에
연관됨을 이론 탐색을 통해 가설화 하였고, 실제 이를
반영한 실험으로 해당 가설이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는 심리적반발이론에서 언급하는 자유
위협의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행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학습서비스의 동영상
시청에서 인지된 비통제성, 인지된 자유 위협이라는
개념을 통해 강의시청시의 집중이라는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실험연구를 통해 보였으며, 이러한 행동
유발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혀내었다는 이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PNC: Perceived No Control / PTF: Perceived Threat
to Freedom (* : p< 0.05, **: p< 0.01)

6. 결론 및 논의
6.1 실용적 의의
해당 연구는 실제 온라인학습서비스의 동영상 강의
시청 맥락에서 발생하는 집중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스템요인을 제안한 실용적 의의가
있다. 또한 그 동안 온라인학습의 중도 이탈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지만, 해당 연구들은 중도
이탈의 원인을 지목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자들간의 토론과 문헌조사를
통해 중도 이탈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실제 시스템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보다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6.3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본 연구는 실험연구라는 방법론적 한계를 최소화
하고자 면밀한 프로토콜 제작을 통해 연구자 간 실험
진행 교육, 실험 진행 스크립트 숙지, 피험자 스크리닝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개인 단위의 성향, 습관,
반응의 다름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모두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개인차는 온라인학습에서 강사에
대한 신뢰 정도, 강점이 있는 학습 콘텐츠 선호와 같은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수에 의한 강의 집중에의
효과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온라인학습서비스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목적아래에서, 기존의 많은
개발자, 디자이너, 연구자들이 수행한 방식의 새로운
기능 개발 혹은 새로운 디자인 요인의 개발과 기능
추가를 통한 목표 효과 달성이 아닌, 오히려 기존의
기능들 만을 바탕으로 한 약간의 조작(제약)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 비용 대비 효용이라는
경제적인 의 관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제안한 비통제성의
개념을 피험자에게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해 상당히
강력한 제한의 정도를 지닌 자극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극을 위해 제한한 기능은
총 6 개이다(빠른 배속 / 느린 배속 / 일시정지 /
스크린크기조절 및 배치 / 타임 바 조작을 통한 다시
보기 / 타임 바 조작을 통한 건너 띄기). 하지만 본
연구는 해당기능들을 제약하는 정도에 따라서 강의
집중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제한 정도에
따른 강의 집중의 영향관계 차이를 검증 하진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앞서 언급한 개인적 차이를 최대한
통제하고, 통제의 정도에 따른 통제-집중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6.2 이론적 의의
본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발전한 이론인
Brehm(1966)의 심리적반발이론을 연구의 중심
이론(Overarching
Theory)으로
채택해,
온라인학습서비스의 사용과 학습이라는 도메인에서도
해당 이론에서 언급하는 인지적, 심리적 반발 효과가
나타남을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실험연구를 통해
보였다. 이는 온라인학습서비스의 이용과 같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심리적반발이론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기존 이론의 적용 영역 확장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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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첨부 1] Cross Loading (요인적재량)
Construct

CC

PTF

Item

CC

PTF

CC 1

0.901

0.193

CC 2

0.963

0.240

CC 3

0.827

0.123

PTF 1

0.213

0.977

PTF 2

0.141

0.958

PTF 3

0.269

0.939

PNC:Perceived No Control / PTF:Perceived Threat to
Freedom / CC : Concentration on Lecture

[첨부 2] Discriminant Validity (판별타당도)
Construct

CC

PNC

CC

0.899

PNC

0.300

1.000

PTF

0.217

0.850

PTF

0.958

PNC:Perceived No Control / PTF:Perceived Threat to
Freedom / CC : Concentration on Lecture

[첨부 3] Convergent Validity, AVE, Composite
Reliabilty, Cronbach`s α
개념

PTF

CC

Item

Factor Loading

PTF 1

0.977

PTF 2

0.958

PTF 3

0.939

CC 1

0.901

CC 2

0.963

CC 3

0.827

AVE

Composite
Reliabilty

Cronbach`s α

0.918

0.971

0.955

0.808

0.926

0.883

PNC:Perceived No Control / PTF:Perceived Threat to
Freedom / CC : Concentration on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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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실감형 상담교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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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youth suicid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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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에서 5 위가 되었으며, 증가율로는 52.9%인
칠레에 이어 두 번째이다.

요약문
국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성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자살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나 대처능력을 향상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살예방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의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 자살이 중요한 사회문제인 이유는 개인,
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 큰 충격과 손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중장년층에 비해
사소한 문제에도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위험이 높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염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기의 자살 생각이나 시도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성인기의 자살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일시적인 자살 충동이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내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uicide rate of young people is growing
faster than adult. However, Existing program is
insufficient due to various probl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training program for youth
suicide prevention.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은
일회성 교육 행사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전교생이나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거나 방송
강의를 진행하는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살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몇몇 개발된
청소년자살
예방
프로그램조차도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프로그램 보급 비용, 지도인력 투입 등의
장애 요인이 있다.

주제어
가상현실, 청소년 자살, 예방, HMD, Oculus Rift

서론

우리는 이러한 자살예방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의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청소년에게 쌍방향의 상호작용과 모의경험이
가능한 체감형 가상환경을 제공하여 참여 동기를 높일
뿐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된 교육과 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청소년의 자살률이 성인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15~19 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1 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구 10 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01 년 5.3 명에서 2011 년 8.9 명으로 67.9%
증가했다. 동일 기간 성인 자살률은 16.9 명에서
33.5 명으로 50.5%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청소년
자살의 증가율이 더 높은 수치이다.

관련연구

또한, OECD 국가들에서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31 개
회원국의 10~24 세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00 년
7.7 명에서 2010 년 6.5 명으로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6.4 명에서 9.4 명으로 46.9% 증가하였다. 순위는

해외에서 자살예방을 위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된 사례가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청소년 또는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영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기도 하였다.
(1) SP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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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샐리 메리 교수팀은
청소년들에게 우울증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미티아 인터랙티브와 공동으로 SPARX 컴퓨터
게임 개발하였다. SPARX 는 판타지를 소재로 하는 3D
역할수행게임(role-playing
game:
RPG)으로
가상세계에서 ‘전사’ 아바타를 선택하여 퍼즐과 여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어둠’을 물리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호흡을
통해 안정을 취하는 요령을 습득하면서 분노와 상심에
대한 대처방법과 부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긍정적인
기분으로 바꾸는지를 배우게 된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하여 SPARX 게임이 일대일
상담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실험은 우울증 진단이 내려진 평균 연령
15.5 세의 어린이 94 명을 대상으로 4~7 주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여 어린이 중 무작위로 선택된
절반은 5 개의 세션에 걸쳐 일대일 상담을 하는 “기존의
치료”받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7 가지 과제에 도전하는
SPARX 게임을 수행한 후에 각각 우울증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게임 수행이 최소한 대면식 상담을
받는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7 개의 도전과제 가운데 4 개 이상을 끝낸 어린이의
44%는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컴퓨터 게임을 통해 "우울증의 증상과 불안,
절망감의 감소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확인되면서 환자의 생활 질이 크게 향상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험에 응한 어린이 중 80%는 컴퓨터 게임을
이용한 우울증 치료법을 다른 환자에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내용은 영국
의학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BMJ) 최신호에 실렸다.

대화를 하며 사실적인 움직임과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바타 제공한다. 사용자는 가상 학생들 중
위험에 처한 학생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들의 학업
성취도, 행동, 외모 등의 신상 정보를 분석하고 가상의
학생들과 직접 모의 대화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학생을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그들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지 설득하게
된다. 결국, 사용자는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자살 위험군 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며, 이들을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배우게 된다.

그림 2. At-Risk
(3) Beyond the Front
링컨
대학교와
미
육군연구소는
WILL
Interactive 사와 함께 미군 병사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전선을 넘어(Beyond the Front)’라는 교육용 게임을
개발하였다. 이 게임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사 영상을
통하여 교육, 훈련 그리고 오락을 결합한 가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Norton 이라 불리는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서 의사결정을 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게임의 내용은 주인공이 군 생활 중의 어려움을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게 어려움을 알리는 경우에는 행복한
결말을 맺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주변에 어려움을 알리는
것이 자살예방에 절대적임을 교육받게 된다.

그림 1. SPARX
(2) At-Risk
Kognito 사는 뉴욕시의 건강정신협회와 함께
게이트키퍼 교육을 위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 기반
훈련 시뮬레이션인 At-Risk 를 개발하였다. At-Risk 는
현실 세계와 유사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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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Beyond the Front

우리는 가상현실 기반의 실감형 상당 교육 시스템이
몰입감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의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 또래 상담교육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시스템 설계
제안하는 가상현실 기반의 실감형 상담교육 시스템은
현실감을 극대화한 가상환경에서 상담교육을 위한
모의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청소년
상담교육의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림 4 와
같이 몰입형 대화 시스템과 실감형 가상 캐릭터를
실감형 상담교육 시스템의 핵심 기능으로 제시한다.

그림 5. 실감형 상담교육 시스템 실험 장면

결론
본 연구는 몰입감과 현실감을 극대화한 가상현실
HMD 를 이용하여 모의경험이 가능한 실감형 상담교육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해외에서 개발된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상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및 상담교육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폰 기반 HMD 의 보급 확대와 함께
적은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감형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개인
사용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개인화를 제공하여 교육 성취도를 증진할
것이다.

그림 4. 실감형 상담교육 시스템 구조도
(1) 몰입형 대화 시스템
몰입형 대화 시스템은 청소년이 직접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며 모의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논문에서 모의경험은 현실감을 극대화한 가상환경에서
청소년이 상담자의 관점으로 가상 내담자와 상담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몰입형 대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360 도 입체 영상을 제시하는 HMD, 3D
사운드를 출력하는 헤드폰 그리고 게임패드로 구성된
하드웨어 플렛폼을 구축한다. 또한, 문자 선택지와 음성
오디오를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상호작용을
구현한다. 이와같이 몰입형 대화 시스템은 청소년
상담교육을 위하여 가상의 내담자와 대화를 하며
상담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실감 가상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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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 생성에 기반한 페인팅 기법: 초기 실험
Digital Painting based on Line Generation: Preliminary Experiments
이주행 1,2
Joo-Hae-, Lee 1,2
한n전자통신연m원 ) j학q술연합대학원대학l *
)

3TR5 4UMaN-RObOT 5NTERaCTION Lab, *UST
jOOHaENg1ETRI.RE.KR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선분을 표현의 q본 단위로 삼i

요약2

이를 디지털 페인팅에 활용하는 q법에 대해서

~량의 선분을 생성하i 이를 주어진 밑p림 영상j

설명한~. 입력으로는 사용자가 지정한 밑p림이

f합하여 활용하는 디지털 페인팅 q법을 소개한~.

주어진~. 단순한 클립아트 또는 정밀한 사진이어도

제안된 방법은 점의 샘플링, 선분 속성 설정 등의

좋~. 첫 번째 단h에서는 선분을 q하학적으로

간단한 단h로 m성되어 있으v 매우 섬세하i 독특한

표현한~. 캔버스 w의 위치를 샘플링하여 선분의

시각적 표현이 가능하~. 특히, 몇 가지의 직k적인

집합을 생성한~. 선분의 양u은 샘플링 된 두 위치로

제어 인수만을 사용하여 단순한 밑p림에 대한 ~양한

f정된~. 이 때 모든 선분은 하v의 연f된 ~각선

변형이 가능함을 보인~. 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법의

(pOLyLINE)을 이룬~. 두 번째 단h에서는 생성된

q본 개y 및 초q 실험 fj를 보i한~.

선분의 q하 정보와 해당 밑p림을 이용하여 선분의

ABSTRACT

두t, 색상, 위치를 f정한~. 이는 사용자가 제어할 수

WE pROpOSE a NOvEL dIgITaL paINTINg TECHNIqUE baSEd

있는 값이~.

ON gENERaTION Of LINE SEgMENTS aNd a gIvEN INpUT

유사한 연m로는 컴퓨터 p래픽스 분야의 비사실적

IMagE. WE SHOW THaT SUbTLE vISUaL EffECTS aNd

렌더링이 있~. 비사실적 렌더링은 주로 q존 화가의

UNEXpECTEd EXpRESSIONS CaN bE aCHIEvEd THROUgH

화풍을 컴퓨터 알i리즘화 하여 ~른 밑p림에 이를

SIMpLE dESIgN STEpS SUCH aS pOINT SaMpLINg aNd LINE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 [1]. 반면에 본 연m는 선분에

SyNTHESIS. 3SpECIaLLy, THE SIMpLEST INpUT fORM SUCH aS

q반한 q존에 존재하지 않는 독창적인 페인팅

a bINaRy IMagE CaN bE TRaNSfORMEd INTO vaRIOUS

스타일을 생성하i 이를 위한 효율적인 알i리즘을

STyLES by MaNIpULaTINg a fEW CONTROL paRaMETERS. WE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

INTROdUCE THE baSIC CONCEpT WITH INITIaL RESULTS.

제안 방법

주제어

아래에서는 간단한 예를 통해 제안 방법을 설명한~.

선분 q반 페인팅, 디지털 페인팅, 비사실적 렌더링

먼저 주어진 이미지의 크q는 /((*/(( 이~. p림 ).

서1
디지털 영상에서 표현의 q본 단위는 화소(pIXEL)이~.
영상의 화소는 e자 형태로 i정되어 있어 p 자체로는
특별한 m조v 질감을 표현하지 않i 화소의 색상값에
의해 시각 정보가 표현된~. 정밀하i 효율적인 정보
표현에

효j적이지만

예술적으로는

자유도가

떨어지는 m성이라i 볼 수 있~. 본 논문은 단순한
q하단위 (gEOMETRIC pRIMITIvE)의 비정형적인 분포를

(a) 디스크

통해 시각 정보를 표현하i자 하는 시도의 일부이~.

(b) 425 6OREa *().

그림 1. 입력 밑그림 영상의 예.

이러한 q하 단위는 향후 물리적 a체에 대응되어
실세h 설치 미술의 형태로 표현 되는 c도 염두하i

선분의 q하학적 생성은 ~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

있는데, 간단하d는 b절 (REjECTION) q반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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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을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선분을 생성할 수 있~.

p리느x를 f정하d 된~. 선분의 oq와 투명도를

먼저 이미지의 중심점을 시작으로 하여 영상 w에서

선분의 s이v 색상 차이에 연h하여 제어할 수도 있~.

랜덤하d ~음점을 선택한~. 단, 생성된 선분 s이에

p림 3 j , 는 p림 ) 을 입력으로 하여 제안된 방법을

큰

적용하여 디자인한 선분 q반 페인팅의 예를 보여준~.

편차가

발생하는

c을

방지하q

위해

최대/최소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직전 샘플링한
점j 새로 샘플링 된 점의 b리가 b리 q준을
만족하지 않는 g우 새로운 점을 ~시 샘플링하는 c이
b절 q반 방법이~. 이 방법은 m현이 간단하지만
h산시간은 상대적으로 s 수 있~.

(a) s이 (.,-~(.-

(b) s이 (.(-~(.)

그림 2. 10,000 개의 선분 생성 예.
p림 * 는 이렇d 생성된 두 종류의 선분 집합을

그림 3. 선분 생성 기반 페인팅 예 (1): 디스크

보여준~. 두 g우 모두 선분의 개수는 )(,((( 개이~.

토의

*(a)의 선분은 이미지 가로 대비 (.,-~(.- s이이i,
*(b)는 (.(-~(.) s이이~.

본 연m의 제안 방법은 8aTHEMaTICa )(.* 환g에서

~음은 생성된 선분들j 주어진 영상을 이용하여

m현되었i :S @ )(.)).) 환g에서 수행되었~. 본

~양한 q준의 표로 저장한~. 먼저 각 선분의 s이를

연m는 선분 q반 페인팅 q법의 개yj 이를 m현한

m하i 이를 q준으로 선분을 정렬한~. 각 선분의

초q 실험의 fj를 소개하i 있으며 향후 q술적 및

u점에 해당하는 영상의 색상값을 m하i 이를 u점의

심미적으로 발전한 연m로 수행될 예정이~.

식별자를 이용한 테이블로 m성한~. 각 선분의 양

사사의 글

u점에 해당하는 색상의 차이를 m하i 이를 q준으로
차이에 대한 분포를 생성하여 샘플링할 수 있도록 한~.

이 논문은 MOTIE/KEIT 의 10048920 과제 및
MSIP/IITP 의 10041743 과제의 지원을 받았음.

~음은 선분을 q반으로 페인팅을 하는 단h이~. 이

참고 2헌

단h에서는 사용자가 ~양한 제어 인수를 이용하여

). STROTHOTTE, T., aNd STEfaN S. NON-pHOTOREaLISTIC

페인팅 효j를 디자인하d 된~. 어떤 선분을 먼저

COMpUTER gRapHICS0 MOdELINg, RENdERINg, aNd
aNIMaTION. 8ORgaN 6aUfMaNN, *((*.

선분을 정렬한~. 선분의 s이와 u점의 색상 차이의

p리는지 f정하는 c이 페인팅의 효j를 f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예를 들어 r 선분을 먼저 p리느x,

그림 4. 선분 생성 기반 페인팅 예 (2):

두 점의 색상 차이가 많이 v는 선분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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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배경

본 논문은 사용자들이 증강현실 저작(Authoring)
기술을 보다 쉽고 사실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AR 저작 시스템은
착용형 센서 및 휴대용 기기에 의존하여 사용자들의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하거나, 실내 조명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가상객체의 표현으로 인해 몰입감 있는
AR 저작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Head Mounted Display(HMD)를 착용 한 사용자가 증강현실 환경에서 1)
맨손으로 정밀한 가상객체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2) 실내 공간의 환경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한
사실적 랜더링을 통해 사용자에게 몰입감 있고 생동감
있는 AR 저작 경험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추후 가상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응용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신만의
멋지고 아름다운 집,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공간을 꾸미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이 다양한 저작(Authoring)
어플리케이션 연구와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착용형 센서 및 휴대용
기기에 의존한 마커 기반의 서비스로,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저작경험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1,2,3]. 또한 가상객체의 사실적인 랜더링 기술은
증강현실 기술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4], 대부분의 증강현실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맨손 상호
작용 기반의 사실적인 증강현실 저작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이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머리 착용 형
디스플레이(HMD)를 착용한다. 이 후 맨손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상객체를 조작하고 배치함으로써 직관적인
저작을 할 수 있다. 특히, 맨손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의
크기나 객체의 크기를 측정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저작이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 사용자의 실제 환경을 반영한 가상객체의
사실적 랜더링을 통해 실제로 가상객체가 증강되었을
때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보여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 장 관련연구에서는
HMD 착용 환경에서의 맨손 상호작용과, 실제환경을
고려한 사실적 랜더링, 또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that enables users
to have easier and realistic augmented reality
(AR) authoring experience while wearing HMD.
The proposed system enhances the user experience in AR authoring environment by allowing
bare hand interaction with attached egocentric
RGB-D camera and photo-realistically rendering
augmented virtual objects. The proposed system
enables users to place and adjust the virtual
objects in precise measurements and have realistic visual presence of the virtual objects.

주제어
증강현실, 맨손 기반 삼차원 상호작용, 사용자 경험,
실시간 사실적 랜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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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상세 흐름도
최신 저작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3 장에서는 시스템
구현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 장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인텔(Intel)사에서 개발한 역학 관계 기반의 삼차원
뼈대를 통한 손 추적 기법을 활용한다 [5]. 이는 증강된
강체 손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의 손을 추적한다.
우선 HMD(Oculus rift)에 부착된 깊이 카메라의 시야
각 범위 안에 들어온 사용자의 손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별해 내기 위해서 카메라로부터 일정 깊이(약
45cm)의 정보만을 받아온다. 해당 깊이 정보는 삼차원
복셀(Voxel)의 격자 형태로 표현이 되며, 각각의
복셀이 가지는 질량 중심을 계산하여 해당하는 하나의
점을 생성한다. 이 점들과 미리 만들어진 강체 손
모델의 점(Vertex)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위치적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의 손 모델의 위치, 회전
상태, 손가락의 구부러짐 등의 자세를 찾는다. 이는
기능적으로 ICP(Iterative Closest Point) 방식과
유사하다 [6]. 이후 이 시스템은 추정된 손 모델의
위치와 자세의 의미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맨손으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증강 된 가상객체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선택한다. 또한, 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배치하기
위하여 물체를 집고, 사용자의 손을 객체를 놓기 원하는
위치로 움직인 후 물체를 놓는다. 또한,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떨어진 정도를 계산하여 이에 따라
선택된 객체의 크기가 커지거나 줄어들도록 한다.

시스템 방법론
해당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HMD 의 앞에 부착된 RGBD
카메라를 통해 얻어진 현실 공간의 색깔 정보와 깊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를 착용한 사용자가 증강현실
환경에서 사실적인 가상객체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별도의 장치나 도구의
도움이 없이 사용자가 맨손으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이다. 이는 HMD 에 부착된 깊이 정보 인식용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손을 식별해 내고, 손의 위치와
회전 상태, 손의 모양을 파악해 냄으로써 사용자가
의도한 명령을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실제 공간의 정보를 활용한
증강객체의 사실적인 표현이다. 사용자가 증강된
객체를 조작하는데 있어서 실시간으로 빛이나 주변
사물 등의 환경들을 반영한 결과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이런 결과물을 위해서는 현실
공간을 실시간으로 삼차원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후에 전역 조명 모델을 활용하여 증강객체들을
사실적으로 표현 한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과정은
그림 1 을 통해 알 수 있다.

2. 실제 환경을 고려한 사실적 랜더링
증강현실에서 표현되는 가상객체는 가상현실에서의
객체들과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점을 가진다. 이는 실제
공간의 정보를 활용하여 객체를 표현해야지만 현실
세계와의 이질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사실적인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심영역을 색(RGB) 정보와 깊이 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삼차원 복원을 하는 작업이

1. HMD 착용 환경에서 맨손을 활용한 증강현실
상호작용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 정보만으로
사용자의 손 위치와 회전 상태 및 손가락이 구부러진
정도 등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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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7]. 현실 공간을 삼차원 공간상의 볼륨(Volume)으로 복원을 하고, 볼륨 안에 있는 작은 복셀(Voxel) 단위로 색 정보와 깊이 정보가 저장이 된다. 이 때
깊이 정보는 Truncated Signed Distance Function(TSDF)의 값으로 표현되며, 복원된 실제 환경의
표면 복셀이 0 의 값을 갖는다. 복원된 볼륨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여 증강시킬 가상의 객체를 볼륨 안에
위치시킨 후 이를 랜더링 하게 되는데, 이 때 단순한
지역 조명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된 실제
환경을 고려한 전역 조명 모델을 적용한다.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조명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은
Virtual Point Light(VPL)들을 만든다 [8]. 가상의 주
광원으로부터 임의의 방향의 래디언스들을 만들어 낸
뒤에, 복셀 광선 추적(Voxel ray tracing) 방법을
사용하여 복원된 볼륨 데이터 안에서 충돌하는 표면
복셀을 찾는다. 이 후, 해당 복셀의 색깔 정보로 VPL 을
생성한다. 한 점 에서의 디퓨즈 래디언스(Diffuse
radiance)는 광원으로부터 임의의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 에너지인 의 총합 (1)과 다른 물체에 의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빛 에너지인 (2)의 총합을 더한
값이 된다. 이 때, 재질의 특성을
으로 표현하고, 점
에서의 수직 벡터를
, 다른 장애물에 의해 빛
에너지의 전달이 가려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라고
한다.
∑
∑

정교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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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Cumstomizing) 플랫폼 중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새로운 경험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없던 디자인 및 구매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가상의 옷을 착용한 채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 증강 현실 기반 패션 디자인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사용자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시스템이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도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의 사용자 경험
연구에서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와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의 접근성 및 사용성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으며, 이들간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온라인 의류 쇼핑 산업이 발달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들로부터는 직접 착용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며, 이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구매 결정
과정을 도와주려는 서비스에 대한 시도가 활발히 있어
왔다[2].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매직 미러 (Magic Mirror) 이며, 이는 가상 피팅 룸 (Fitting room)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의류를 입지 않아도 착용한
모습을 스크린 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기존의 매직 미러는 여전히 준비된 아이템의 단순
검색만 가능하며, 다양한 아이템을 소비자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즈 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는 사용자들의 옷을 직접 착용해보고 싶은
욕구, 자신만의 옷을 제작하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공간 증강 현실[1]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션 디자인 시스템[3]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의류의 개인 디자인 및 제작 환경을 위하여 구현
되었지만, 시스템에 대한 기술 수용성 여부, 전반적인
반응과 개선 사항, 발전 방향에 대하여 아직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연구를 통하여
본 패션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 일반인의 반응
및 개선 방안과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발전 및 수용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ABSTRACT
Customization platform with augmented reality
is promising service because it provide not only
a better user experience but also to introduce a
new paradigm for the design and purchasing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fashion design system which enables user to
wear and design the virtual clothing. We also
proved that the system can take a role of a design tool for different types of users. With two
cases of user study, we investigated the merits
and demerits of gesture-based interface and
touch-based interface such as accessibility and
usability. In addition, we derived new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rface which is
combined with these two interfaces.

2. 시스템 소개
제안 시스템은 개인화된 의류 디자인 시스템으로,
사용자는 가상의 옷을 착용한 채 제스처 인터페이스
(Gesture Interface)를 통하여 본인의 옷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기본 구성은 스크린, 하프 미러,
프로젝터, 사용자, 배경 프로젝터로 구성 된다
(그림 1). 적외선 센서가 사용자의 몸을 3D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몸의 크기, 움직임에 따라
옷이 투사되며 사용자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프 미러
스크린의 특성 상 사용자는 시스템 UI (User In-

주제어
패션 디자인 시스템, 공간 증강 현실, 사용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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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ㄱ) 시스템 기본 구성, ㄴ) 가상의 옷을 착용한 모습, ㄷ) 두 명의 사용자가 같은 옷을 함께 디자인하는 모습
terface)가 거울 속에서 나타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과 컨트롤 화면을 거울 속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의복 디자인 영역은 3 층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각 레이어를
선택하여 패턴의 크기, 간격, 위치 및 각도를
조절하거나 그 위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붓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자의 몸에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사용자는 양손에 컨트롤러를 쥔 채 디자인을
하며, 두 종류의 조작을 통해 디자인을 진행한다; 1)
컨트롤러를 허공에 위치하여 거울 속에 나타난 메뉴를
선택하는 조작, 2)컨트롤러를 자신의 몸 위에
위치하여 선택된 메뉴에 따른 크기 조절, 그리기 기능
등 디자인을 하는 조작이다.

어색하며 정밀한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선택, 취소와 같은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힌
후부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본
시스템의 제스처 인터페이스가 활용적인 면에서
직관적임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들은 기존의 컴퓨터
상의 의상 디자인 경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디자인된 옷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몸에 직접
투사됨으로써 실제 옷을 입었을 때의 모습이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지목하였다. 또한, 참가자 모두가
디자인 행위와 더불어 몸에 투사되는 가상 옷과 같은
디자인 피드백까지 모든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느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디자인 전공 참가자는 본 시스템을 기존의
2D 그래픽 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디자인 툴로써
인식하였다. 디자인 과정에서는 기존의 정교한 작업을
중심으로 한 목표 지향적 디자인 작업이 아닌, 새로운
영감을 발견하는 탐구형 디자인 작업이 이루어 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정교한 작업이
불가능한 단점이 존재하였지만 디자인된 옷을 바로
몸에 맞춰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프로토타입
도구로의 장점이 부각된다. 거울을 본 채 메뉴를 선택
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 과정에서 주의가 분산되지
않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비 디자인 전문가
참가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옷을 직접
제작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였으며,
다양하고 정교한 기능보다는 줄무늬, 물방울 패턴과
같은 기본적이며 간단한 패턴에 대한 필요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보다는 함께 같은 옷을 디자인하는
사회적 측면을 선호하는 양상이 보여졌다.

3. 1 차 사용자 조사
3.1. 목적 및 방법
첫 번째 실험에서는 20 대(M=24, SD=2.61)의 잠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일반 및
전문가의 평가, 그리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인을 비롯한 다수의 디자인
상황에서의 시스템의 역할도 함께 탐색하고자, 모든
실험은 2 명씩 한 팀으로 진행되었으며, 디자인
전문가 세 팀, 비 디자인 네 팀 총 7 팀을 모집하였다.
실험은 간단한 시스템 설명 후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누어 총 45 분간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각각 본인만의 티셔츠를 제작하도록 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두 명이 함께 같은 티셔츠 혹은 다른
티셔츠를 제작하도록 하였다(그림 2). 모든 실험은
인터뷰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었다.
3.2. 결과 및 정리

4. 2 차 사용자 조사

제안 시스템은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 들에게는 생소한
기술인 증강 현실 기술과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모두 보여졌다. 사용자들은 처음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작동법과 기능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며, 제스처를 통한 시스템 제어가

4.1. 목적 및 방법
두 번째 실험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소비자로부터
공공 장소에서의 보편적이고 즉각적인 반응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1 차 사용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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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디자인 경로 및 행위가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더불어 1차 사용자 조사에 서는 모든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던
점과 달리,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오직 디자인 피드백
부분에서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우리는 사용자 연구를 통하여 사용자들의 의류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 전공 사용자는 초기 프로토
타입 도구로써의 사용을, 일반 사용자는 개인보다는
단체 사회적 역할로써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가 가상의 옷을
착용하여 옷을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새로운 영감과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다르게 적용되었던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모든 디자인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였지만 적응 및 정밀한
사용이 어려운 제스처 인터페이스와 보편성으로 인해
사용이 용이하였지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 디자인
피드백에만 국한되는 터치 인터페이스로 각각의
차이점과 강점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사용자 연구 참가자들이 제안 시스템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티셔츠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재설계 후 진행하였다. 실험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에서 전시 형태로
8 일간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는 600 여명의 일반인이
참가하였으며, 시스템 체험에서 간단한 인터뷰까지
사용자 당 대략 10 분 정도 진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은 앞서 진행된 1 차 사용자
조사에서의 제스처 인터페이스와 다른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었다. 1 차 실험에서 발견된 첫
사용 시의 어려움과 공공 장소인 실험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거울을 터치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층의 레이어를 배경, 아이템
영역의 2 층으로 줄이는 등 디자인 프로세스를 최소화
하였으며, 글씨, 사진 등의 보편적인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였다. 사용자의 조작에 있어서는,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보다 보편적인 터치 스크린 기술을
적용하여 제안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는 본 실험의 결과에 근거하여 모바일 기기 등
일반 사용자에게 익숙한 터치기반 시스템과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디자인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쇼핑
과정 및 의류 디자인 과정 중에서 강조되었던 소셜
인터랙션 역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한다.

4.2. 결과 및 정리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의 옷을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이 디자인한 옷에 대한 제작뿐 아니라
자신의 디자인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거울에서 입은 모습
그대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피드백 면에서
가장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느끼는 것과 이러한 점이
사용자 간의 사회 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유도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용자가 디자인한 옷에 대한
피드백이 거울 속 화면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몸에
또한 투사되어 사용자들은 화면만을 바라보는
일방적인 상호 작용이 아닌 서로를 직접 바라보며
의견을 나누는, 보다 더 자연스러운 사회 활동이
이루어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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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GRAPH’15). ACM Article 39,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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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론

이번 연구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공공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 “deBallution” 구현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기초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deBallution”의
기본 콘셉트는 미디어 파사드에서 도시의 풍경을
재현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관객들은 미디어 파사드에
대고 던지는 행동을 계속 수행한다. 이 행동 작용에
의해서 키넥트와 오픈프레임웍스를 사용해서 영상
콘텐츠에 만화경의 이미지가 재생되기 시작하고 점점
주변부로 확장된다. 관객들의 계속된 행동에 의해
미디어 파사드 속 만화경 이미지가 다 채워지면
기존의 도시의 풍경 영상 콘텐츠가 전복되고 관객들은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deBallution”의 구현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기초
디자인으로 사용자 시나리오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테크니컬 디자인을 제안했다.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은 관객들의 개인적인 체험 혹은
집단적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1]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을 통해 개인의 체험을 집단의 체험으로
바꾸고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것이 실행된다. 미디어
파사드는 도시의 환경의 일부다. 건축물로써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안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낸다. [2, 3]
하지만 기존의 미디어 파사드 영상이 관객들의
일방적인 응시와 간략한 게임과 같은 참여를 만드는
한계가 있었다. [4] 이런 관객들의 수동적인 행동과
구경꾼의 모습에서 벗어나 인터랙션 기술을 통해
적극적인 창조자로써의 관객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할
필요가 요구된다. [5]
공공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인 “deBallution”은
관객이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런 일방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저항해서 그 의미를 바꾸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관객의 능동적인 저항성은 도시의
풍경을 다르게 만들고 활력이 넘치게 한다. 또한 더
많은 관객들의 참여와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주변부로
이러한 활력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make a
prototype for producing a public interactive
artwork “deBallution”. The interactive artwork
concept is to catch an audience throwing
movement on a virtual screen through Kinect
connected by openFrameworks programming
and drawing various generated kaleidoscope
images to predict points from the audience
throwing on the screen.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we made a scenario design, a
graphic design, and a technical design for
producing an artwork prototype.

작품 개요
1) 작품 제목
작품의 제목인 “deBallution”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객은 볼을 던지는 듯한 행동을 수행하면서
“devolution” – 즉 권력의 분권화를 이룬다.
이는 미디어 파사드로 상징되는 도시 공공
건축물의 권력을 관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제어
공공미술, 인터랙티브 아트, 미디어 파사드, 만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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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레볼루션 즉 디지털 기술을 통해 관객의
볼 던지는 액션을 통한 인터랙션 레볼루션 –
전복적인 예술적 혁명을 의미한다.

같은 대도시 고층 건물이 보이는 풍경을 대상으로
했다.

2) “deBallution” 모티베이션
“deBallution”은 한국의 전통 놀이였던 석전 (石戰)

- 돌 던지기 전투 놀이나 이탈리아 이브레아 지방에서
연례행사로 열리는 오렌지 전투 축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관객들의 던지기 행동을 통해서 협력과
경쟁이 발생하고 이를 축제적 놀이로 승화한 것이
예술 작품의 모티베이션이 되었다.
3) “deBallution” 스토리

그림 1. 도시 영상 스틸 컷 예시 (서울 강남)

“deBallution”의 전체 스토리는 미디어 파사드에
재생되는 영상 콘텐츠를 관객들이 던지기 행동을
통해서 만화경의 이미지를 생성 확장하게 하고
계속되는 던지기 행동을 통해 결국 기존의 영상
콘텐츠를 전복하는 것이다.

관객이 던지는 곳의 위치를 추적해서 그 위치에
만화경(kaleidoscope) 이미지가 재생되고 주변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만화경의
주된 콘셉트는 반사와 확장이다. 이 반사와 확장을
통해 생성되는 만화경 이미지가 기존의 콘텐츠를
파괴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프로토타입 기초 디자인
이번
장에서는
“deBallution”
구현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기초 디자인이 목표다. 프로토타입
기초 디자인은 미디어파사드가 아닌 일반 스크린을
대상으로 사용자 시나리오 디자인과 콘텐츠의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구현하는
테크니컬 디자인으로 진행했다.
1) 사용자 시나리오 디자인
공공 인터랙티브 예술작품 “deBallution”을 구현하기
위한 사용자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생성되는 만화경 이미지 예시

① 관객은 도시의 풍경을 재현하는 스크린 속의 배경
영상을 지켜본다.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만화경의 이미지에 의해서
스크린에 재생되는 영상이 점점 감춰지고 이미지가
변형된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② 관객은 스크린 앞에서 가상의 공을 던지는 행동을
수행한다.
③ 관객이 던진 곳이 위치와 강도를 인식해서
스크린에 만화경 이미지가 생성된다.
④ 관객의 가상 던지기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스크린
속에 만화경의 이미지가 주변부로 점점 확장되어 간다.
⑤ 만화경 재생 이미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우면
배경이 되었던 영상 콘텐츠가 반전된 이미지로
나타나고, 관객들은 이런 전복적인 영상을 보며
정서적 변화를 느끼게 된다.

그림 3. 영상 콘텐츠에 만화경 이미지 생성 장면
관객들의 계속되는 던지기 행동에 의해서 결국 영상
콘텐츠의 이미지는 반전되고 관객들은 이에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

2) 그래픽 디자인
스크린에 재생되는 배경 영상 콘텐츠는 서울의
강남이나 뉴욕의 타임 스퀘어, 일본의 긴자 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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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은 스크린 앞에서 던지는 포즈를 계속 취하고 이
던져지는 행동에서 손의 위치 추적을 통해 그 속도와
강도를 측정한 후 만화경 이미지를 재생한다.

향후 연구
앞으로 “deBallution” 프로토타입의 실제 제작과
미래 미디어 파사드에 적용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프로토타입 모델 실제 구현 및 전시

그림 4. 관객의 참여로 반전된 영상 콘텐츠

 관객 평가 수행

3) 테크니컬 디자인

 미디어 파사드에서 수행하는 공공 인터랙티브
예술작품 확장 방안 논의

스크린 속 영상에 대한 관객의 행동을 반영하는 센서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키넥트는
다양한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에 사용되었다. [3, 6]
이번 예술 작품에서도 키넥트와 프로그래밍 언어 중
C++를 바탕으로 만든 openFrameworks 를
사용해서 관객의 던지기 행동을 손의 움직임을 통해
인식해서 스크린에 만화경 이미지를 재생시켰다. [7]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토타입 기초 디자인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실제 공공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
“deBallution”을 구현하고 관객들의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디지털 체험을 통해 저항적 예술 콘텐츠를 만들
예정이다.

“deBallution” 프로토타입의 실제 설치를 위한 워크
플로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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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concept phase. Also, differences
between design tool interfaces can cause gaps
when visualize designer's ideas. This study is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various levels of
metaphor interface language which is based
on the theory of the Hutchins that high-level
language interface can reduce the steps of
process to visualize the idea of the designers
than low-level language interface.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highlevel language interface will less interrupt the
flow of the design thinking and make more
various visual outcomes than the low-level
language interface. We verified the hypothesis
by analyzing differences of design thinking
flow between user groups who used two
different animation software. Hopefully,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in this study can
be able to guide the use pattern of the CAD
tools.

요약문
디자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수정과 복제가 쉽고
디자이너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오늘날 디자이너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전통적인 물리적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였을 때와 비교했을 때 창의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작업이 디자인 사고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디자인 툴의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조작 방식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 대한 거리의 차이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직접 조작 방식에서 대화형
메타포 인터페이스의 언어의 레벨 차이, 즉 하이레벨
언어 인터페이스는 로우레벨 언어 인터페이스보다
사용자의 생각에서 최종 구현까지 조작의 거리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Hutchins 의 이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하이레벨 언어 인터페이스가 로우레벨의
그것보다 더 디자인 사고의 흐름을 덜 방해하고 더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사용자들의 디자인 사고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프로토콜 분석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이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대화형
메타포 인터페이스 적용 방식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디자인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분석

ABSTRACT
Nowadays, CAD has become an essential tool
for designers due to its easy edition and
manipulation as well as the capability of
communication between designers. Although
CAD tool has a lot of advantages compare to
the traditional way, it always been discussed
whether the CAD tool affects designers
creativity and the outcome especially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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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사용 비교를 통하여 부동한 언어레벨
인터페이스와 디자이너의 사고 변화 과정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려 한다.

1. 서론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디바이스의 확장은
디자이너가 도면 작성이나 스케치를 부담 없이
수정하고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CAD
툴의 발전도 자극하였고 여러 분야 디자이너들한테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CAD 툴
인터페이스는 그래픽 기반 인터페이스에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다. 아이디어가 시각화 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위 중 하나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시각적 인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으로서 다양한 디자인 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한 예로 시간에 따라 시각적 오브제가 변화하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들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Scratch 나 Alice 는 텍스트 기반을
둔 디자인 인터페이스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래픽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단순화하였지만 디자이너 사고 과정을 고려한 자연
언어 기반 인터페이스는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더 하이레벨 언어인 자연어에 가까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적 측면에서 그
사용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토콜
방식의 분석을 통해 그 사고 과정을 보다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과연 서로 다른 결과물이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2.2. 디자인 도구와 사고과정
최한희(2013)은 아이디어 창출 과정에서 활용되는
추론기법인 은유와 유추기법이 전체 디자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디자인 목표설정,
자극요소의 적합성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Catherine Stones(2007) 연구에서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툴로 선택 하는 방식-전통적인 스케치 방식과
CAD 프로그램을 디자인 툴로 선택 했을 때 그래픽
디자인에서 통합전략 synthesis strategies 을 비교
하였다. 또한 정재윤(2014) 연구에서는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툴과 툴에 대한 익숙함의 차이가 디자이너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3.1. 실험 가설
하이레벨 언어 인터페이스(K)는 로우레벨 언어
인터페이스(A) 보다 스토리를 구현할 때의 디자인
사고의 흐름을 적게 방해한다.
3.2. 실험 프로세스

2.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KidsPlay 와
대조군으로 선별된 Alice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피험자가 스토리를 구현하는
과정 동안 자신들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게 하였다.
실험은 두 프로그램 사용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생
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가지 툴에 대한 사용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험자는 제시된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전 연구원에 의해 튜터링 과정을 거쳤고
튜터링 후 프로그램에 사용에 익숙하기 위해 자유롭게
사용해 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nterACT
프로토콜 분석 프로그램을 분석 툴로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허(2006)가 개발한 디자인 행위에 대한
협업 가상 환경의 영향을 위한 코딩 스킴을 발전시켜
Story Generation 과 Design Process 두 개의 코딩
레벨로 구성된 코딩 스킴을 완성하였다. Story
Generation 에서 다시 오브젝트 선택 및 배치,
기본위치 방향 변경, 이동추가, 모션추가, 대사추가,
상호작용추가, 스토리완성 및 전환, 고민하여 정체,
실행 단계로 나누고, Design Process 에서 목표설정,
수단 결정, 표현 수행, 관찰, 결과물 수정, 목표 수정
단계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사고과정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 측면과 디자인 사고 과정
측면으로부터 문헌고찰을 진행 하였다.
2.1 대화형 메타포 인터페이스
일찍 Hutchins et al. (1985)은 사용자가 쉽게
수용하는 직접조작 방식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장,
단점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사용자가 목표 수행할 때
사용자의 생각과 실제 실행결과 사이의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대화형
메타포 인터페이스 사용은 디자이너의 생각을
시각화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언어의
모호성과
간결성으로
인해
디자인
문제를
재해석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자극 할 수도 있지만
(Goldschmidt and Sever, 2011), 그것을 실제로
구현한 하이레벨 언어 인터페이스는 디자이너의
의도에 대응하는 결과물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그
창의성을 제한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포 인터페이스 방식을
이용하여 디자인 생각을 시각화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적 레벨을 갖고 있는 툴인 KidsPlay 와 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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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결과

언어 인터페이스는 로우레벨 언어 인터페이스보다
스토리를 구현할 때 디자인 사고의 흐름을 적게
방해한다가 성립되었다.

그림 1 과 그림 2 time chart 를 분석한 결과 Alice
프로그램을 사용한 3 명의 피험자 모두 스토리 진행
과정에서 상당 시간을 고민하면서 정체하는데
소모하였다. 디자인 프로세스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
피험자와 두 번째 피험자는 Alice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목표 자체를 수정하였는데 이는
원하는 표현을 완성함에 있어서 조작의 복잡함으로
인해서 목표를 수정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로우레벨
인터페이스가 변수에 대한 상세정보를 사용자한테
요구하여 생각과 결과물을 수행하는 과정의 거리가
멀어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조작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는 디자인 툴이 디자이너가 스토리를 구현할 때
사고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려고
하였다. 인지행위 분석 방법론인 프로토콜 방법과
InterACT 전문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 스토리 구현
툴의 사용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피험자 수가
적어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디자인 측면에서 대화형 메타포 조작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디자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데에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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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결과물을 수정하는데 할당한 시간을 비교하면
3 명의 피험자 모두 KidsPlay 프로그램을 사용 할 때
보다 Alice 사용할 때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종 골(goal)을 위한 새로운 하위
목표들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하이레벨
인터페이스 KidsPlay 프로그램에서 더 매끄럽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가설인 하이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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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바뀌는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에서 린 UX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린 UX 는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UX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린 UX 방법론을 유연하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Toolkit 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기단계로 실제 스타트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스타트업에서 린 UX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Toolkit 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소규모 융합팀을 이뤄 빠르고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스타트업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가 빠르고 쉽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고 개인의 UX 디자인 이해도에 따라 유연하게
방법론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Toolkit 을
제작하였다.

ABSTRACT

2. 린 UX 의 이해

In order to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consumers and the market situatio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re use the
Lean UX method. But, because Lean UX is the
early stage,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used from the startup. In this paper
the basis of this background, Depending on
the understanding degree for UX design at
startup, it was aimed to develop a Toolkit that
allows use with the flexibility to choose Lean
UX methodology.

2.1 린 UX 의 등장배경 및 정의

요약문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앱 개발하여 출시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함에 따라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IT 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이 증폭하였다. 1 하지만 스타트업은 기존
기업과는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술의 평준화로인해 기술적 제한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것, 잦은 테스팅과 업데이트가 필요해
졌다는 것, 기존 기업에서 진행하는 워터풀 방식의
검증시간이 오래 걸려 실패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소규모로 운영되는
스타트업은 기존의 기업과 같은 경영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방법론이 린 UX 이다. 린 UX 는
거창한 계획에 따라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만들어 빨리

주제어
Lean UX, Toolkit, Start-up

1. 서론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외 스타트업 기업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에 린 UX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린 UX 는 아직 체계화 되지 않은

1 이지현, Lean UX 의 배경, 기본 프로세스 및 사례 연구,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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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소비자의 반응을 측정하고, 학습하여 다음 제품을
만드는 방법론이다.2

1.

기존 Toolkit 의 장점
기존 Toolkit 의 장점

2.2 린 UX 의 프로세스
린 UX 의 프로세스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제프 고델프(Jeff Gothelf)의 린 UX
프로세스이다. 두 번째는 cooper 에서 정의한 린 UX
프로세스이다. 3 본 논문에서는 THINK-MAKECHECK 의 순환고리를 가지는 cooper 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1

방법론의 활용 방법, 상황, 대상, 참여인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스타트업에서 UX
디자인에 지식이 많지 않은 비전문가 (개발자,
기획자 등)도 쉽게 활용 할 수 있다.

2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제시되어있고 각 프로세스
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방법론을 숙지하고 활용하려 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가장 활용도가 높고 범용성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면 UX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줄 수 있다.

3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각
스타트업의 환경이나 업무 방식, 구성인원의 UX
디자인 이해도에 따라 유연하게 방법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표

2.

2.3 린 UX Toolkit 개발의 필요성
린 UX Toolkit 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린 UX 방법을 활용해 프로젝트 진행시 팀원들의 역량
및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린
UX 를 할 수 있도록 돕는 Toolkit 이 있다면
팀원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 질 것이다. 둘째, 린
스타트업은 불필요한 문서를 제작하지 않는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이점이 있지만, 과정을
기록하기 어렵고, 팀원들과 자료를 공유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린
UX Toolkit 자체를 문서처럼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문서
공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린 UX 방법을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대기업에서도 Toolkit 을 문서로
활용하여 린 UX 방법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인 UX 디자인 방법에 비해
사용자의 깊이 있는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린 스타트업 환경에서 Toolkit 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와 문제점 등을 파악 하고
분석할 수 있다.

기존 Toolkit 의 한계
기존 Toolkit 의 한계

3. 기존 TOOLKIT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기존 Toolkit 사례를 린 UX Toolkit 을
제작하는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유연적 린 UX Toolkit 개발
시 형태, 기능적 측면에서 차별화 요소를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IDEO 의 Human Centered Design
Toolkit 을 비롯한 디자인 Toolkit 과 스타트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라임페이퍼의
UX Trigger 등 총 10 개의 기존 Toolkit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기존 Toolkit 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 표 1., 표 2. 와 같다.

1

많은 분량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Toolkit 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상황에 부적합하다.

2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문가의 지도
없이 Toolkit 의 전 과정을 소화하는 것이 어렵다.

3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혼란을 야기한다.
진행자와 참여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명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유연적
린
FRAMEWORK

UX

TOOLKIT

개발

4.1. Toolkit 의 프로세스별 방법론 선정
본 장에서는 앞서 진행한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Toolkit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방법론 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 Toolkit 에 적용될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그림 1. 은 방법론 선정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며 그림 2. 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프로세스 별 방법론이다.

2
7. Eric Ries, <린 스타트업: 지속적 혁신을 실현하는 창업의
과학>, 인사이트, 2012
3

1. 이나연,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위한 린 UX 프로세스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2014

- 43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등을 체크하여 각 방법론 별로 난이도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팀원 혹은 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다분야 융합팀을
이뤄 소규모로 움직이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팀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넷째, Toolkit
자체가 문서로 활용될 수 있어 팀원들 간의 간편한
문서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다섯째, Sheet 형태로
제작하여 팀원들의 작업 공간에 부착해 둘 경우
지속적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그림

1 .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에서 린 UX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스타트업에서 린 UX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Toolkit 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린 UX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디자인
Toolkit 을 분석하여 유연적 린 UX Toolkit 의
방향을 계획하였다. 또한, Toolkit 에 적용될
방법론을 선정하기 위해 높은 활용 빈도, 팀의
의사소통 향상, 쉽고 간편한 사용, Toolkit 적합도,
문서로서의 기능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세워 방법론을
분류하고 선정하여 범용성 있고 활용도 높은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는 첫째, 분류한 린 UX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Toolkit 의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둘째, 프로토타입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연적 린 UX Toolkit 을
평가 검증해야 한다.

대표 방법론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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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론

초보자가 스포츠 클라이밍의 기초적인 자세와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매번 시범을 보이고
초보자가 이를 따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도자는 등반 경로를 익히지 못한 초보자를 위해 다음
홀드의 위치와 이에 맞는 자세를 알려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강현실을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시스템을 시연한 후 사용자
평가를 통해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시스템을 실제 스포츠 클라이밍 강습에 활용한다면,
지도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초보자를 지도할 수 있고
초보자는 원하는 경로를 스스로 훈련할 수 있어 기존
등반 강습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지도자와 초보자 모두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인공 암벽을 오르며 등반 기량을
겨루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하나이다. 등반가는 지면과
수직을 이루거나 지면 방향으로 기울어진 인공 암벽에
설치된 홀드를 잡거나 딛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역학적 이득이 높은 자세를 취해야만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1]. 따라서 지도자는 등반
중인 초보자의 곁에서 잘못된 자세와 동작을 교정해
주어야 하며 등반 경로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를 위해
경로 상에서 잡고 디뎌야 하는 홀드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초보자에게 전문가가
설정한 훈련 경로 상 적절한 홀드의 위치와 이에 맞는
자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체계적인 등반 훈련이 가능하다.
현재 훈련과 자세 분석을 위해 홀드 내장형 센서[2],
웨어러블 센서[3], 증강현실[4], 비마커 기반
모션캡쳐[5]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실제
강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증강현실 기반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 시스템을
소개하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ABSTRACT
In sport climbing lessons for beginners,
instructors have to demonstrate proper
postures and movements and fix incorrect
postures and movements of beginners. And
instructors have a lot of discomfort with
informing the location of the hand holds and
foot holds for climbers who are unfamiliar with
new climbing rout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character animation-based training system in
sport climbing. Furthermore, we conducted a
user evaluation survey to inquire the potential
of the system. We expect this system to offer
whole new experience in sport climbing lessons
to both instructors and beginners.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
시스템은 훈련 루트를 등반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실제 인공 암벽에 투사하고 초보자가 캐릭터를 따라
등반하는 증강현실 기반 훈련 시스템이다(그림 1).
증강 기술 기반 훈련을 통해 지도자는 초보자에게 등반
자세 및 동작을 즉각적으로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초보자는 훈련하고 싶은 경로를 선택하여 지도자의
도움 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제어
스포츠 클라이밍, 증강현실 기반 훈련, 사용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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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9], 만족도는 Stein 의 사용자 만족도 검사[10]를
각각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감각적 몰두
3 문항, 현존감 3 문항, 학습몰입 4 문항, 만족도
4 문항을 포함하여 나이와 성별까지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 범주를
갖는 5 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다. 설문지 하위
영역별 Cronbach' α 신뢰도 분석 결과 값은 감각적
몰두 .726, 현존감 .797, 학습몰입 .692,
만족도 .878 이다.
설문 조사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 시스템을 이용한 훈련을 참여자에게
시연한 뒤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의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측정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
시스템
본 시스템에서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생성하기 전,
실제로 훈련을 진행 할 인공 암벽과 동일한 규격의 3D
암벽 모델을 생성한 뒤 홀드가 설치된 위치에 따라 암벽
모델에 가상 홀드의 좌표 데이터를 입력한다.
시뮬레이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등반 경로에 따라
캐릭터의 손과 발이 위치 할 홀드를 지정하면, 각
홀드에서 역운동학 함수(inverse kinematics
function)를 이용한 등반 자세와 구선형보간
(spherical linear interpolation)법을 이용한 등반
동작으로 이루어진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생성한다[6]. 가상 암벽의 홀드 위치와 실제 암벽의
홀드 위치가 일치하도록 암벽에 그래픽을 투사하면
사용자는 투사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따라 등반한다.

2. 사용자 평가 결과
사용자 평가에는 총 55 명(남자 23 명, 여자 32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의 연령대는 10 대-30 대-40 대20 대-50 대 이상 순으로 많았다.

사용자 평가를 위한 시연에 앞서 폭 4m, 높이 3m 의
인공 암벽에 다양한 홀드를 설치한 후 인공 암벽의
규격과 설치된 홀드들의 위치 정보가 대응되는 3D
모델을 생성하였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뮬레이터는
게임 엔진인 Unity 4 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i74770 3.4GHz CPU(Intel corporation, USA)와
GeForce GTX 970 그래픽 카드(NVIDIA, USA)를
탑재한 PC 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생성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VPL-FHZ700LW(Sony corporation,
Japan) 프로젝터를 통해 인공 암벽에 투사하였다.

그림 2. 하위 영역별 사용자 평가 결과
수집된 사용자 평가 데이터의 분석 결과 감각적
몰두의 평균 수치는 3.636, 현존감의 평균 수치는
3.545, 학습몰입의 평균 수치는 3.900, 만족도의 평균
수치는 3.936 으로 4 개의 하위 영역 중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그림 2).

사용자 평가

결론

1. 사용자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 시스템을 제안했으며, 사용자 평가를 통해 제안한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훈련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감각적
몰두, 현존감, 학습몰입, 만족도의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반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감각적
몰두, 현존감, 학습몰입, 만족도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감각적 몰두는 Lavroff 의
조작적 정의[7], 현존감은 Schubert 의 현존감
설문지[8], 학습몰입은 Jackson 등의 몰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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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ce: Factor analytic insights. Presence
10.3 (2001): 266-281.

하지만 설문 참여자의 수가 적고 일회성 시연에 그쳐
시스템의 평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또 다른 시스템 사용자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사용자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9. Jackson, Susan A., and Herbert W. Mars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optimal experience: The Flow State
Scal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8 (1996): 17-35.

향후 사용자의 등반자세를 인식하고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피드백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스포츠
클라이밍 훈련의 효율을 높이고 초보자와 지도자에게
새로운 훈련 경험과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10.Stein, James J. Asynchronous computer
conferencing as a supplement to classroo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The impact
of selected learner characteristics on user
satisfaction and the amount of interac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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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런닝메이트 시스템[2]은

요약문

사용자의 유동적인 페이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운동을 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한 헬스케어

사용자가 느릴 경우 가상의 아바타는 먼저 앞으로 나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페이스,

보이지 않게 되거나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운동을 하게

심박수 등의 개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페이스를

되는 등 사용자의 운동능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선택하여 가상의 아바타와 함께 달릴 수 있는 런닝메이트

생긴다.

시스템까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런닝메이트
시스템은 페이스를 선택해 일정한 속도로 달림으로 유동적인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페이스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의

사용자들의 페이스에 맞추어 달리는 가상의 런닝메이트

운동능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설계 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유동적인 페이스에 따라 속도가

페이스가 빨라지면 아바타도 같이 빨라지고, 느려지면 같이

변하는 페이스 맞춤 런닝메이트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느려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운동을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본론

증강현실, 페이스, 헬스케어, 런닝메이트, 웨어러블디바이스

 시스템 아키텍쳐

서론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은 런닝메이트 시스템을 제안
고령화 사회에 접에 듦에 따라 헬스케어에 관한 관심이

하고자 한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헬스케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 가까이에서 항상 같이 존재하며 주변 환경이나 신체
변화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이 결과 삼성, LG 전자 등의
IoT 회사에서부터 아이다스, 퓨마 같은 스포츠 회사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연동하여 사용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출시하고 있다. 현재 출시 된 헬스케어 시스템은 심박 수,
속도, 위치, 페이스 등의 정보를 텍스트나 음성을 통해
그림

제공하고 있으며 증강현실이라는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1 .

시스템

구성도

현실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페이스를 선택하여
가상의 아바타가 함께 달리는 런닝메이트 시스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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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실시간 페이스 측정[3] 및 증강현실 서비스

하지만 앞의 내용만 적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의 페이스에

플랫폼[1]을 이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한

따라 아바타의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목표시간

채로 운동을 실시한다.

내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페이스를
유지할 경우 아바타 역시 속도를 떨어뜨려 운동효과를

 동적 페이스 맞춤

얻기 힘들다. 반대로 사용자가 높은 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기존의 런닝메이트 시스템은 기록을 선택하면 그림 2와

유지할 경우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어 좋은 운동효과를

같이 정해진 페이스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가상의

얻을 수 없다.

아바타가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달리는 도중에

𝐴𝑣 = (𝑆 − 𝑆𝐶 )/(𝑇 − 𝑇𝐶 )

사용자 보다 앞서가거나 뒤처지는 등 러닝메이트 역할을

(2)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따라서 사용자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려 목표

위해서는 유동적인 페이스에 맞추어 속도를 내는

시간(T ± t)을 준수하지 못하는 페이스일 경우 아바타의

아바타가 필요하다.

속도를 사용자의 페이스와 관계없이 수식 (2)를 적용하여
변경

시킨다.

수식(2)는

아바타의

속도 (Av ) 를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S − SC )/남은 시간((T − TC )으로
변경함을 나타낸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 사용자의 런닝
속도를
그림 2 .
그래프

기존의

페이스

메이커

시간- 속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의

아바타의 속도를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런닝메이트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최적의
임계치 값을 찾아 구현하도록 하겠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아바타는 사용자의 속력에 따라
달리는 속도가 변한다. (1)의 수식처럼 사용자가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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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전체 요약도.
community trend analysis using this sentiment
analysis method.

요약문
본 논문은 게임 커뮤니티 동향 분석을 위한 새로운
사용자 감정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감정 분석
방법은 지도학습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시시각각
생성되는 인터넷 신조어 파악이 어려워 커뮤니티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의 유연성과 저비용성을 갖춘 감정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리는 제안하는 감정 분석 시스템을 게임
커뮤니티에 적용하여 여론 동향 분석 결과가 유용함을
보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러한 감정 분석 기법을
이용해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동향
분석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커뮤니티 분석, 감정 분석, 데이터마이닝

1. 서론
현재 게임 시장의 꾸준한 성장에 따라 대표적인 게임
커뮤니티인 GAMESPOT 과 IGN 역시 올해 접속자수가
전년도 대비 각각 23.5%, 21.6%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즉 많은 게임 사용자들이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게임 커뮤니티의 여론 동향은
게임의 장점,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user sentiment analysis
system for game community trend analysis is
proposed. Existing sentiment analysis has
limitations such as cost for supervised learning
and difficult grasping of new internet words that
are ever-changing. In this paper, a new
sentiment analysis system with flexibility of
analysis and low-cost based on a search engine
is proposed to solve these problems. Applying
the proposed sentiment analysis system in game
communities, public opinion trend analysis
results were shown to be useful. The proposed
system can be widely used in several online

온라인 커뮤니티를 분석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커뮤니티 문서들을 대규모로
수집하여 코멘트수나 조회수를 중심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중요도를 파악하였다[2]. 혹은 그 문서에 대한
반응과 커뮤니티 특성에 맞춘 감정(예를 들어 의료
커뮤니티에서 증상의 악화 정도 및 치료의 만족도)을
정의하여 제한적인 감정 분석을 진행하였다[3]. 그러나
기존 기법들은 지도학습을 위한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인터넷 신조어나 이모티콘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적인 분석이나 제한적인
감정분석이 가진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
커뮤니티의 여론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검색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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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감정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감정분석
기법의 정확도를 검증한 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커뮤니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였다(그림 1).

문서의 핵심 감정과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면, 이제 그
문서가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대표성을 갖는지 계산해야
한다. 전체 문서의 코멘트수와 조회수의 평균을 구한 뒤,
각 문서의 값을 z-values 로 정규화한다.

2. 시스템 설계

3. 시스템 검증 및 결과

시스템 설계는 크게 2 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감정분석을 진행하고, 이후
감정분석 결과를 가공하여 커뮤니티 동향 분석을
수행한다. 우선 커뮤니티 크롤러를 통해 문서들의 제목,
본문, 작성 일자, 코멘트 수, 조회 수를 추출한다. 이 중
제목은 감정 분석에 쓰이고, 본문은 키워드 추출에
쓰인다. 나머지 작성 일자와 코멘트 수, 조회 수는
커뮤니티 동향의 우선순위 정렬을 위한 기준으로
가공된다.

시스템 검증을 위하여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중
하나인 World of Warcraft(개발 : Blizzard
Entertainment, 장르 : MMORPG)의 북미 공식
커뮤니티[6]를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제안하는 감정 분석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게임
커뮤니티의 동향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입증한다.
3.1 감정 분석 검증

2.1 검색엔진 기반 감정 분석

그림 3. 특이 문장에 대한 감정분석 정확도
게임 커뮤니티의 문장들은 그림 3 과 같이 게임용어,
인터넷 신조어, 이모티콘 등의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기존의 감정어 사전을 이용한
감정분석 방법으로는 분석하기 어렵지만, 웹 문서
검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우리의 기법은 이에
대응하여 감정을 추출할 수 있다. 표 1 의 추가 예시
문장들을 통해 정확하게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검색엔진 기반 감정 분석 방법.
검색엔진 기반 감정 분석은 품사 태깅, 검색어 조합,
결과 분석, 감정 추출 과정의 4 단계를 거친다(그림 2).
먼저 추출한 문서의 제목을 Stanford Log-linear POS
Tagger 라이브러리[4]를 이용하여 분석에 의미가 있는
품사(명사, 동사, 형용사 위주)만을 추린다.
이렇게 추린 ‘Target Word’를 Plutchik[5]이 제안한
wheel of emotion 의 8 가지 기본 ‘감정단어’(즐거움,
믿음, 두려움, 놀람, 슬픔, 혐오, 분노, 기대)와 조합하여
검색어(Query)를 생성한다. 이 검색어를 검색엔진
Bing 을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존재하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연관성을 수치화하고,
가장 수치가 높은 감정단어를 해당 Target Word 의
감정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단어들
각각의 감정과 연관성을 조합하여 문장 전체의 감정을
구하게 된다.

표 1. 감정분석 결과 예시
분석 문장 예시

분석 결과

“Anniversary Event Extension”

Joy

“Whats happened to WOW?”

Surprise

“Every US server is LOCKED”

Anger

3.2 커뮤니티 동향 분석 검증

2.2 키워드 중심의 커뮤니티 동향 분석
문서의 본문 분석을 통해 해당 문서의 키워드를
추출한다. 이는 통계적으로 추려낸 게임 시스템
용어(레벨업, 패치, 너프, 종족, 골드 등)들 중 가장
빈번하게 쓰인 단어를 키워드로 잡는다.
그림 4. 커뮤니티 동향 종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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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인 커뮤니티
동향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그림 4). 해당 기간에 쟁점이
되었던 문서의 키워드와 감정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전체 감정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기반의 데이터 분류를 통해
동향파악도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의

하지만 검색엔진 감정분석 중 Target Word 와
반대되는 감정 역시 검색결과 상으로는 높은 연관성을
갖게 되는 몇몇 예외상황이 존재하고, 문서 일부가 문서
전체의 감정을 대표하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로 감정 분석 문장을 문법적인
구조에 따라 세분화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고, 시스템을
확장하여 문서 전체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검색어에 쓰이는
감정단어와 품사분석기를 다른 언어로 변경하는 것으로
언어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게임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커뮤니티 동향 키워드 분석 결과
또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그림 5).
해당 키워드를 가진 문서들이 나타내는 대표 감정과
시간에 따른 감정 변화를 그래프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문서 링크를 통해 그 날의 문서들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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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hape. The user can easily notice the close
friend and estranged friend on the Facebook.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a developed
visualization layout to change the user’s
communication behavior on SNS.

요약문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용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손쉽게 타인과
네트워크 관계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친구,
팔로워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인적
네트워크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페이스북
API 를 이용, 연속적인 관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
이를 D3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표현 방식에 적용해
사용자가 시간에 따른 친구 관계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노드의 색상과 크기, 노드 간
거리, 링크 모양 및 굵기 변화로 데이터를 시각화했다.
이로써 사용자는 자신과 소통이 많아진 페이스북
친구와 소통이 적어진 친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용자의 SNS 소통 패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발전된 시각화 레이아웃을 제시한다.

주제어
Data Visualization, Social Network Analysis, D3

1. 서론
온라인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 하는 것은
오프라인보다 보다 쉽고 간편하다. 이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들이 타인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SNS 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타인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인간관계는 개인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자신을 둘러싼
사회관계도를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SNS 가 타인과 윤택한 인간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큰 장점이 있다. 최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에 나타난 사회관계를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SNS users can easily make a network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through
KakaoTalk, Facebook and etc. However, they
cannot recognize how they connect with their
friends and followers. Thus, in this paper, we
develop a data visualization system which let
the users to figure out their personal
relationship on SNS. This system collects and
analyzes the continuous data by using
Facebook API. This time based data is adapted
to the D3 network library, therefore the user
can understand the change of network
relationship with friends. For data visualization,
we utilize different colors and sizes of nod,
distance between nods and a thickness of link

2. 네트워크 데이터의 관계 특성
네트워크 데이터에는 정적인 데이터와 동적인 데이터가
존재한다. 정적인 데이터는 네트워크 데이터에 시간의
속성이 배제돼 일회적 네트워크 형태를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한다. 반면 네트워크 형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시간 속성이 개입된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양과 속성들이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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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한 인맥 네트워크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1].

을 시켜 노드의 색상과 크기를 기존의 네트워크 그래프와 차
별화를 둔다.

3. 시간에 따른 페이스북 데이터 분석
개인의 사회적인 관계 분석을 위해서 페이스북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했다. 페이스북 API 를 통해 페이스북
활동들을 분석해 사회관계를 정리했다. 페이스북 활동은
담벼락 상의 글쓰기, 댓글, 좋아요 등의 횟수를 측정했다.
이때 시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통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그림 1.) 이로써
과거에서 현재까지 친구와의 교류가 활발해졌는지 혹은
적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활동을 바탕으로 추출된 시간에 따른 사회관계를
시각화했다.

그림 2 네트워크 그래프(왼쪽), 버블차트(오른쪽)

6. 시각화 디자인
상기내용을 토대로 페이스북에 나타난 사회관계 탐색을 위한
데이터 히스토리 시각화는 분석된 결과와 네트워크 요소와 연
결하는 것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게 할 것인지 두 부분으
로 나뉜다. 시각화 결과물을 통해 관찰자가 직관적인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식에 연관성이 있도록 자료, 그래
프 요소 간의 연결이 잘 되어야 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노드
와 링크의 크기, 거리, 색상, 굵기, 모양과 의미 및 표현방식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 시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 데이터 분석

4.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나 차트 등으로 정리해 정보 습득의 시간을 절감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된 결과물을 보게 돼 사용자는 자료의 분포를 단번에
파악해 개인의 사고와 더불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관계 탐색을 위하여 시간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사회관계 분석망을 나타내는 시각화
그래프를 디자인 해 본다 [2],[3].

표 1. 시각화 요소의 의미 표현방식
요소

의미

중심 노드

사용자

표현방식
누적 빈도
∝ 반지름
누적 빈도

노드의 크기

누적 빈도
∝ 반지름

5. 사회관계 탐색을 위한 데이터 히스토리 시각화

누적 빈도
노드 색상 밝기

페이스북이라는 특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ystem)를 정하여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사용
자의 정보를 얻는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시각화
를 수행한다. 이 정보는 사용자의 담벼락에서 활동하는 관계
인들과의 히스토리 정보이므로 링크와 노드로 구성된 네트
워크그래프(Network Graph, 그림 2 왼쪽)로 이들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기존의 네트워크 그래프의 오
픈소스(Open Source) 시각화 툴들로 표현할 경우 시간의 변
화에 따라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을 표현하기에는 따로 라이
브러리를 수정하여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페이스 북의 개인과 그 관계인
들 간의 변화 양상을 시시각각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그래프의 변화 요소인 노드의 크기,
색상, 모양 그리고 링크의 굵기, 모양, 색상 등을 조정하여 다
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에 기존의 계층별 위계 관계를
색상과 원의 면적으로 표현하는 버블차트(Bubble Chart, 그림
2 오른쪽)를 본 연구에서 시각화할 네트워크 그래프에 접목

누적 빈도
∝ 1/ 색상 명도
빈도 변화

노드간 거리

빈도수의 변화량
∝ 1/ 거리
빈도 변화

링크 굵기

빈도수의 변화량
∝ 굵기

링크 모양

친밀도 문턱치 안/밖

문턱치 이상: 실선
문턱치 이하: 점선

노드의 크기와 노드의 색상 밝기의 경우 연속적인 관계인의 누적
량에 비례하여 크기가 커지고 색상의 채도가 낮아진다. 특히
색상의 경우 북미권에서 친숙함(friendly)을 나타내는 오렌지색을
기준으로 채도의 변화를 줬다.[4] 노드간 거리의 경우 대화의
빈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값을 가지고 노드간의 거리를 변화
하였다. 사용자인 중심노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어 대화 량이 급격히 변할수록 노드로부터 가까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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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다. 링크의 굵기는 노드의 거리가 늘어나고 줄어듦에
맞춰서 멀어질 경우 얇아지고 가까워지면 굵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링크의 모양의 경우 친밀도 수치의 0에서 100의
정규화 된 값에서 중앙값인 50의 안팎을 두어 기준치 이하인
경우 실선, 이상인 경우 점선으로 배치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시각적으로 연결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보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의 예시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시각화 결과를 통해 사용자는 누구와 연락을 많이 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7. 향후 연구 과제
구현된 결과물을 토대로 사용성 평가를 통해 이 시각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어떤 긍정,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그래프를 개선
발전 시켜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의 직관성을 높이고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제
생활에서의 유의미한 오브제를 적용하여 향후 개선할 시각화
디자인을 다음 그림 5 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 그래프 예시
시간에따라네트워크의변화는새로갱신된내용의 노드들을가지고
누적 값으로 분할된 파일들을 시간 스텝에 따라 갱신 하도록 한다.
노드 간 배치 및 위치관계를 재 정렬한다. 이는 구현할 도구의
레이아웃배치함수와갱신,삭제부분에고려하여적용을해야한다.

6. 결론
D3(Data-Driven Documents)는 웹상에서의 동적이며 반응형
시각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오픈소스이다. 이를 가지고 그래프
시각화 및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포스레이아웃(Force Layout)을
사용하여 부유하는 느낌의 네트워크 그래프를 구현해 봤다.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5 향후 시각화 레이아웃
이를 Ego-Network 분석 기법을 통한 중심노드를 시각화하여
중요 자신에 속해있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
시각화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개인별 네트워크 지도들을
SNS 상에서 공유할 수 있고 서로 간 공통 인맥과 새로운
인맥들을 교차 연결이 가능한 새로운 소설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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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s an input of LS-SVM classifier.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is evaluated in
proposed method using a 10ⅹ10 fold crossvalidation procedure. The proposed method
for each subject (‘aa’, ‘al’, ‘av’, ‘aw’ and ‘ay’)
of BCI competitionⅢ datasetⅣa yielded
classification accuracies of 85.29±0.93%,
95.43±0.57%, 72.57±2.37%, 91.82±1.38%, and
93.50±0.69%, respectively.

요약문
오늘날 동작 상상 EEG(Electroencephalogram)
기반의 BCI(Brain-Computer interface)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동작 상상
EEG 를 분류하기 위해 SBCSP(Sub-Band Common
Spatial Pattern)을 기반으로 필터 선택을 하지 않는
특징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4~40Hz 의 동작 상상
신호를 9 개의 서브 밴드로 분할하고 각각
CSP(Common Spatial Pattern)를 적용한다. 이후
각
서브
밴드에
FLD(Fisher’s
Linear
Discriminant)값들을 결합한 FLD 점수 벡터에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한다.
최종 특징은 LS-SVM(Least Squares Support
Vector Machine)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은 10×10 fold cross-validation 을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평가한다. 제안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BCI competitionⅢ datasetⅣa 에
포함된 5 명의 피험자 ‘aa’, ‘al’, ‘av’, ‘aw’, ‘ay’에
대해
각각
85.29±0.93%,
95.43±0.57%,
72.57±2.37%,
91.82±1.38%,
93.50±0.69%의
정확도를 보였다.

주제어
BCI, 뇌전도, 동작 상상, CSP

서론
동작 상상 EEG 신호를 분류하는 BCI 기술은
상상만으로 기계를 제어하거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1].
그러므로 BCI 시스템은 사용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행해야 한다. 대표적인 동작 상상 분류
방법인 CSP(Common Spatial Pattern)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클래스에 대하여 클래스간 분산 차이를
극대화하여 동작 상상 분류에 크게 기여했다[2].

ABSTRACT

이후 여러 개의 대역으로 동작 상상 신호를 분할하여
사용자 특이성(Specificity)을 잘 표현해주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3, 4]. 그러나
필터를 선택할 경우, 활동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류 성능이 저하되었다. 또한,
필터의 개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보였다.

NOWDAYS,
motor
imagery-based
BCI
technique is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in
various fields. In this paper, we propose a
feature extraction method based on nonselected filter by SBCSP to classify motor
imagery EEG. Decomposes the motor imagery
EEG signal with 4~40Hz frequencies using nine
equal bandwidth filters. The EEG data from
each frequency band are spatially filtered
using CSP filters. Then, apply PCA on FLD
score vector that is concatenated with FLD
score of each band. Extracted features are

필터 선택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징을
주성분 축으로 투영시킴으로써 필터 선택 과정을
제거한 동작 상상 EEG 신호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방법
제안하는 동작 상상 EEG 신호 분류 방법은 그림 1 과
같다. 첫째, 4-40Hz 대역 동작 상상 EEG 를 4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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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동작 상상 EEG 신호 분류 방법
마다 나눠 9 개의 다중 대역으로 분할한다. 둘째,
m=2 로 하여 각 서브 밴드에 CSP 를 적용한다. 셋째,
CSP 특징에 FLD(Fisher’s Linear Discriminant)를
적용한다. 넷째, FLD 값을 연결한 FLD 스코어 벡터에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여
2 차원 특징 공간으로 투영시킨다. 마지막으로 LSSVM(Least Square 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하여 분류한다. 제안된 방법은 10ⅹ10 fold
cross-validation 을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Intel(R) Core(TM) i5-3470 CPU
3.2GH, Windows 7 Professional K 64bit 사양의
컴퓨터에서 MATLAB R2014a 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표 1 은 BCI competitionⅢ datasetⅣa 에 속한
5 명의 피험자에 각각에 대한 분류 결과로 평균 분류
정확도와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Filter selection
방법은 각각 C3 채널의 평균 전력을 이용하여 필터를
선택한 방법과 CSP 특징의 Fisher’s ratio 를
계산하여 필터를 선택한 방법이다.

실험 데이터
실험에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동작 상상 데이터
BCI competitionⅢ datasetⅣa(오른손, 발) 를
이용한다. 본 데이터는 적은 수의 트레이닝 신호로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5]. 2 클래스
데이터에 대해 총 280 회의 실험으로 100Hz,
1000Hz 샘플링 버전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Hz 샘플링 데이터를 사용하며 동작
상상 신호 3.5 초 중 0.5 초 이후 2 초간의 신호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채널은 총 18 채널로 C1, C3,
Cz, C2, C4, CFC3, CFC4, CFC5, CFC6, CCP3,
CCP4, CCP5, CCP6, T7, T8, P3, Pz, P4 를
사용하고 기준 채널은 Fpz 로 설정하였다.

표 1. BCI competitionⅢ datasetⅣa 분류 결과
aa
CSP

al

av

aw

ay

76.21

90.04

69.25

77.96

90.11

± 1.17

± 1.04

± 1.63

± 1.12

± 0.65

Filter
selection[3]

82.78

94.60

71.71

89.60

92.28

± 1.29

± 0.64

± 1.86

± 0.70

± 0.87

Filter
selection[4]

82.75

94.93

72.75

90.71

92.61

± 1.46

± 0.67

± 2.85

± 0.60

± 0.84

Proposed
method

85.29

95.43

72.57

91.82

93.50

± 0.93

± 0.57

± 2.37

± 1.38

± 0.69

제안된 방법은 CSP, Filter selection 방법과
비교하여 피험자 ‘aa’, ‘al’, ‘aw’, ‘ay’에 대해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피험자 ‘av’의 경우 Filter
selection[4] 방법이 0.18% 더 높은 평균 분류
정확도를 도출한다. 하지만 평균 분류 정확도 0.18%
차이는 두 방범의 분산 범위에 속하므로 뚜렷한 성능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그림 2. EEG 신호 획득 전극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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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는 동작 상상 EEG 신호를 분류하기 위한 특징
추출 방법을 연구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필터 선택
방법의 단점인 사용자 특이성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거나 필터 개수에 따라 분류
성능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고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도출하였다. 향후에는 이 방법을 기반으로
small sample setting(SSS) 상황에서도 강건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연구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J. R. Wolpaw, D. J. McFarland, and T. M.
Vaughan,
"Brain–computer
interface
research at the Wadsworth Center," IEEE
Trans. Rehab. Eng., vol. 8, pp. 222–226,
Jun. 2000.
2. H. Ramoser, J. Müller-Gerking, and G.
Pfurtscheller, "Optimal Spatial Filtering of
Single Trial EEG During Imagined Hand
Movement," IEEE Trans. on Rehabilitation
Engineering, Vol. 8, No. 4, pp. 441-446,
Dec. 2000.
3. Geun-Ho Park, Yu-Ri Lee, and HyoungNam Kim, "Improved Filter Selection
Method for Filter Bank Common Spatial
Pattern for EEG-Based BCI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Vol. 2, No. 2, pp.
101-105, Jun. 2014.
4. K. Thomas, C. Guan, C. Lau, A. Vinod, and
K. Ang, "A new discriminative common
spatial pattern method for motor imagery
brain– Computer interfaces," IEEE Trans.
Biomed. Eng., vol. 56, no. 11, pp. 2730–
2733, Nov. 2009.
5. B. Blankertz, K.-R. Muller, D. Krusienski, G.
Schalk, J. Wolpaw, A. Schloegl, G.
Pfurtscheller, Jd.R. Millan, M. Schroeder,
and N. Birbaumer, "The BCI competition.
III: Validating alternative approaches to
actual BCI problems," IEEE Trans. Neural.
Syst. Rehabil. Eng., vol. 14, no. 2, pp. 153159, Jun. 2006.

- 58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심전도의 가속도와 진폭을 이용한 이차원 감성 인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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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본 연구는 감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심전도의
가속도와 진폭을 이용한 이차원 감성 인식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은 두 명의 피험자가 한 그룹을 이뤄 표정
모방 태스크를 진행하였으며,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심전도 데이터는 R-peak 기준으로 분리하고
GAT(Grand Average Technique)를 적용하여
가속도와 진폭 값을 구해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Happy, Sad, Anger, Comfortable 의 4 가지
감성에 따라 심전도의 가속도와 진폭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차원 상에 매핑한 결과,
Anger 와 Comfortable, 그리고 Happy 와 Sad 의
가속도와 진폭 값은 서로 상반되는 패턴을 보였고, 각
사분면에 감성 별로 위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전도의 가속도와 진폭을 이용한 이차원
감성 인식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감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차원 감성 인식, 심전도, 가속도, 진폭

서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던 사회는 점차 감성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1]. 이에 따라 인간의 행태나 생체 반응을 이용한
감성 인식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체
반응을 활용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맥파의 크고 작은
세기에 따라 exciting 과 subduing, 맥파의 가속도에
pleasurable
과
unpleasurable
을
따라
구분하였다[2]. 또한, Arousal 과 Valence 를 각각
구분하는데 심전도, 근전도 등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활용하여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3]. 생체
반응으로 1 차원적인 Arousal 과 Valence 를 각각
구분하는 연구는 진행되어 있으나, 통합하여 감성의
차원적 영역에서 생체 반응의 변수를 매핑하여 해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ABSTRAC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체 반응인 심전도의
가속도와 진폭에 따라 감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이차원
모델 구현을 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2D
model for classification of users’ emotion. Pair
participants was asked to mimic facial
expression. The ECG(electrocardiogram) were
recorded accordingly. The collected ECG data
was divided at each R-peak and Grand
Average Technique(GAT) was applied to
calculate amplitude and acceleration of ECG.
Natural log of the variables were to construct
feature vector. The feature vectors from 4
different emotions(Happy, Sad, Anger, and
Comfortable) were found to be place in each
quadrants. This study proposed a 2D feature
vector model with amplitude and acceleration
of ECG which can classify users’ emotional
state. The proposed algorithm is expected to
be determinator of criteria for numerical
evaluation of users’ emotional status.

연구방법
·

실험참가자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평균

나이

26.75

세(±2.18)의 신체 건강한 학생 16 명(여자 8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실험자에게 자율신경계
반응 측정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사전에 실험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실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을 지급하였다.
·

실험방법

무작위로 동성인 두 명의 피험자가 한 그룹을 이뤄
표정 모방 태스크를 약 5분간 진행하였다. 표정
모방 태스크는 Follower에게 Leader의 표정을
따라 하도록 요구한 인터랙션이 포함된 태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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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뉴런 작용에 의해 Follower는 Leader에
공감하게 된다[4]. Leader가 표현하는 표정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Happy, Sad,
Anger, Comfortable 의 4가지 감성을 유발하는
표정이었다.
상기의
감성들은
Russell의
차원감성이론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Arousal축과
Valence축의
양극단에
위치한
감성들로
구성되었다[5].
·

결과
통계
분석
결과
Happy,
Sad,
Anger,
Comfortable 의 4 가지 감성 사이에 심전도의
가속도와 진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가속도: χ2(3, N = 32) = 23.310, p = 0.001,
= 0.7519, 진폭: χ2(3, N = 32) = 17.147, p =
= 0.5531). 감성간 가속도 와 진폭의
0.000035,
분석 결과와 차트는 표 1 과 그림 2 와 같다.

데이터 수집

심전도(ECG, electrocardiogram)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사지유도법(Lead I)에 의거해 센서를
부착하고, ECG100C(Biopac system Inc.,
USA)로
신호를
증폭하여,
NI-DAQPad9205(National Instrument Inc., USA)를
통해 500 Hz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표 1 .
감성 간 가속도와 진폭의 통계 결과(H:
Happy, S: Sad, A: Anger, C: Comfortable)

데이터 분석

Amplitude

수집된 심전도 데이터는 피크검출기를 통해 Rpeak을 검출하였고, R-peak 기준으로 전후 200
ms의 데이터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데이터는
Grand
Average
Technique를
적용하여
가속도와 진폭을 구해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데이터는 LabVIEW 2010(National Instrument
Inc., USA)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

1 .

Acceleration

Z

p

r

H-S

-2.89

0.004

0.723

H-A

-0.158

0.875

0.158

H-C

-3.366

0.001

0.842

S-A

-2.417

0.016

0.604

S-C

-0.791

0.429

0.198

A-C

-2.737

0.006

0.684

H-S

-3.361

0.001

0.8402

H-A

-3.361

0.001

0.8402

H-C

-0.316

0.752

0.079

S-A

-1.105

0.269

0.2762

S-C

-3.363

0.001

0.8407

A-C

-3.258

0.001

0.8145

데이터 분석 과정

통계 분석

감성에 따른 가속도와 진폭의 통계적 검증은
Kruskal-Wallis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사후
검증은 Mann-Whitney 검정으로 진행하였고,
본페로니
교정(Bonferroni’s
correction)을
적용하여
유의수준
[0.025(0.05/2)]을
재설정하였다. 실제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효과크기는

와 r을 통해 계산하였다.

값은 0.02, 0.13, 0.26에 따라
효과 크기의
small, medium, large로 나뉜다. 효과 크기의
r값은 0.10, 0.30, 0.50에 따라 small, medium,
large로 나뉜다. 모든 통계는 SPSS 21(IBM,
USA)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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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트

2 .

감성 간 가속도와 진폭의 통계 결과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심전도의 가속도와 진폭을 통해
Happy, Sad, Anger, Comfortable 의 4 가지
감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감성 인식의 이차원 모델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모델을 통해 심전도의
가속도와 진폭의 생체 반응 변수를 기반으로 감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개별적인 감성뿐만 아니라 차원적인 영역에서
복합적인 감성을 평가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결과, Anger 의 경우 가속도와 진폭의 값이 다른
감성들보다 큰 패턴을 보였다. Comfortable 은
가속도와 진폭의 값이 다른 감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작았고, Anger 와 반대 패턴을 보였다. Sad 와
Happy 의 경우도 서로 반대 패턴을 보였으며, Sad 의
경우 가속도는 상대적으로 크고, 진폭은 작은 패턴을
보였다. 감성에 따른 심전도의 가속도와 진폭 값을
이차원에 매핑한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감성 수와 데이터 샘플 수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감성 수와 데이터 샘플 수를 늘려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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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본 연구의 목적은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중독군과
비중독군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EEG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실험참가자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모바일 게임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다음
전체 데이터 수집 시간 중 60 초를 선택하여 분석 구간을
선택하였다. EEG 신호의 선행 분석은 BIOPAC 사의
Acqknowledge software 를 이용하였다. 2010 CGS
매뉴얼 기반의 설문지 결과에서는 15 명 중 5 명이
중독군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생리학적으로
중독군과 비중독군을 나눌 때 선행지표로써 사용되었다.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후두엽의 쎄타 주파수 대역대에서 유의미하게 군집화할
수 있었다.

EEG data, Psychophysiology, Game addiction

서론
중독은 사람의 감정적 강화와 본질로 구성된 행동이나
개입과 같이 삶의 다른 측면을 다루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강박적 행동이나 개입으로 정의되었다[4].
Soper & Miller [5]는 비디오 게임 중독의 증상이 다른
중독에서 나타나는 흥미의 부재, 다른 행동으로부터의
고립과 같은 강박적 행동의 특성이 나타나고, 더
유사하게는 게임 플레이 시간을 감춘다거나 공격성을
띠고 게임 외에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대부분의
시간에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이 다른 중독과
매우 유사하다고 처음으로 보고하였다.

ABSTRACT

위에 언급한 사회병리학적 문제들은 Mark Griffiths 가
연구한 인터넷/컴퓨터 게임 중독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뒷받침 되었다. 현저성, 정서 변이, 내성, 금단증상,
갈등, 재발과 같은 행동 중독 요소의 부분집합이 이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모든
실험참가자들이 중독된 것으로 보였으나 “Addiction
Components Criteria”의 기준에 따랐을 때, 5 명중
2 명만이 분명하게 중독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실험참가자들은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 불리는 모든 기준에 맞지 않았다. 여기서
저자는 게임과는 다른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중독이 가지는 분명한 특성이 부족하였고,
사용자를 중독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컴퓨터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any distinction
between the mobile game addicted and non-addicted
players by analyzing the EEG data. Method: The
mobile players were allowed to play game for a fixed
interval of time. Then a slot of 60 sec was chosen for
analysis. Preliminary analysis of the signals were
carried out with Acqknowledge software of BIOPAC
Systems. From the survey based on CGS manual study
2010, it was concluded that five participants out of
fifteen were in addictive category. This was used as
prior information to group the addicted and nonaddicted by physiological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by applying the clustering technique we
were able to categorize the addicted players
specifically on theta frequency range of occipi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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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특성이 게임 이용자들을
중독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2,3].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된 요인들을 EEG 신호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이용자 중 게임중독군과
비중독군을 구분할 수 있는 생리신호 특성을 찾는
것이다.

방법
EEG 신호는 BIOPAC 과 Acknowledge 데이터 취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전극은 1020 전극법에 따라 부착되었으며, 200Hz 로 측정하였다.
EEG 측정부위는 전두엽(Fp1, Fp2), 두정엽(P3, P4),
후두엽(O1, O2) 부위를 측정하였다. 전두엽은 행동,
성격, 감정을 관장하며, 두정엽은 감지, 논리이해,
연산과 연관이 있으며, 후두엽은 시각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다. 실험참가자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 단순 취미 활동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EEG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모든 선행 단계는 데이터 분석 이전에 실행되었다. 전체
분석 과정은 측정한 EEG 신호로부터 EOG
아티팩트(artifact)를 제거한 후에 시작하였으며,
추출된 신호를 바탕으로 FFT 를 통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였다. 추출된 주파수 대역 정보를 이용하여
MatLab 소프트웨어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후두엽(O2) 세타파 대역 군집분석 결과

결과
평균을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평균과
군집결과 기반의 표준편차와 같이 한가지 파라미터를
따르는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결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데이터의 평균에
기반한 군집분석 결과에 해당하는 특정한 분류의
제한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평균값에 기반한 결과와
매우 가까운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후두엽의
세타파 대역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그림 2 는 후두엽(O2)의 세타파 대역의 군집분석
결과이다. 그림 2 는 각각 평균 기반의 1 차원 군집분석
결과, 표준편차 기반의 1 차원 군집분석 결과, 평균 및
표준편차 기반의 2 차원 군집분석 결과이다. 그림 3 은
후두엽(O1)의 각각 평균 기반의 1 차원 군집분석,
표준편차 기반의 1 차원 군집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기반의 2 차원 군집분석 결과이다.
그림 2 후두엽(O1) 세타파 대역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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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군집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군이 중독군 군집에 같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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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kies: An emerging addiction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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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G 신호의 데이터 플롯(plot)과 PSD (power
spectral density)는 설문지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대부분의 구획에서 보이는 결과와 일관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세타와 델타 영역에서
PSD 의 범위와 일반적인 신호 그래프에서 명확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
이전 연구자들 또한 EEG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좀
더 다른 처리 방법을 추가적으로 이용하였다. 추후에 본
연구에서도 군집분석만이 아니라 다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중독군과 비중독군을
구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군집분석은 사전 분석에서 게임중독군과
비중독군을 구분하는 데 유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방법은 추후 연구에서 연구 결과를 확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EEG 측정과 분석을 통하여 모바일 게임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생리학적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독의 전단계인 몰입은 학습이나 업무 효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독현상을 정량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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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more practical and
detailed implication that service producers can utilize.

요약문
방대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추천 서비스가 최근 주목 받고있다. 개인 추천
서비스를 위하여 개인 정보나 콘텐츠 평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적은
평점 정보로 더 나은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하거나,
평점을 늘리기 위한 디자인을 제안한 기존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 추천 서비스나 평점을 평가하는
동기와 목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평점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추천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평가 정보의 내재된 의미를 도출하고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자아의 확장과 사회적
아카이브라는 이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평점 평가를 사용자
측면에서 살펴보고 콘텐츠 평가의 내재적 의미를 고찰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Content, Rating data, Recommendation,
possession, self Extension, Social self, User

Digital

서론
방대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
왓챠의 영화 추천, 라프텔의 만화 추천 등 지속적으로 콘텐츠의
영역이 확대되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화
추천 서비스의 실용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점
평가 기반의 개인화 추천 시스템의 연구는 주로 협업 필터링
방식 알고리즘의 정확도 개선과 새로운 방식의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었다.[6,9]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성이나
알고리즘의 입력 정보를 늘리기 위한 측면만 고려하였을 뿐,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의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추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입장의 연구들은 추천을 위한 평점
평가와 관련하여 내적 일관성의 불일치[1], 사용 동기를
경제학적 모델 관점[5]에서 살펴 본 연구가 있었으나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맥락에서 추천 서비스의 평점 평가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ABSTRACT
As more contents are being created and consumed than
ever before, personalized recommender service with big
data is becoming more important. It has become more
imperative for service providers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and content rating data to effectively personalize
content recommendations. Hence there has been many
studies on algorithm designs using minimal rating data and
improving rating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to
understand user’s purpose and motivation for using content
recommendation services.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user’s purpose and motivation for using content rating
services. In-depth interview has also been conducted to
derive meaning from data. In order to understand users’
perspective more effectively, theoretical approach such as
digital possession and social archive has been applied. From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별점을
통한 평점 평가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천이라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목적과 동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평점 평가의 내재된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 정보의 내재된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한
정성적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웍으로 디지털 소유물의 자아의
확장과 사회적 아카이브의 관점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인
개인화서비스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자료 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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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정성적 정보를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아카이브 관점으로 세부 명제를 도출 하였다.

참가자들은 편의 샘플링과 스노우볼 샘플링을 통해 모집하였고,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

표 1. 인터뷰 참가자

• 자아의 확장
자아의 확장(extended self)이란 물체와의 유대감을 통해
소유물이 자아와 통합되어 동일시되는 표현되는 개념이다.
Belk(1988)는 소유물에 대한 자아의 개념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4]
Amber(2011)는 그의 물리적 소유물 개념을 디지털 소유물에
반영하여
연구하였다.
[5]
디지털
소유물(digital
possession)이란 특정 자질에 의해 다른 디지털 아이템과
차이가 있는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이다.
디지털 소유물 특성은 (a) 개인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b)
개인적인 정체성을 표현하며 (c)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인식하게 하고 (d) 통제감을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소유물 이론을 평점 평가 정보 자체에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디지털 소유물의 다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점을 평가하는 정보를 디지털 소유물로서 개인적인
정체성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을 다른 아이템과 구별하는
아이템으로 보았다.
• 사회적 아카이브

사용
서비스

참가자

성별

연령

별점 개수

P1

남

24

왓챠

601

P2

여

24

왓챠

322

P3

여

29

왓챠

305

P4

여

26

왓챠

394

P5

여

26

왓챠

275

P6

남

33

페이스북

533

P7

남

26

왓챠

438

P8

남

39

왓챠

1889

P9

남

33

왓챠

500

P10

남

27

라프텔

531

P11

여

26

라프텔

462

P12

여

29

라프텔

320

P13

여

30

IMDB

752

인터뷰 결과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의 분석방법에
따라 Open coding, Axis coding 의 과정을 수행하여
도출하였다.[8]

사회적 아카이브란 개인의 기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개인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축적되고 재결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평점 평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의견을 나타내는 아카이브 형태로서 다양한 문화적 자극과 정보
환경을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 Lash(2007)는 이러한
축적된 정보가 일상 속의 경험과 문화적 참여 삶의 전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고 하였다.[7] 이러한 정보는 재결합되고
반복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양성해내고 새로운 사회적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놀이(play)로서의 형태이거나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만들어 낸다. 본 연구에서는 의견을
나타내는 아카이브 형태인 평점 평가가 축적되고 재결합되면서
추천 본연의 목적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활용으로 놀이와
문화적 코드로 활용하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즉, 별점 평점이
단순히 평가의 척도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의미로서
다른 형태로 재결합되어 활용될 것이라 보았다.

결론
본 연구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분석 방법에 따라
도출된 요소를 근거로 기존의 이론을 조사하여 소유물로 확장된
자아와 사회적 놀이이라는 두 카테고리를 도출하였다. 이는
정성적 연구로 도출된 요인들을 기존의 개념과 이론을 조사하여
그 이론적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소유물로 확장된 자아
참가자들은 평점 정보를 자아의 확장된 소유물로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증거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본 영화들에 대해 기록을 해놓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하고 싶더라도, 나중에 들어와서
별점평가하는 이유가, 봤던 영화들을 다 평점을 매기고 싶은
[P2/24/여]
그런게 있었어요.”

연구방법

이와 같이 참가자들은 콘텐츠 평가를 추천 이외의 자신의 활동
영역을 남기는 수단으로 여겼다. 기록의 내용에는 개인적인
흥미, 생각, 기분을 표현하는 것부터 개인의 정체성까지
다양하는데 그중에서도 다수의 참가자들은 평점 평가를
콘텐츠에 대한 자신의 취향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사용자들을 심층 인터뷰를 하기 위해 왓차, 페이스북,
라프텔 등 개인화 추천 서비스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을 도출하기 위하여 2 차례의 사전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도출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시행하였다.

“저는 비슷한 사람들이 평가한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평론가들은 일반 사람들이랑 관객들이랑 조금씩
영화를 보는 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저랑 비슷한 취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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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사람들의 평점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사의 글

[P3/29/여]

본 과제(결과물)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CAC15113)인 연세 사물인터넷 UX 아카데미로부터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평점 평가 정보는 단순히 추천의 목적이 아닌 기록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는 소유물로 여기고[5] 이를 다른 평점
정보와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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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온라인에는
수많은 일자리 요구 정보가 산재해 있으나, 이를
중장년층의 구직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에 특화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수요자들의
요구사항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대상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일자리 매칭 서비스의
주요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한 중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기술은
고용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사회 시스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QoLT, 중장년층 고용서비스,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

서론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인구의 고령화가
거론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 세 인구 대비
65 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8 년과 2010 년 사이에
14.3%에서 15.2%로 증가하였으며, 2015 년에는
17.9%까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이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평균
50~60 대이며, 때론 40 대 은퇴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은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즉, 20~30 대
청년층 대비 40 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세대에 제 2 의 새로운 직장을 제공해주어
경제 활동 인구를 증대시켜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 편익 증진(Quality of Life
Technology: QoLT) 기술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Given the accelerated rate of population ageing,
the employment of middle aged adults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South
Korea.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job
information, it is needed to analyze the
requirements of personalized job matching
service tailored for middle ages.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of some middle aged
adults to elicit the key requirements of the job
matching service targeted for middle a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not onl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labor market
but also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tability
of the social system.

한편,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과 함께 PC, 스마트폰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의 개선에 따라,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대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화
서비스는 영화, 도서, 학술논문,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자리 추천의 경우,
실제로 선택하는 직업의 수가 콘텐츠 추천에 비해 적고,
사용자 층이 구직자, 구인기업으로 구분되어 이들이
상호 호환이 되지 않으며, 추천 결과의 반환 값이 많지
않은 특징들로 인해 일반적인 콘텐츠 추천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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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으나 [1], 하이브리드 추천을 통한 기술
개발 및 과거 직업 추천 사례 및 전문가 시스템 기반
추천 등이 연구되어왔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의 구인공고 실태와 구직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중장년층의 개인화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매칭 서비스의 부재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애로사항을 겪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도움으로써, 일자리 매칭 기술개발은 물론
국민편익 및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중장년층의 개인화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장년층 대상 인터뷰 조사를 통해 실제 이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층의 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일자리 매칭 서비스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서비스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표 1. 질문별 주요 응답
질문

주요 응답

구직 경로

“워크넷1 등의 서비스는 중장년층에게
구직이 잘 되지 않으며, 면접 보라는
연락이 없어서 아는 사람 소개로
직업을 구했다.” "워크넷을 통해
직업을 구하려 했으나 단순 노무직
밖에 추천되지 않았다. 과거의 경력을
살릴만한 직업을 갖고 싶은데 없었다."
"지인의 추천으로 단순한 일을
시작했다."

구직 시 중요
요소

"집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 “교통이
편한 곳” “현 직업이 과거 직업보다
좋지 못하기에 주변 사람을 의식하여
집과 먼 곳을 택함"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며 금액적인 것은 부수적"
"보수와 처우를 중시함”

서비스
기대사항

"기존 서비스들이 도움이 안된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사람을 뽑진 않는
느낌도 든다. 실제로 구인, 구직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 일자리들은
허드렛일이 많아 2~30 년 이상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 "일자리의 양적보다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 방법 및 결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12 명(남자 9 명, 여자 3 명)의
50~60 대 중장년층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과거 이들은 기업체나 학원 강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생산 및 기술관련, 서비스, 사무직, 경영직, 단순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
6 명씩 2 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직업을 구한 경로, 직업을
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를 질문하였으며,
구현하고자 하는 일자리 매칭 서비스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자유롭게 수집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어 텍스트로 변환되었으며, 텍스트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인터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중장년층 구직자는 경력을 살린
전문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회사로부터
공고된 구인 공고문의 경우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무직인 경우가 많아 중장년층으로부터 고용시장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경력에 맞는 전문직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추천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직을 후에
제공해주는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구직자가 정확한
직종 명칭을 알고 검색하는 경우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이동거리, 연봉 등)에 맞는 직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직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일자리 정보만을 검색결과로 제공하기보다는 관련성이
높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년층의
구인
수단으로
지인의
인맥이나
교육과정에서의 추천이 많은 것은 정형화되고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보다는, 적은 양의 정보만으로도
직업을 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서비스와는 달리 최소한의 정보 입력만으로도 직업을
추천하여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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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oud based copy/paste framework for multi-device
environments
Shokhrukh Umriyaev and Jee-In Kim
Department of Smart ICT Convergence, Konk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bstract
As a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becomes to be realized as a part of our lives, people own
several devices, including “Smart” phones, tablets, “Smart” watches, notebook computers and so on.
Naturally, they want to use all of them simultaneously while generating such contents, like office
documents, emails, notes, and images. But there is no unified system, which would let ensemble of
devices to act like applications on desktop computers, in other words letting to copy data from application
in one device, and to past copied data to another application on the same device or in the different devi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unified framework for achieving aforementioned functionality and removing
barriers between devices in copying and pasting multimedia contents.

I. Introduction
The wide spread of world wide web and connected applications for nearly all the possible platforms has
brought us to the new technologies for realizing a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Many people
own multiple devices with different platforms and form factors. The devices include “Smart” phones or
tablets with desired mobility, or wearable devices loaded with many kinds of sensors, or desktop
computers and laptops offering high computing power.
Having multiple devices in our lives, the way how we create and consume data, information and contents
has been changed. We used to utilize only desktop computers and laptops to create and consume
information before the adoption of smartphones, tablets. Now, we find ourselves using tablets to consume
information or refer to it, smartphones to assist in creating information and carrying out calculations, and
desktop computers to actually create information.
The problem is, using different devices to create and consume information is putting “barriers” to the
flow of information from one device to another, or specifically from one app in the one device to another
app in the another device.
We did not have such a problem when we used only desktop computers or laptops to produce and
consume information. We could create images in image editors, copy them and paste into a presentation
file, use to create spreadsheet and diagram from that spreadsheet, and put all that data into the
presentation file. As you can see, in the case of desktop computers and laptops there are no barriers in the
information flow between applications.
But we face the aforementioned “barrier” problem when we start utilizing different devices to create
contents. There are no techniques to copy photo taken on the camera of smartphone and paste it right into
a document file, which is being created on the tablet or desktop computer, or to perform calculations on
the smartphone and put the result right into the focused textbox on the application, which is running on
another device. If we want to copy the photo on the web-page, which is opened in the smart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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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r, and paste it to a presentation file, which is being created using desktop computer, then we need
to manually type the URL of the page on the desktop computer’s browser, or we need to self-email the
URL and access the email on the desktop computer, open the URL address, copy the desired photo and
paste it in the presentation fil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ramework to unify the cooperation between devices in creating contents by
using cloud based services and universal communication protocols to access those services from diverse
devices with different platforms. To do that we first list the techniques and technologies which can be
used to build the proposed framework, then we propose the framework and explain in detail how it can be
used to solve the problem. We also present the scenarios, in which our framework can eliminate many
unnecessary steps when transferring data from one app in one device to another app in the desired device.

II. Basic techniques
Microsoft Azure is a cloud computing platform and infrastructure, created by Microsoft, for building,
deploying and managing applications and services through a global network of Microsoft-managed and
Microsoft partner hosted datacenters [4]. It provides both PaaS and IaaaS services and supports many
different programming languages, tools and frameworks, including both Microsoft-specific and thirdparty software and systems. List of services provided by Azure includes and not limited to Websites,
WebJobs, Mobile, Cloud and Biztalk services, Virtual machines, Data management, Business analytics
and Networking.
Azure provides Application Insights which can tell how web application published in Azure is performing
and what users are doing with it [5]. It keeps a count of crashes and slow response, alert owner if the
figures cross unacceptable thresholds and helps developer to diagnose any problems.
WCF – 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 is a framework for building service-oriented applications
[6]. It can be used to build web services, which exchange data with each other in an asynchronous manner.
A service endpoint can be part of a continuously available service hosted by IIS or Microsoft Azure. Also
it can be hosted in an application. An endpoint can be a client of a service that requests data from a
service endpoint. It provides to developers following features:













Service orientation
Interoperability
Multiple message patterns
Service metadata
Data contracts
Security
Multiple transports and encodings
Reliable and queued messages
Durable messages
Transactions
AJAX and REST support
Extensibility

MIME types (Multipart Internet Message Extension) has historically been introduced to enable rich email content beyond plain text. Over time, the handling of media types initially specified with MIME has
become a core concept of desktop environments on desktop computers and mobile devices. The MIME
media type registry of IANA, the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currently lists 1401 types in the
type classes application (1014), audio (140), example (1), image (47), message (22), model (17), multipart
(16), text (69) and video (7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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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Unified copy/paste framework
The unified copy/paste framework provides copy/paste service using cloud services to remove barriers
between devices and make them act like desktop applications in the desktop computer when it comes to
copying data from application in one device and pasting it to the application in the same or another device.
Using the cloud services to temporarily store clipboard objects by MIME types and sending them by
request to remote devices can simplify content creation in multi-device environments. Figure 1 and figure
2 illustrate the overall copy/paste workflow. As shown in the figures, this workflow consists of 2 phases:
“Copy” phase and “Paste” phase.

Figure 1: “Copy”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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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aste” phase
On the “Copy” phase, the user first chooses the data to be copied, which might be any type of data
including text, photo, video and others, and initializes the “Copy” command. Then, the application should
check, if the system supports copy/paste operations between applications in the same device, and if it does,
then stores the chosen data with its MIME type. The chosen data and its MIME type also sent to the
copy/paste service regardless to the existence of copy/paste functionality in the device itself.
On the “Paste” phase, the user first initiates the “Paste” command. Then, the application checks whether
copy/paste operations are supported by the system or not. If they are supported, then checks whether the
clipboard object is of supported MIME type or not. If both conditions are met, then the application gets
data from clipboard object, provided by the system itself and here the “Paste” phase finishes. If any of the
conditions are not met, i.e. the system does not support copy/paste operations or MIME type of the
clipboard object is not supported, then the application sends “getData” request to the copy/paste service.
Request should contain the list of the supported MIME type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the service first
checks MIME types of the stored objects in clipboards, if any of them match the supported MIME types
in the received request, then the service sends that the object together with MIME type as a response.
Otherwise, service sends “No data” as a response.
The system will be implemented using the Microsoft’s WCF framework and will be stored in the Azure
cloud platform. It will store clipboard objects in database, which also will be in the Azure cloud platform.
System will be accessible to other services and applications via HTTP or HTTPS protocols.
Database for the system consists of Objects and MIME types tables. Database is used as a temporary
storage for clipboard objects. System also stores the life duration for objects, and periodically checks for
old items and deletes them. There will be only one object for every MIME type, which is necessary
requirement for copy/paste operations in desktop comp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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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copy/paste service architecture with central service and database accessible by all devices and
other web services

IV. Implementations and system requirements
IV.1 Implementations
The client side of the system can be implemented in two ways: either as a set of libraries or as a service.
The first method, i.e., implementing as a set of libraries is useful for systems, which do not provide
system clipboard, or do not provide ability to subscribe to the system clipboard ope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method, i.e., implementing a client side as a service application, which will listen to the
clipboard operations, would be much more useful, because in this case it would work even with already
installed applications.
In the case of the Windows operating system, we can subscribe to only “Copy” events of system
clipboard, therefore we will need to develop hybrid solution, where “Copy” commands will be handled by
the Windows service, which will send copied items to the cloud service, and “Paste” commands will be
handled by the library, which will first check if there is any data in the cloud and choose clipboard or
cloud data based on the result of comparing the creation time of each data.
The same solution can be used for the Android clients as well. Android API Level 11 added support for
“ClipboardManager” class, which can be used to listen for “Copy” commands and get the copied data to
send it to the cloud server. “Paste” commands will be handled in the same way with the Windows version.
As we are going to implement desktop version of copy/paste operations in the multi-device environment,
we should use the same metaphor as well. This means that only last data of every MIME type should be
kept. This kind of data management will be held by the cloud service. It will keep the latest data of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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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E type. Also, we do not need to keep the data for very long time. One type of data will be kept for 10
minutes or until it is replaced by another data of the same type.

IV.2 System requirements
As we noted in the implementation section, the operating system should provide listeners to the clipboard
operations. Also they need to be connected to the Internet. The system should be able to get the MIME
type of the data in the clipboard in order to be able to manage it in the cloud part. The cloud system
should provide temporary storage for the copied data.

V. Usage scenarios
V.1 Multi-device presentation creation
Our framework can be used to ease presentation procedures in multi-device environment. Currently, when
creating presentations with multiple devices, where smartphones are used to collect data and desktop
computers – to assemble all the collected data to the final presentation, we need to manually transfer
photos to desktop computer, navigate to the created photos in the file explorer, copy the photo and paste it
to the presentation.
Using our framework, additional steps involving transferring data and navigating to it using file explorer
can be eliminated. A user can take a photo using his smartphone and press “Copy” button. This will send
the taken photo to the copy/paste service, which in turn will store the photo in the database. User then
presses “Paste” button on the application of creating a presentation in the desktop computer. This will
send “getData” request to the copy/paste service, which in turn will send the stored photo as a response.
The application of creating a presentation file will handle the incoming data as a regular “Paste”
command.

V.2 Multi-device information search
Another scenario for which our proposed framework can be used is a multi-device based information
search. Currently, if a user wants to search information using multiple devices, then he starts searching on
one of the devices, scans the results and if there are pages containing useful data regarding to the search
request, then he writes down the URL of the page manually on his tablet, opens the page and navigates to
the desired position. As you can see, there are many unnecessary steps, such as manually typing the URL
and navigating to the desired position.
This kind of unnecessary steps can be eliminated by using our proposed framework. Having the proposed
framework, a user can start searching for the information on the browser of his desktop computer. When
he finds the useful pages, he will right-click on the URL, select the “Copy” command from context menu.
This will send the URL as text data to the copy/paste service, which in turn will store it in the database.
Then, the user presses the “Paste” button on the address bar of the web browser on the tablet. This will
request for the data from the copy/paste service, which will return the previously saved URL.

VI. Related works
Stephanie Santosa and Daniel Wigdor [2] found that owners of multiple devices used diverse ways of
exchanging information between the devices. Based on their findings, we can conclude that typical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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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data delivery is usually performed by self-emailing documents, connecting devices for
synchronization or manual transfer, or using intermediary data transfers such as USB keys, hard drives,
SD cards, cloud storage, and local servers.
However, all of the above mentioned types of exchanging information have their shortcomings.
Synchronization is handled differently in different kinds of devices. The desktop computers download all
the data as soon as they are available, or updated, while tablets and smartphones can download updated
data only by request, which means that we cannot assume that all of user’s changes made to the document
will be transferred to his phone or tablet without their requests.
On the other hand, integration of cloud storages more or less unifies exchanging data between devices,
but in this case we need to re-open transferred files, navigate to the desired place and continue processing
the information. This is also the case for manual transfer using intermediary data transfers.
Another problem of the cloud storages is the lack of inter-app data migration. As we know, th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s execute applications in full-screen mode, and they cannot handle
interactions between 2 or more applications at the same time, which is usually possible using desktop
computers. Usually cloud storages for smart devices are implemented as separate applications, and their
functionality is limited to displaying the list of the stored files in the cloud storage, downloading the
selected files and uploading files from device to the cloud storage. The constraint limits the usage of
cloud storages to just another file browser.
Violetta Vylegzhanina et al. [3] proposed a method of exchanging data between devices using cloud
services. They exposed cloud data as a service and implemented client for requesting that data from the
cloud. But their proposed system is limited to only one use case – getting weather data by request. Using
their system, users can register their devices in the cloud system. And after registering, they can start
sending their location information. The users, after registering in the system, can send weather warnings
to the cloud. And the cloud system gets the location data of the subscribed users, checks whether their
location is near the location of severe weather warning, and if they are, then the cloud system posts
notification to those devices using the Google Cloud Messaging service. However, as we mentioned
above, their system is limited only to one use-case – severe weather warnings. Nevertheless, their idea of
exposing cloud storage of weather data as a service is very useful to solve the “barrier” problems in data
exchanging between devices, mentioned above.

VII.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We have proposed a new cloud based framework for supporting copy/paste functionality in multi-device
environments. The framework relies on the Microsoft Azure cloud platform. This framework lets users to
use their devices as multiple window applications on the desktop computers. It follows that there is not
any barrier in sharing data between devices regardless to their installation locations.
Issues for the future research include the social aspect of the provided functionality. In other words, the
framework can be extended to enable the collaborative work in multi-device environments by
distinguishing the devices of one user from devices of another user and providing policies to take action
in this kind of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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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네틱 미디어 스킨을 위한 스마트 모듈 개발
Developing Smart Modules for Kinetic Media S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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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움직임을 통한 미학적 표현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키네틱 미디어 스킨 또한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써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스킨 개발 방향이 제안되었다[1]. 선행 연구는
현재의 키네틱 미디어 스킨에 대하여 고정된 모듈
형태로 낮은 수준의 모듈화와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
단일 움직임에서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키네틱 미디어 스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자들은 제안된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을 원하는
형태로 직접 조합하고 배치하여 개인화된 키네틱
미디어 스킨을 조형할 수 있으며, 모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미학적
표현을 구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스킨의
인터랙션 연구에 기여하고 디자이너와 건축가를 위한
미디어 스킨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문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는 메이커 운동의 확산에
기인하여 개인화, 상호작용, 키네시스의 특징을 갖는
환경으로 진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키네틱 미디어 스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키네틱
모듈을 제안한다. 제안된 키네틱 모듈을 통해
사용자는 스킨 제작 과정에 참여하여 쉽고 빠르게
자신 만의 미디어 스킨을 직접 조형할 수 있으며 모듈
간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표현 창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키네틱 미디어 스킨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oday, digital media is advancing through a
focus on personalization, interaction, and
kinesis due to the growth in a “maker”
move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kinetic media skins,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kinetic media skin
modules that make it possible for users to
easily and quickly create media skins
themselves and display diverse contents
through
bi-directional
communication
between
modules.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guideline for developing the
kinetic media skin.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은
모듈 간의 다중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multi-agent system)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객체로서 작동한다[2].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은
4 개의 포토셀(photocell)과 3 개의 서보 모터(servo
motor),
LED,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controller)로 구성된다. 각 모듈 하단의 사방으로
부착된 4 개의 포토셀은 모듈 주변의 변화와 다른
모듈과의 거리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3 개의 서보
모터는 델타 로봇(delta robot)을 기반으로 하나의
모듈이 사용자가 원하는 통합적인 움직임(universal
kinesis)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액추에이터(actuator)
로써 기능한다[2]. 모듈 내부의 단일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모듈을 독립적이고 지능적인 에이전트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한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 간의 양방향 상호작용은
I2C(Inter-Integrated Circuit) 통신으로 구현된다.

주제어
Kinetic Media Skin, Module, Maker Movement,
Digital Media Paradigm

서론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는 기술의 진보로 인한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의 확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패러다임은 개인화, 상호작용, 키네시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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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C 통신은 마스터와 슬레이브(master & slave)
구조로 작동하는 간단하고 유연한 통신 방식이다.
슬레이브 모듈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 고유한 ID
값과 접촉한 면의 모듈 이름이 마스터 모듈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마스터 모듈은 미리 정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슬레이브 모듈의 미학적인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림 1 은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의
양방향 통신 기반의 시스템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2.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미디어 스킨 조형 사례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키네틱 미디어
스킨을 직접 조형할 수 있는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의 설계 및 작동
과정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은 최신의 디지털 미디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지능화된 컴퓨터 시스템적
구성요소로써 개발되었으며 미리 정의된 규칙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현재 개발된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의 시스템 사용성 평가를 위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사용자와 미디어 스킨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센서가 부착된 모듈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미학적인 패턴을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미디어 스킨 연구와 발전 방향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 시스템 개념도

프로토타입 개발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써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을 개발하였다. 각 모듈은 하단에 자석을
부착하여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철판으로
된 벽체 위에서 키네틱 모듈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부착하면서 개인화된 키네틱 미디어 스킨을 조형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모듈을 부착하면서 개별적으로
모듈의 전원을 끄고 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듈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다수의 키네틱
모듈 간의 양방향 상호작용은 로봇의 다양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미학적인 패턴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하나의 모듈을 개별적으로 작동시키면
모듈은 기본적인 피스톤 (piston)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모듈에 다른 모듈을
추가하여 부착하면 모듈들의 움직임은 피스톤
움직임에서 방사형(radical) 움직임, 선형(linear)
움직임 등의 다양한 움직임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규칙 기반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용자는 키네틱
미디어 스킨 제작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사용자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 스킨을 조형 할 수 있고 무작위적인
다양한 패턴을 손쉽게 구현 할 수 있다. 그림 2 는
개발된 키네틱 미디어 스킨 모듈의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미디어 스킨 조형 실험의 사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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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론

본 논문은 스마트워치에서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가
스마트워치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용자의 인지적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살펴본다. 스마트워치는 사용자
팔의 움직임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축이 시선의 축과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스마트워치
디스플레이 축을 기반으로 정보를 표출하여 인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에 사용자
시점을
고려한
디스플레이
방식을
새롭게
제안함으로써, 사용성을 높이고 인지부하를 낮춰주고자
한다. 실험을 통하여 스마트워치에서 제공하는
심볼기호의 응시시간과 반응시간을 아이트래커와
스마트패드를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가늠해본다.

ABSTRACT

그림 1. 사용자 중심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
(Egocentric Interface)

This paper investigates effect of egocentric
smartwatch interface to usability of smartwatch.
When smartwatch user freely moves their arm, it
makes discordance between smartwatch display
axis and user view axis. Owing to the direction of
information representation is generally fixed
without considering user’s gaze direction. In this
research, it was hypothesized that egocentric
interface would enhance usability of smartwatch
and reduce cognitive load. After designing an
egocentric interface of smartwatch, a user
experiment was conducted to verify quantitatively
the performance of gaze time and reaction time.
Also this research predicted that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smartwatch interface.

최근 스마트워치의 센서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갖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업무활동, 레저활동 등 다양한 맥락에서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에
비하여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를 표시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은 버스 손잡이를 잡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손을 고정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 정보를 확인한다.
이때, 스마트워치에 표현되는 정보는 사용자 팔의
움직임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축(Axis)과 사용자의 시선
축(Axis)이
불일치함으로써
정보를
확인하는데
인지부하 (Cognitive load)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대한 가독성을 증대시키고,
스마트워치 사용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주제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선의
축과 디스플레이의 축을 일치시켜주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Egocentric Interface)를 새롭게 제안한다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 Egocentric Interface, 사용자
시점, 디스플레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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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제안하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와 기존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가
스마트워치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이트래커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시각적 인지시간과 정보반응 시간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치에서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 가설 1: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사용자의 인지시간과 반응시간을 줄여줄 것이다.
• 가설 2: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사용자의 정확도를 높여줄 것이다.

실험
참가자 및 디자인

이론적 배경
사용자

인터페이스(Egocentric

중심

Interface)와

심적회전(Mental Rotation)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는 시선축이 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심적회전에 대한 인지부하를
줄여주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2]. 사람들은 물체를
조작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심적회전”능력을 가지고 있다[1]. “심적회전”능력은
회전된 사물 또는 문자를 마음속에서 인지하기 쉬운
방향으로

재구성해주는

능력으로,

사물의

회전된

각도가 클수록 인지하고 이해하는 속도가 느리다[5].
사람의 심적회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Egocentric Interface)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들어, 사람들은
낯선곳에서 길을 찾을 때, 지도를 자신의 진행방향에
그림 2. 실험을 위해 정의된 4 가지 팔 동작

맞춰 돌려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자 이동방향에 따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며,
실험하는 팔의 움직임이 문제없는 대학생 18 명(남
7 명, 여 11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2: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vs.
기존 인터페이스)와 팔동작(4: 위 vs. 왼쪽 vs. 앞 vs.
아래)를 구분하여 응시시간, 반응간, 정확도를 모바일
아이트래커와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사용자 팔동작은 버스 또는 지하철의
손잡이를 잡는 상황, 자전거를 타는 상황, 물건을 들고
있는 상황 등 일상생활에서 손을 고정시키는 상황을
기준으로 4 가지 팔동작을 구분하였다(그림 2). 그리고
맥락효과를 제거한 화살표를 스마트워치에서 제공하는
정보자극으로 사용하였다.

회전되는 지도 자극을 제시하였을 때, 사용자의 오류를
줄여주고 길 찾기 수행속도를 높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4].
또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환경에서
사용자 진행방향을 중심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해주었을
때, 인지하는 시간과 목적지를 찾아가는 수행속도가
감소하였다[3]. 즉, 사용자들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정보를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 공간의 대상을 정렬하여
빠르게 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치(Moto360)에 탑재되어
있는 자이로센서와 나침반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팔
움직임에 대한 상하좌우 운동에 따른 회전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합하여,

사용자의

시점에

순서

피험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왼속에 착용하고 정확한
응시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글래스형 아이트래커
(Tobii Glass)를 착용하였다.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경우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기호로
표시된 방향정보를 제시 받고 이를 인지하여
스마트패드에서 방향을 판단하는 과업을 24 회
수행하였다.

맞춰

보여주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치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인지시간과

반응시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스마트워치 사용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사용자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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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향정보를 알려주는 화살표 자극을 이용하여,
정보의 양 또는 맥락에 따라서 변화되는 사용성을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See,
Petty,
&
Evans(2009)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의 복잡성이
사람의 인지 프로세스와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이는 사람들이 메시지의 복잡성에 따라 정보에
대한 인지요구(Need for cognitive)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결과
피험자 내 변인인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팔
동작
조건들을
중심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를 이용한
다변량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론
지금까지 모니터, TV, 네비게이션의 경우 지정된
공간안에서 고정되어 디바이스의 이동성(Mobility)가
요구되지 않았다. 또한 스마트폰도 이동하면서
사용하지만, 손과 팔을 이용하여 사용자 시선에
고정시켜 사용함으로써 시선에 따라 변화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았다.

그림 3.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와 팔동작에 따른
응시시간

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달로 디바이스의
이동성이 증대되었고, 몸에 착용함으로써 화면의
전환이 실시간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는 동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와 팔동작에 따른
반응시간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에
대한 초기 연구를 위해 사용자 동작에 대한 제약을
두었다. 그러나 다양한 움직임과 맥락에 따라서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의 사용성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5.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와 팔동작에 따른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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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와 팔동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사용자가 정보를 인지하는
응시시간, 반응시간과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가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정보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인지적 부하를
줄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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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가상키보드를 위한 단어별 터치피드백의 효과
The effects of word-by-word touch feedbacks for virtual key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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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ed an experiment using eye-tracking
glasses to evaluate the two proposed touch
feedbacks, and compared with the general
touch feedback.

요약문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에서
문장을
입력할
때,
사용자들은 단어가 올바르게 입력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상키보드와 입력 중인 문장을 번갈아 가며 자주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빈번한 시선이동은 문자입력
수행을 비효율적이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선이동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시각적 터치
피드백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FBW (Fixed
Word-By-Word) 피드백은 가상키보드의 상단
고정영역에 사용자가 입력중인 단어(정확히는 문자들의
집합)를 키 터치 시마다 보여준다. UBW (Unfixed
Word-By-Word) 피드백은 사용자가 현재 터치한 키의
바로 위에 팝업 피드백의 형태로 입력 중인 단어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안된 단어별 터치피드백의
효과를 일반적인 터치피드백과 비교하는 실험을
아이트래킹 안경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주제어
가상키보드, 터치피드백, 아이트래킹

1. 서론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에서의 문자입력은 정보검색,
이메일/문자 전송, 그리고 웹 서핑 등을 위해 필수적인
태스크 중의 하나인데, 주로 가상키보드를 이용하여
이뤄진다. 하지만 가상키보드는 작은 키 사이즈,
촉각피드백의 부재, 그리고 손가락에 의한 키의 가림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1]. 따라서 가상키보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연구/개발들이 시도되었다.
키의 레이아웃을 재배치하고(예. Dvorak), 입력중인
문자를 기반으로 단어를 예측하여 보여주고[1,2],
심지어 다음 입력될 문자를 예측하여 하이라이팅하거나
확대하여 보여주는[3,4] 등의 시도들이 있어왔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촉각이나 청각적 피드백을 활용하여
가상키보드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다[5,6]. 하지만
시각적인
터치피드백을
활용하여
가상키보드를
개선시킨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ABSTRACT
When typing sentences using smartphones or
tablets, users tend to look frequently and
alternately at the virtual keyboard and the
sentence being typed on the screen in order to
ensure they are typing correctly. Such frequent
eye movements can make typing inefficient
because the two areas are usually separated
beyond one’s visual field of view. Thus, this
study proposes and tests two types of visual
touch feedback to reduce frequent eye gaze
shifting: FBW and UBW. With FBW feedback, the
word that the users are currently typing is
displayed in a fixed area at the top of the virtual
keyboard. With UBW feedback, the word being
typed appears as popup feedback on the tip of
the key currently touched by the user. This study

문자입력 시 사용자들은 가상키보드와 입력 중인
문장이 보이는 곳을 번갈아 가며 자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7]. 그 이유는 문자와 단어가 제대로 입력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터치 디바이스에서는
촉각 피드백의 부재로 인해 그러한 경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또한 타이핑이 느린 초보자는 가상키보드를
눈으로 보며 입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자입력 시
사용자의 빈번한 시선이동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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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류의 터치피드백을 제안하고, 실제 가상키보드를
개발하였으며,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15 개(총 45 개)의 영어문장을 입력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각 터치피드백의 태스크를
완료할 때마다 터치피드백의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
그리고 선호도를 7 점 척도로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태스크 수행 시의 문장입력속도(WPM, Words Per
Minutes), 입력오류, 삭제 키 입력횟수는 실험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주요 시각영역에 대한
시선고정횟수, 시선머문시간, 동공크기 등의 데이터가
아이트래킹 장비에 의해 측정되었다.

2. 본론
그림 1 은 일반적인 가상키보드에서 제공하는
터치피드백(a)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개발된 두 가지
종류의 터치피드백을 보여준다. FBW (Fixed WordBy-Word, 그림 1b) 피드백은 가상키보드의 상단
고정영역에, UBW (Unfixed Word-By-Word,
그림 1c) 피드백은 사용자가 현재 터치한 키의 바로
위에 팝업 피드백의 형태로 입력 중인 단어를 보여준다.
해당 영역에 보여지는 단어는 띄어쓰기를 위해
스페이스 키가 눌릴 때마다 지워지므로, 단어별로
터치피드백을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터치피드백으로 문자입력이 가능한 실험시스템을
iOS 와 7.9 인치 아이패드 미니 3 를 기반으로
개발하였고(그림 2).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ASL mobile eye glasses 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는 가상키보드를 활용한 문자입력 시의 빈번한
시선이동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시각적 터치
피드백(FBW, UBW)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기존
터치피드백(CBC)과 비교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FBW 의 효과성 점수가 UBW 와 CBC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0.047), FBW 와 UBW 의
만족도는 CBC 보다 높았다 (p=0.044). 한편,
문자입력속도가 느린 실험참여자들의 경우, FBW 와
UBW 를 활용한 입력속도가 CBC 보다 유의하게 빨랐다
(p=0.000). 시선이동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림
3), FBW 와 UBW 는 실험참여자의 시선이 입력되고
있는 문장보다는 가상키보드 영역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고, 결과적으로 시선이동을 줄여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타이핑 속도가 느린
초보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며, 사용자마다 선호도가
다르므로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 일반적인 터치피드백(a)과 제안된 터치피드백(b,c)

그림 3. Heat map (a: CBC, b: UBW, c: F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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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2014
년도
상반기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등 범죄 피해사례만도 1 만 3 천여건,
피해액수는 무려 886 억원에 달하였다 [1].

요약문
스마트폰에서의 보안은 중요한 이슈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훔쳐보기
공격(shoulder surfing)에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훔쳐보기 공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면 질감을 이용한 새로운 보안 입력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입력 방법은 금융,
본인 인증이나 잠금 해제와 같이 모바일 기기에서 보안
입력이 필요한 사례에 적용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 기기에서의 민감한 정보 유출은 해킹 등
외부 공격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사례들은
훔쳐보기에 의해 발생한다. 보안 키보드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나, 시야 각을 좁히는 필름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훔쳐보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그림 1), 얼룩 등 흔적이
남거나 마지막 입력 글자가 가려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 또한, 진동 패턴을 이용한 보안 입력
방법도 제안되었으나 암호 패턴을 다양화하기 어렵고,
진동 구동 시의 소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3,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훔쳐보기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입력
방법으로, 표면 질감을 이용한 보안 입력 방법과 그
응용 방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ecrecy is a critical issue for smartphones.
However, current secure input methods are
vulnerable to the shoulder surfers. To prevent
this, we propose a novel texture-based onscreen secure input method that offers several
easily distinguishable textures as secure input.
Instead of typing a password or drawing a
pattern, a user needs to remember and select a
series of textures as an access code. Our
proposed method can be embedded in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bank transactions, PIN
inputs or even lock-screen of Android phones.

그림 1 훔쳐보기 방지 방법: 보안 키보드, 사생활 보호 필름

주제어

장치 및 구현

표면 질감 렌더링, 보안 입력, 모바일 기기, 햅틱스, PIN

본 연구에서는 질감 디스플레이로 T-Pad Phone 을
사용하였다. T-Pad Phone 은 시판 휴대폰(Motorola,
Moto G)에 초음파 액츄에이터를 이용한 표면 질감
디스플레이를 결합된 장치로, 표면 진동의 공명현상을
이용하여 마찰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4].
이 T-Pad Phone 과, 안드로이드 API, T-Pad Phone
API [7]를 이용, 표면 질감을 이용한 보안 입력 방법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서론
최근 몇 년동안, 모바일 기기 분야가 스마트 폰에서부터
시작해서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 워치에 이르기까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모바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게임 등과 같은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 은행 업무 등도 어디서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범죄의 위험이 상존한다. 단적인

그림 2 는 본 연구에서 구현한 암호 설정, 입력 및 개인화
화면이다. 우선, 사용자는 질감 암호를 설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질감을 느껴본 후, 암호로 설정할 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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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훑거나 (swipe) 오른쪽의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최소 2 회 이상 반복하여
충분한 복잡도를 가지는 질감 암호 조합을 생성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3 의 좌상단(요철) – 우상단(사포)
– 우하단(골판지) 질감을 이용, 3 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그림 2-(좌)).

등 보안 입력이 필요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 추후 본
연구에
사용된
표면
질감의
구분
가능성
(discriminability)과 같은 인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본 입력 방식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암호 입력 화면의 화면 상단에는 비밀번호 자릿수가
표현되며, 하단에는 질감 암호 입력을 위하여 정답이
포함된 질감 6 개가 무작위로 주어진다. 사용자는 이들
6 개의 질감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어 질감을 느낀 후,
기억하였던 암호를 순차적으로 빠르게 훑거나 (swipe)
오른쪽 버튼을 클릭, 선택함으로써 보안 입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중)) 또한, 질감 인지의 특성 상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큼을 고려하여, 사용자 별로 가장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질감 세트를 선택하여 개인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우)).

그림 3. 실험에 사용된 질감 세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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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으로 손쉽게 구분 가능한 질감의 선정
보안 입력 또한 입력 방식의 일종이므로, 사용자 입력이
용이할수록 좋은 입력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시간 내에 손쉽게 구분 가능한 질감
자극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질감들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 [5] 및 예비 실험을 거쳤으며, 이를 통하여
손쉽게 구분 가능한 질감 약 20 여 개를 선정하였다.
그림 3 은 이들 질감 중 일부를 시각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어두울수록 마찰력이 높음). 이러한 질감은
공간 정보(그림 3 좌측, 요철의 위치) 또는 특징적인
느낌 (그림 3 우측, 거즈 및 골판지)을 지님으로써
손쉽게 구분 가능하다. 또한, 이들 중에서도 사용자가
쉽게 구분가능한 질감만 취사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본 입력 방법의 사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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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haptic keypad: a tactile password
system. In Proc. CHI 2010, 1089-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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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질감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렌더링한
질감을 입력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훔쳐보기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보안 입력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금융 거래, 휴대폰의 잠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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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지지형 기립훈련기 안정도 평가를 위한 전도시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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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 걷기 등에 자세 변화에 제한으로 인해(윤자연,
2009), 누워 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증가되고, 이는
욕창 및 2차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선 자세는 매우 중요하며 장애인보조기구 중 하
나인 기립훈련기는 장애인을 기립시켜 욕창 예방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장 기능 운동이 활
발히 이루어 지는 등 신체적인 효과와 기립자세에서
주변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의사소통을 하는 등 사회
·심리적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송찬양 외, 2013).

요약문
기립훈련기는 사용자가 체결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
문에 전도되거나 미끄러질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방지지형 기립훈련기를 대상으로
0kg의 하중이 부하 되었을 때와 50kg의 하중이 부하
되었을 때 전도시험을 진행 하였다. 시험결과 0kg의
무게가 부하된 전도시험과 50kg의 무게가 부하된 전
도시험에서 수동형 A검체만 모든 시험항목에서 합격
하였으며, 바퀴의 잠금장치 개수가 전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립훈련기는 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식 장비
(장애인품목고시, 2013)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
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장애인보조
기구 교부사업 교부품목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기립훈
련기 품질기준(안)에 따라 관리 되고 있다(송미진 외,
2012).

ABSTRACT
Standing frames can cause falling and slipping
because the users are fasten to the standing
frames. This study aimed at back support
frames load of 0 kg and a load of 50kg load
when the reserved test was performed when
the load. Test result load of 0 kg and a load of
50kg, A sample was only a pass reserved test
in all test items. The number of wheel lock has
been observed to affect the reserved.

기립훈련기와 같이 사용자가 체결되고, 바퀴를 포함하
는 보조기구의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등과 같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휠체어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휠체어 제작 및 구입시 가장 많이 고려
하는 사항은 안전성이 있었으며, 사용 시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는 63.4%로 넘어짐과 추락이 80.2%(93건)
으로 이로 인한 골절이 31.9%(52건)로 가장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소비자안전국, 2011). 휠
체어와 유사한 유모차의 경우도 추락/넘어짐/미끄러
짐이 80.1%(236건 중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골절과 타박상이 발생하였다(한국소비자원,
2010).

주제어
기립훈련기, 품질관리

서론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은 2,726,910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장애인중 지체장
애인이 1,353,753명, 뇌병변 장애인이 308,100명 순
으로 조사 되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부위로는
하지의 장애가 46.7%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의
경우에도 하지 장애 비율이 높았다(보건복지부,
2014).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하지 장애로 인
해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선행연구 및 안전 보고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바퀴를
포함한 보조기구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립훈
련기 품질기준(안)에는 안정도에 대한 시험항목이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방지지형 기립훈련기를
대상으로 0kg의 하중이 부하 되었을 때와 50kg의 하
중이 부하 되었을 때, 기립훈련기의 안정도 평가를 위
한 전도시험을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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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결과

 시험검체 선정

 0 kg의 무게가 부하된 전도시험

기립훈련기는 기립구동부의 전기기기 유무에 따라
수동형과 자동형으로 분류된다. 수동형은 사용자가
누워있는 기립틀을 보호자의 힘으로 직접 들어 올리
는 것이고, 자동형은 기립구동부에 액추레이터가 설
치되어 리모컨을 조작하여 기립틀을 올리는 방식이
다.

수동형 A검체의 경우 모든 시험항목에서 합격을 하
였고 B검체의 경우 기립훈련기가 세운 상태의 전방
방향, 기립훈련기를 눕혔을 때 전방방향에서만 기준
치인 15°에 도달하였고, 다른 시험항목인 세운상태
의 후방방향 10.5°, 좌측방향 11.2°, 우측방향 10°,
눕힌상태 후방방향 11.5°, 좌측방향 9.7, 우측방향
10.6°로 모두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전동형
C검체와 D검체는 기준치에 모두 도달하였다.
 50 kg의 무게가 부하된 전도시험

본 연구에서는 M-size 수동형 기립훈련기 2대, 자동
형 기립훈련기 2대 총 4대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
였으며 검체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

검체의

일반적

특성

크기(mm)
무게

스토퍼
잠금장치
개수

비고

1,170

23Kg

4개

수동형

800

1,310

25Kg

2개

수동형

680

1,060

1,410

35Kg

4개

자동형

640

850

1,470

44Kg

4개

자동형

검
체

가로

세로

높이

A

570

1,050

B

560

C
D

수동형 A검체의 경우 모든 시험항목에서 합격을 하
였고 B검체의 경우 세운 상태에서의 전방방향, 후방
방향, 눕힌 상태에서의 전방방향을 제외한 세운상태
의 좌측방향 14.3°, 우측방향 14.7°, 눕힌상태의 후
방방향 8.1°, 좌측방향 6.5°, 우측방향 7.6°로 기준
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전동형 C검체의 경우 세운
상태의 전방방향에서만 14.1°로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D검체는 세운상태의 좌측방향, 우측방향,
눕힌상태의 좌측방향, 우측방향에서 14.0°로 기준치
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표

2 .
상태

후방지지형 기립훈련기 전도시험 결과
방향
전

후
세움
좌
그림1 .

기립훈련기

검체
우

 시험방법
체간을 고정하는 안전띠의 경우 사용자가 편안한 상
태(어른 손을 펴서 들어갈 정도)로 고정하여 15° 경
사진 판 위에서 바퀴를 경사면과 수평면이 교차되는
측선 상에 정치시키고 바퀴 잠금 장치를 한 후, 한 방
향으로 정렬을 시켜서 전후좌우 4방향으로 전도여부
를 확인한다. 각도조절은 최대로 세운 상태 및 눕힌
상태에서 각각 확인하고 전도 시험 중 기립훈련기가
시험대에서 미끄러질 경우, 미끄럼 방지 지지대를 사
용할 수 있다.
시험은 두 가지 조건으로 0 kg와 50 Kg을 각각 부하
하여 기립훈련기 전도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진행했
다.

전

후
눕힘
좌

우

무게

A

B

C

D

0kg

15ﾟ

15ﾟ

15ﾟ

15ﾟ

50Kg

15ﾟ

15ﾟ

14.1ﾟ

15ﾟ

0kg

15ﾟ

10.5ﾟ

15ﾟ

15ﾟ

50Kg

15ﾟ

15ﾟ

15ﾟ

15ﾟ

0kg

15ﾟ

11.2ﾟ

15ﾟ

15ﾟ

50Kg

15ﾟ

14.3ﾟ

15ﾟ

14.0ﾟ

0kg

15ﾟ

10.0ﾟ

15ﾟ

15ﾟ

50Kg

15ﾟ

14.7ﾟ

15ﾟ

14.0ﾟ

0kg

15ﾟ

15ﾟ

15ﾟ

15ﾟ

50Kg

15ﾟ

15ﾟ

15ﾟ

15ﾟ

0kg

15ﾟ

11.5ﾟ

15ﾟ

15ﾟ

50Kg

15ﾟ

8.1ﾟ

15ﾟ

15ﾟ

0kg

15ﾟ

9.7ﾟ

15ﾟ

15ﾟ

50Kg

15ﾟ

6.5ﾟ

15ﾟ

14.3ﾟ

0kg

15ﾟ

10.6ﾟ

15ﾟ

15ﾟ

50Kg

15ﾟ

7.6ﾟ

15ﾟ

14.5ﾟ

*전도발생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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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미진, 안광옥, 서원산, 손영수, 장경배, 김종배.
기립보조기구 품질 기준 마련을 위한 성능분석,
재활복지 16(4), (2012), 267-285.

결론
본 연구는 후방지지형 기립훈련기 수동형(A, B검체) 2
개와 전동형(C, D검체) 2개 총 4개의 검체에 대하여
전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안전도 평가를 위한 전도시험 결과, A검체와 C검체의
시험 결과는 비교적 우수 하였다. 두 검체의 공통점은
세로의 길이가 길고, 모든 스토퍼에 잠금장치가 있다
는 것이다. 스토퍼의 잠금장치가 앞바퀴 2개에만 장착
된 검체 B의 결과에 따르면 기립훈련기 바퀴의 잠금장
치의 개수는 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은 기립훈련기 사용자의 체중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발판에만 무게를 부하하여 시험
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휠체어의 경우 시험용 인체 모형을 제작하여 시
험을 진행한다. 휠체어에 인체 모형을 고정시킨 후, 인
체 모형은 가급적 좌석의 뒤쪽에 두고 양 측면에서 같
은 거리에 있게 한다. 다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체
모형의 다리는 그 뒤끝이 발받이(footrest)의 뒤 끝에
맞닿게 한 후 시험을 진행한다( KS P ISO 7176 –
11:2008).
유모차의 경우에는 유아 모형을 제작하여 좌석 또는
상자 형 해먹 또는 카시트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유모
차에 해당 질량 모형을 바른 자세로 태우고 시험을 진
행한다 (KS G 3316 : 2014).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기
립훈련기 안정도 평가를 위한 전도 시험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관련 질의 응답, (2013)
7. 소비자안전국. 휠체어 안전사고 실태조사, (2011).
8. 공진용.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실태조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 52, No 2, (2013),
pp. 1~16
9. 기립훈련기 가이드라인(안), (2011)
10. KS P ISO 7176 – 11 : 2008, 휠체어 –
제11부 : 시험용 인체 모형
11. KS G 3361 : 2014,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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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테스팅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성 연구
Usability Research for SW Test Autom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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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최소한의 테스팅만을
수행하게 되고, 장시간 반복수행이나 극한 상황에서의
문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소프트웨어를 릴리즈
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 테스트 케이스 작성 및 환경
구축에 대한 시간적 비용 투자가 불가피 하지만,
테스팅 자동화를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향상된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요약문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개발, 테스팅, 유지보수
등의 과정이 모두 복잡도가 증가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안정성, 정확성 검증을 위한 테스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 프로그램의 사용성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Robot framework
IDE 를 활용한다.

1-2. 연구와 범위 및 방법
소프트웨어 자동화 프로그램 Robot Framework 를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잠재적 사용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Software goes more and more complex
because of rapid spread of computer or mobile
devices. Thus, process of development, test,
and maintenance also goes more and more
complex. Among them, I will study the SW
test automation program usability test using
Robot framework IDE.

연구 방법은 1 차로 자동화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하여 자동화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봄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2 차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직업으로서 경력이 2 년 이상인
개발자를 실험 대상으로 구성하여 심층 인터뷰와
think aloud 를 동반한 사용성 테스트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에 대한 인식과 사용 행태를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가 확산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사용성을 반영해야 하는지
도출하려고 한다.

주제어
소프트웨어 테스트, 테스팅 자동화, 로봇 프레임워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소프트웨어의 일반적 고찰

컴퓨터에 이어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따라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 품질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다고,
품질관리를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1 이
이용된다. 그러나, 초기 테스트 케이스 작성과 테스팅

1

정준우(2004).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

2-1. 소프트웨어의 특징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환경과 사용방법에 의해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나거나, 사용자가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개 개발이 끝나고, 릴리즈 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유사한 환경을
연출하여 실험을 하고, 에러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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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우의 수가 많고, 반복 수행을 해야 발생하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많은 시간과 인력과 관련된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Robot Framework 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은
Resource 에 Keyword 로 저장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Keyword 내용 변경 시 일괄
적용되고, 추적도 용이하다.

3. 소프트웨어 자동화의 일반적 고찰

따라서 본 연구에 적합한 도구로 생각되어 Robot
Framework 와, 이를 가장 잘 지원하는 Robot
Framework IDE 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1. 소프트웨어 자동화의 필요성
테스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장시간,
반복해서 수행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테스팅이 가능해지고, 테스팅 중에 해당
업무 담당자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 동안 차라리 직접 테스팅을 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객관적인
측정을 보장하고,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테스팅을
가능하도록 하므로 중요하다. 2 또한 테스팅 수행 후,
전 과정을 로그로 기록 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분석이 용이해지며 나중에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지보수나 변경관리가 용이하다.
따라서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일수록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의 중요성이 크다.

4-2. 연구방법
4-2-1. 실험 대상 선정
유저빌리티 전문가 Jakob Nielson 의 유저빌리티
문제점을 발견해내는 비율과 테스트 참가자 숫자간
상관관계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5 명을
선정하여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4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동화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think aloud 를 동반한
태스크 수행을 관찰 하여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최소 2 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며, robot framework 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개발자 5 명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방법 및 분석
4-1. Robot Framework 및 Robot Framework
IDE 선정 이유

Figure 1 Robot Framework 로고3

Robot Framework 는 Nokia Networks 에서
기술지원 하는 아파치 라이선스 2.0 기반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다. 오픈 소스 특성상, 사용자가 더 나은
코드나 구성을 제안할 수 있고, 반영이 되기도 한다.

경력(연차)

성별

실험대상 1

30 세

5년

남

실험대상 2

26 세

3년

여

실험대상 3

29 세

3년

남

실험대상 4

21 세

2년

남

실험대상 5

26 세

3년

여

추가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관련한 사전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경험이 있는 경우 ●로, 경험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하여 Table2 와 같이 정리하였다.
실험 대상
구분
1
소프트웨어 테스팅 경험이 있는가?

2

3

4

5

○ ○ ● ● ●

반복 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 ● ○

무인으로 야간수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 ● ○

소프트웨어 테스팅 후 로그 확인을 했는가?

● ● ●

결과 보고(리포트 작성) 경험이 있는가?

● ● ●

최준현(2014).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테스터가 되는 법」

파주:자유아카데미
3

연령

Table 1 실험 대상 프로필

소프트웨어가 수정 혹은 개선 되면, 테스팅 데이터도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기존의 테스팅 데이터를
수정해야 한다. 이 과정은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많아질수록 유지보수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방식이 Keyword-driventesting 방식이고, Robot Framework 가 대표적으로
이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2

구분

4

https://github.com/robotframework/robotframework

https://www.nngroup.com/articles/why-you-only-need-

to-test-with-5-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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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실험 대상 사전 경험 조사

4-3. 태스크 행태 분석
태스크 1 에서는 모든 시험 대상자가 ‘New Test
Suite’버튼을 기대하고 상단 메뉴에서 ‘File’ 버튼을
눌렀으나 File 하위 메뉴에 ‘New’로 시작하는 버튼이
‘New Project’밖에 없어, 추측을 통해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4-2-2. 실험 구성
사용성 테스트 이전에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평소 사용행태를 알아보았다. 심층 인터뷰와
사용성 테스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사용 태도

신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사용 빈도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얼마나
자주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수행하는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에서 설계 내역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수행되었는지
테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동화에 대한인식

‘자동화’라는 표현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기대하게 되었는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 사용 의도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 사용 행태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로 얻어진 결과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태스크 3 는 7 개의 태스크 중에 가장 어려움을
보였는데, 상단 메뉴 버튼을 클릭해서 ‘Import 혹은
Load’ 단어를 탐색하였으나, 단어가 예상 위치에
없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스크 4 에서는 키워드를 ‘수행’하라는 표현을,
태스크 5 에서는 키워드를 ‘입력’하라는 표현을 통해
단어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였다. ‘수행’의
경우, Run 탭의 Start 버튼 혹은 ▶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입력’ 의 경우 키워드만
타이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태스크 5 는 Edit 탭과 Text Edit 탭 중 5 인 모두가
Text Edit 탭에서 ‘test start’를 입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는 Edit 과 Text Edit 에서
모두 선호하는 입력 방식에 따라 테스트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나, 시험 대상자들은 Edit
에서는 테스팅 환경 설정만, Text Edit 에서 테스팅
코드를 입력할 것으로 생각했다.

Table 3 심층인터뷰 주요 항목

사용성 테스트의 태스크 항목은 자동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test case5 한 개를 작성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태스크는 1 부터 7 까지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항목

내용

태스크 1

Test Suite 을 만들어 주세요

태스크 2

태스크 1 에서 만든 Test Suite 안에 Test Case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태스크 3

라이브러리 ‘example library’를 불러오기 해주세요

Figure 2 태스크 수행 결과

태스크 4

Test Setup 에 ‘before test’ 키워드를 수행해주세요

태스크 5

Test Case 파일에 ‘test start’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태스크 6

Start 버튼을 눌러 테스트를 수행해주세요

태스크 7

생성된 Log 파일을 열어주세요

태스크 수행 과정에서 이전 프로그램 사용 경험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 부분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수행을 하는 행태(매우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태스크 7, 거의 모두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태스크
1,2,6)를
보였으며
이전
개발
프로그램에는 없거나 잘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을
태스크로 수행 요청 받았을 때는 느리거나,
고민하거나, 헤매는 등의 행태(태스크 3,4,5)를 보였다.
또한 예상한 위치에 필요한 버튼이 없더라도
포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다른 페이지와
버튼을 탐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이
종료된 후에도 간단하게 Robot Framework
Syntax 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실험 대상자도
있었으며, 태스크에 없는 입력과 출력을 해보는 실험

Table 4 사용성 테스트 태스크 내용

특히 태스크 4 와 태스크 5 에서 ‘수행’과 ‘입력’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이용하여 유사 태스크에 단어의 선택이
실험 대상의 태스크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5

Testing 을 수행할 때 가장 작은 단위이다. Test Case 의 집합은

Test Suit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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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에 적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Test Suite 이나 Test Case 를
생성하고자 할 때, 상단 메뉴의 File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4. 사용상의 문제점 분석

둘째, 널리 통용되는 혹은 간결한 아이콘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독창적인 아이콘은 사용자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시킨다.

시각적인 부분에서 Robot Framework IDE 왼편에
보이는 Test Suite 과 Suite 의 하위 Test Case,
Resource 의 아이콘이 직관적이지 않아 사용에
혼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로봇 모양
아이콘(Figure1 의 로고를 축소한 모양)은 과도한
축소로 아무도 로봇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셋째, 다른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되는 기능이 있는
경우, 사용자 가이드나 초기 튜토리얼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keyword-driven-testing
의
특성이나,
syntax 차이를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인지 과정에서는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전에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주로 Visual Studio 와 Eclipse 로, 사용
경험이 모두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Library 불러오기나 Syntax, 코드 작성 방식에서
많은 혼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프로그래밍언어에서는 코드를 입력 할 때, 공백 한 칸
혹은
괄호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Robot
Framework 에서는 띄어쓰기를 최소 두 칸씩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채지 못했다. 이 외에 발견된
문제점은 Table 6 에 정리하였다.
구분

내용

시각

- Test Suite, Test Case, Resource 파일과 각각의
아이콘이
매치
되지
않음
- Edit, Text Edit, Run 을 나열한 것이 같은 수준의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임

구조

인지

본 연구에서는 개발 업무에 참여한 연차가 높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이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용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객관적인 연구와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에 대해 사용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쉽게 배우고 다룰 수
있도록 robot framework 측에 개선 제안을 하고,
초보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 문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상단 메뉴 File 의 New Project 에서 New Suite 생성
기능을
갖지만
이름이
매치가
되지
않음
- Test Suite 설정 페이지와 Test Case 설정 페이지에서
모두 Test Setup, Test Teardown, Tag 등이 같은
이름으로 구성되어있어, 차이를 인식하지 못 함
- 기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단위로
Library 를 적용하기 때문에 Suite 단위로 다른
Library 를 적용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 기존 소프트웨어에서는 모든 Syntax 가 띄어쓰기와
일괄 프로그래머의 작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Edit
페이지의 하단 Cell 에서 입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 기존 소프트웨어에서는 프로젝트에 연결된 파일이 일괄
컴파일, Run 수행되기 때문에 Test Case 단위로 Start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Table 5 사용성 문제 분류

5.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개선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단어와 위치를 고려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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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vement like unaffected side leg, and this
training method have positive effect on strength
and gait symmetry. In this study, usability test of
the device were processed, and then drew problems of the device, proponed improvement plan.
Results of the test can develop usability of the
device to supply the gait rehabilitation device to
society easily. In conclusion, stroke patients and
therapist can use the device safely and easily.

요약문
뇌졸중장애인에게 보행재활훈련은 일상생활 복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개발된 보행훈련기기는 전기모터 없이 4 절 링크(4-bar
Linkage)만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보행패턴과 유사한
보행궤적을 구현하였으며, 뇌졸중장애인이 자신의
힘으로 구동하도록 개발되어 하지의 근력강화 뿐 만
아니라 보행안정성의 향상까지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더불어 환측 다리의 관절 가동범위(ROM)가 건측
다리와 같은 보행패턴을 구현하였고, 이에 따라
정상보행에 필요한 근육을 이완-수축시켜 근력과
균형능력의 향상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보행훈련기기의
상용화를
위해
뇌졸중장애인과
치료사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Usability
Evaluation)를 실시하여 뇌졸중장애인의 보행훈련에
필요한 요소 및 시작품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평가
결과는 제품의 상용화 시 뇌졸중장애인 및 치료사가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행훈련기기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뇌졸중 장애인, 보행훈련, 보행궤적, 사용성 평가

서론
국립재활원에서 개발된 보급형 보행훈련기기는 4 절
링크를 활용하여 정상보행궤적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장애인이 기립된
자세로 자신의 운동능력으로 보행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운동효과가 크고 균형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구조가 간단하여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작은 부피로 개발되어 재활
현장으로의 보급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보행훈련기기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능적 요소와 더불어 보행훈련기기를
사용하는 이해관계자인 뇌졸중장애인과 보행훈련을
진행하고 기기를 운용하는 치료사들의 사용방법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행훈련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한 보행훈련기기
시작품을 대상으로 뇌졸중장애인과 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참여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ABSTRACT
Gait training for people with stroke to get back
to society is most important part in rehabilitation. The developed gait training device based
on four linkages system without electronic power supply by Korea N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Institute can generate normal gait pattern for the patients use the device. The device
leads affected leg of the stroke patients to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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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구성요소 별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보행훈련기기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기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별 중요도를 분류하여 사용성 평가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태스크를 도출한
후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1) 보행훈련기기의 사용성 평가 요소 도출
사용성 평가의 대상인 보행훈련기기의 구성요소를
표 1과 같이 구동부(동작)와 고정부(안전)로 대분류
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 구성요소로 분류하여
사용자의 기기 사용에 있어 관여도와 터치포인트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분류하였다.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Group E

Group F

표 1. 보행훈련기기 구성요소
분류

구동부
(동작)

고정부
(안전)

구성요소

평가 중요도

4-bar Linkage

○

플라이 휠(40kg)

○

구동손잡이

●

구동부 고정 핀

⊙

발 디딤부

●

상지 손잡이

⊙

핸드스트립

◎

안전 하니스

●

안전 손잡이

◎

하니스 고정 고리

⊙

발 고정 바인딩

⊙

※범례: ○(없음), ◎(보통), ⊙(중요), ●(매우중요)

2) 보행훈련기기의 사용성 평가 진행

그림 1.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Group

보행훈련기기의 사용성 평가는 2014년 8월
12일~13일에 걸쳐 국립재활원 나래관/로봇짐에서
진행되었으며, Functional Ambulation Category
(FAC) Scale 3 이상인 뇌졸중장애인 6명과
치료사(물리치료, 작업치료 전공자)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용성 평가의 진행은 주어진 태스크에
따라 치료사가 장애인을 보행운동기기에 탑승
시키고 9분간 보행훈련을 진행한 후 내리게 하는
과정을 동영상 촬영, 기록지 작성, 사진촬영으로
기록하고, 동영상 분석을 통해 수행시간, 수행능력,
오류 횟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용성 평가 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용자의 감성적 니즈(needs)를 도출하였다.

결과
보행훈련기기의 사용성 평가 분석은 태스크
수행능력을 5점 척도로 평가했으며 표 2에는 6개
그룹의 평균 값으로 Q2, Q9, Q11의 수행능력이
낮게 나타났고, 그룹간 수행시간을 분석한 결과 Q1,
Q5의 수행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표 2. Group 간 수행시간 및 수행능력 분석
Group
FACS

A
B
3
5
11개월 4년
Q1
22"
35"
Q2
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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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3
3
9개월 4년
131" 131"
7"
27"

E
4
13년
51"
5"

F
4
12년
25"
30"

수행
시간
평균

수행
능력

66"
17"

4.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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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11"
23"
53"
31"
5"
535"
20"
24"
19"

3"
12"
80"
7"
7"
533"
9"
13"
3"

3"
10"
49"
16"
127"
3"
537"
7"
35"
3"

5"
13"
93"
50"
46"
25"
515"
6"
98"
6"

3"
9"
63"
4"
3"
537"
16"
17"
3"

6"
3"
56"
35"
3"
537"
18"
6"
5"

5"
11"
65"
33"
20"
7"
532"
12"
32"
6"

4
4.5
3.2
3
3.3
3.2
2.5
3.5
2.8
4

결론
본 연구에서 사용성 평가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보행훈련기기의 시작품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을
도출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 표 1 과 같이
보행훈련기기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표 4 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4. 구성요소 별 개선방향 제안
구성요소

12'41" 11'57" 13'23" 16'55" 11'51" 12'4" 13'43"

표 3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 그룹의 감성적인
니즈를 종합한 것으로 도출된 응답자의 답변내용 중
중복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기술하여
보행훈련기기의
개선방안
제안에
반영하였다.

구동손잡이
구동부 고정 핀

고정 핀의 거치장소 제공
쉽게 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변경

발 디딤부

표 3. 참여 그룹 심층 인터뷰
인터뷰 _1단계
치료사는 환자 핸드스트립의 사용이 불편함(손가락이
상태 확인하기 안보임)
환자의 특징에
맞게 보행운동기 발 디딤부 위치 잡기 환측과 건측의 혼돈
설정하기
환측을 높은 위치의 발 디딤부에 올리기
치료사는 환자를
힘듦
보행운동기에
바인딩 채우기 힘듦
탑승시키기
공간이 좁아 불편함
구동손잡이의 회전방향 인지가 어려움
보행훈련 시작하기
구동손잡이의 회전량을 알 수 없음
발 디딤부의 위치확인이 어려움
보행훈련 휴식하기 고정 핀으로 고정하고 환측 손도 풀어줘야
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음

개선방향 제안
구동방향의 시각적 표현
한 바퀴 구동이 한 걸음이 되도록 동기화

작업공간을 확장하고 앞-뒤

상지 손잡이

손잡이의 조절이 간단하고 알기 쉽게 디자인
변경

핸드스트립

강직된 손가락이 보일 수 있는 핸드스트립
개발

안전 하니스

하니스의 높이 조절이 쉽도록 디자인변경

발 고정 바인딩

한곳에서 발 고정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개선방안은 뇌졸중장애인과
치료사가 안전하고 쉽게 보행훈련과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보급형 보행훈련기기의 개발에 적용될
것이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의
IN15003)로 수행되었다.

국립재활원
내부과제

재활연구소
(NR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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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_2단계
움직임의 질과 보행의 속도가 향상될 수
있음
보행훈련기기의
체간 훈련과 자세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재활 효과는?
있음
등속운동과 패턴의 반복으로 효과가 있음
치료사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보조하기
힘듦
단독사용이 어렵고 치료사가 반드시
당장 현장에서 있어야 함
사용한다면 해결 전용 의자가 있으면 좋겠음
해야 할 가장 큰 훈련 기록이 시각적으로 피드백 되면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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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모터를 컨트롤해서 훈련하면
좋겠음
최소한의 도움으로 훈련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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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과 HMM을 사용한 급제동 위험 인지 모델
김웅기, 마경도, 박소영, 지정희
건국대학교 인터넷미디어공학부
Dept. of Internet & Multimedia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 yhond, cho2942, soyoungpark, jhchi }@konkuk.ac.kr

요약
자동차 산업이 진보하며 차량간 무선 통신환경
인 VANET(Vehicle Ad-hoc Network)환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VANET
환경을 이용한 사고 탐지와 예방에 대한 연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VANET환경에서 사고 예
방을 하려면 전방의 위험상황을 주변 차량에 알
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기존 연구들은
전방의 위험 상황 지표를 급제동으로 정했다. 하
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 모든 급제동이 주변 차
량에게 알려진다면 지나친 노이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신경망 및
HMM
(Hidden Markov Model)을 사용하여
위험한 급제동을 분석하고, 실제 속도데이터를 사
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제시한다.

예방하려면 전방의 위험상황을 주변 차량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위험상황에서 급제동이 필
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급제동을 위험상황의
지표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급제동이 발생 할
때마다 주변 차량에게 알린다면 지나친 노이즈가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차량에게 알려야 할 급제동
을 선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주행정보로부터
급제동을 판별할 뿐 아니라 급제동의 위험도를
분석해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
한다.

ABSTRACT
As automobile industries make progress,
researches about VANET, a wireless
communication
environment
between
vehicles, is actively going on. This yields on
higher interest on using VANET environment
as detection and prevention of accident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 on VANET
environment, a system that alarms drivers
about an accident ahead to the drivers
surrounding it, is highly essential. Earlier
studies decided the dangerous situation as
sudden breaking. However, in this system, if
all the sudden breaks are alarmed to other
vehicles, this results to excessive noise. Thus,
to reduce the noise, we use neural network
and HMM to analyze dangerous sudden
breaks and use actual velocity data to show
our result.
1. 서론
자동차 산업이 진보하면서 차량간 무선 통신을
통해 도로교통상황을 공유하거나 사전에 사고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VANET환
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VANET환경에서 차량간 통신을 이용하여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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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급제동 판별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2]~[3]). [2]연구는 차량의 후미등
을 이용하여 뒤차에게 위험상황을 알리는 연구로
서 GPS를 이용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순간
감속률을 계산하여 급제동을 판단 하였다. [3]연구
에서는 속도, 장애물과의 거리, 브레이크 속도,
페달을 밟는 시간차를 이용해 신경망을 학습시켜
급제동을 판별하는 기법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급제동 판별을 위해 특정 시간에
측정 된 정적인 데이터만 이용하기 때문에 연속
적인 감속 상황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2], [3]의 연구들은 급제동을 판단해 줄 뿐 급
제동의 위험도까지 판단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는
감속구간의 동적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급제동 위험 인지 모델을 제안한다.
3. 시스템 흐름도
제안하는 시스템은 차량의 주행정보를 수집하
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GPS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1초 단위의 속도를 획득한다. 그리고 수집 된 속
도데이터 중 연속된 감속구간의 데이터만 추출하
여 급제동 판별 및 위험도 인지를 위한 입력 데
이터 집합으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감속구간 데이터 중 급제동과
관련 있는 최고가속도, 시작속도 등의 요인을 사
용하여 비선형 데이터에 대한 분류가 뛰어난 신
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급제동을 판단한다.
다음으로 길이가 가변적인 순차 데이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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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의 훈련데이터 𝑋𝑖 =(𝑥𝑖1 , 𝑥𝑖2 )이고 𝑥𝑖1 는 𝑑𝑖 의
처음속도 𝑣1𝑖 이고, 𝑥𝑖2 는 𝑑𝑖 의 최대가속도𝑀𝑖 이다.
항목마다 데이터의 변위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식 3]를 사용해 정규화를 시켜주었다. l = {1,2}
에 대해 𝑦̅𝑙 은 각 항목별 평균, 𝑆𝑙 은 각 항목의 표
준편차를 의미한다.

패턴인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HMM을
사용하여 급제동으로 판단된 감속 구간의 위험도
를 판단한다.
[그림 1]은 스마트폰을 통해 1 분동안 획득한
차량의 속도데이터를 나타내고, Data1, Data2,
Data3 연속된 감속 구간을 나타낸다. 제안한 모
델에서 Data1 은 감속의 폭이 작아 급제동 분류
에서 제외되며, Data2 와 Data3 은 급제동으로
분류되고, 최종적으로 Data3 은 위험한 급제동으
로 판단된다. Data2 의 경우 감속구간 초기에 급
제동이 발생하고 이내 점점 속도의 차가 줄어들
면서 정상 주행 패턴을 보이므로 급제동으로는
분류되지만 위험도는 낮다고 판별된다. 하지만
Data3 는 급제동의 상황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속
도의 감소폭이 증가되면서 정지됨을 보이고 있어
위험한 상황으로 분류하게 된다.

𝒚̅𝒍 = ∑𝒉𝒊=𝟏 𝒙𝒊𝒍 /𝒉
𝑺𝒍 =

[식 1]

∑𝒉 (𝒙 −𝒚̅ )𝟐
[ 𝒊=𝟏 𝒊𝒍 𝒊 ]𝟎.𝟓
𝒉−𝟏

[식 2]

𝒙𝒊𝒍 =(𝒙𝒊𝒍 − ̅̅̅̅
𝒚𝒊 )/𝑺𝒍

[식 3]

신경망의 활성 함수로는 이진 시그모이드 함수
를,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내리막 경사법 알고리
즘을 채택하였다. 급제동 데이터의 타겟데이터는
(1,0)이고, 일반 정거의 타겟데이터는 (0,1)이다.
학습이 끝난 신경망에 테스트 데이터 𝑋1 =(45,-6),
𝑋2 =(76,-11)를 넣은 판별 결과는 [표 2]과 같다.
𝑋1 의 경우 (0,1)에 가까우므로 일반 정거로 판별
이 되고, 𝑋2 의 경우 (1,0)에 가까우므로 급제동이
라 판별이 된다.
표 2.신경망 기반 급제동 판별 결과
급제동

일반 정거

𝑋1

0.07

1.0

𝑋2

0.73

0.2675

그림 1 전체 데이터 중 감속 구간

4.2 HMM 기반 급제동 위험도 판별
급제동으로 판단된 감속구간 𝑑𝑖 의 위험도를 판
별해주기 위하여, 𝑑𝑖 에 포함되는 속도간 감속도
값을 나타내는 𝑂𝑖 를 생성한다. 𝑂𝑖 는 가속도 시퀀
스 데이터 𝑙𝑘 = 𝑣𝑘 − 𝑣𝑘+1 로 결정된다.
우리는 2 개의 상태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좌-우 모델을 이용하여 가속도
시퀀스 데이터의 증가-감소, 감소-증가의 특성을
모델링 하기 위해 좌-우 모델 기반의 HMM 을
적용하였다.
HMM 학습을 위해 Baum-Welch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든 𝐵𝑖 에 대해서 [식 7]을 만족하는
̂ 를 만들었다[5].
최적의 HMM 학습모델 𝐻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표 1]과 같다.
표 1. 기호 및 정의

기호

정의

D

D ={𝑑1 , 𝑑2 , …, 𝑑𝑛 } 감속 구간의 집합

𝑑𝑖

i번째 감속구간 내의 초당 속도들의 집합

𝑇𝑖

i번째 감속 구간의 길이 (sec)

𝑣𝑗𝑖

i번째 감속구간의 j 번째 속도 (km/h) j={1,…,𝑇𝑖 }

𝑀𝑖

i번째 감속구간에서의 최대 감속 가속도

h

훈련데이터의 개수

𝑂𝑖

i번째 급제동 감속구간의 가속도 𝑙𝑘 의 집합

𝑙𝑘𝑖

i번째 급제동 감속구간의 𝑣𝑘 − 𝑣𝑘+1

̂ = 𝐚𝐫𝐠𝐦𝐚𝐱 𝒑( 𝑶 | 𝑯 )
𝑯

4. 위험도가 높은 급제동 인지모델
4.1 신경망 기반 급제동 판별
일반적으로 급제동을 판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감속구간 중의 최대가속도이다. 하지만 제
동을 시작한 속도에 따라 급제동이라고 판별 할
수 있는 최대가속도의 기준이 달라지므로 감속구
간의 최초 속도 값도 중요한 판별 요소 중 하나
이다. i번째 감속 데이터 𝑑𝑖 가 주어졌을 때, i 번째

[식 7]

위의 HMM 구조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도가 높
은 모델, 위험도가 낮은 모델을 생성한 후 테스트
데이터의 시퀀스를 두 가지 모델에 적용하여 위
험여부를 평가하였다.
̂) =
𝒑( 𝑶𝒊 , 𝑺 | 𝑯
𝝅𝟏 𝒃𝟏 (𝒍𝟏 )𝒂𝟏𝟐 𝒃𝟐 (𝒍𝟏 ) … 𝒂(𝑻−𝟐)(𝑻−𝟏) 𝒃𝑻−𝟏 (𝒍𝑻−𝟏 )

[식 8]

[식 8]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식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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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표 3]는 [그림 1]의 Data2 와 Data3 에
대한 평가를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log 함수로
계산하였다.

5.3 실험 결과
HMM기반 급제동 위험도 판별 모델은 데이터
A의 101개 데이터와 데이터 B의 5개 데이터를
위험한 급제동으로 판별하였다. [표 5]는 데이터
A,B에 대한 위험도 판별 인식률을 나타낸다.

표 3. 급제동 위험도 판별 두 모델의 평가

위험도 모델

비 위험도 모델

Data2

-40.331

-31.732

Data3

-30.835

-33.311

표 5. HMM기반 급제동 위험도 판별 모델의 인식률(%)

Data2는 위험도가 높은 모델보다 위험도가 낮
은 모델의 평가 값이 더 높다. 그러므로 위험도가
낮음으로 판별되었고, Data3은 위험도가 낮은 모
델보다 위험도가 높은 모델의 평가 값이 더 높으
므로 위험도가 높음으로 판별되었다.

전체 감속구간

8452

급제동 의심구간

323

급제동 기록구간

26

급제동 위험구간

3

위험패턴 A

95.283

4.717

비 위험패턴 B

4.95

95.05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달리 급제동의 절대 위
험을 판별 하기 때문에 위험상황을 뒤 차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급
제동 및 위험데이터의 수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훈련데이터의 수가 많아진다면, 다양한 급제동 위
험 패턴을 분류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로는 급제동의 위험 판별만이 아닌
영상처리를 통해 얻은 앞 차량인식과 차간거리까
지 사용하여 위험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시스
템을 연구할 계획이다.

표 4. 수집 된 데이터 개수

개수

비 위험도 모델

분류된 2가지 테스트 데이터는 각각의 모델에
의해 높은 인식률을 보인다. 하지만 시스템 오차
율을 줄이기 위해서 입력데이터로 단위 관측시간
에 하나의 가속도데이터가 아닌 앞 뒤 가속도데
이터를 모두 고려해주는 2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욱 좋은 시스템을 구성할 것이다.

5. 실험 및 결과 분석
5.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가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를 수집하기 위해 초 단위의 속도데이터를 수집
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화면을 눌러 급제동 및 위
험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안드로이
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1개월동안 운전자 2명이 수집한 전체 주행 데이
터는 [표 4]과 같다.

Data

위험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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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훈련 데이터 및 테스트 데이터
3개의 급제동 위험구간 데이터와 유사한 패턴
의 생성데이터 3024개를 급제동 위험도 판별 모
델의 훈련데이터로 사용하였고, 위험도가 낮은 구
간 23개와 유사한 패턴의 생성데이터 3024개를
비 위험도 모델의 훈련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급제동 의심구간 323개 데이터 중 26개의 급
제동 기록구간을 제외한 297개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먼저 구간데이터 297개를
신경망 기반 급제동 판별 모델의 입력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254개의 데이터가 급제동으로 판별
되었다. 급제동으로 판별된 데이터 중 위험도 모
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106개의 데이터를 A
라 정의하고, 비 위험도 모델과 유사한 패턴을 보
이는 101개의 데이터를 B로 정의하였다. 우리는
데이터 A와 B를 사용하여 HMM 기반 급제동 위
험도 판별 모델을 테스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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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스크린 기반 실시간 방송참여 사례 연구
↲A Case Study of Realtime TV Participation based on Second Screen↲

↲
이 윤 재, Yoonjae Lee*, 최 대 훈 Daehoon Choi**, 이 재 호 Jaeho Lee**,
김경수 Kyeongsoo Kim**, 이만규 Mankyu Lee***
KBS 기술연구소

요약ˇˇ
시청자 소통을 소재로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청자들 또한 소극적 시청에서 방송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방송에 참여하는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최근에 들어 가장 익숙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일 것이다. KBS는 TV 화면으로 방송을 보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방송참여가 가능
한 세컨드스크린 플랫폼 티벗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티벗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청자참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
작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시청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 Google Analytics를 활용하여 시청
자 참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다양한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시 효과적인 시청자참여 증진 방
안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Abstractˇˇ
The current TV programs are evolving faster every day and will be produced based on much more
active audience participatio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e pattern of TV viewing is changing
from a passive lean-back to a lean forward and interactive activity.
Meanwhile, audience were able to engage in broadcasting through ARS or SMS. However, such
methods have limitations. One is that it is hard to gather participant's profile, and the other one is
that participants are impossibl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Such limitations do not match up with
the current trend which emphasizes on the idea of participation and sharing.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Korean Broadcasting System (the "KBS") is currently producing
audience participating TV programs using its second screen service. The "TVut." Second-screen is
a companion device like smart phones or tablets to access program information while watching TV.
In this research, we will introduce our second screen service, TVut, and a case study of TV
program which has been produced using the second screen service. Meanwhile the analysis of
participation data using Google Analytics will be addressed.
↲
핵심어: 방송통신융합, 세컨드스크린, 시청자참여, 티벗, TVut

*주저자 : KBS 기술연구소 연구원 e-mail: bravo@kbs.co.kr
**공동저자: KBS 기술연구소 연구원 e-mail: maxhoon@kbs.co.kr, KBS 기술연구소 연구원 e-mail: jaeho@kbs.co.kr,
KBS 기술연구소 연구위원 e-mail: odyssey@kbs.co.kr
***교신저자: KBS 기술연구소 팀장 e-mail: befriend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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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스마트참여 앱은 KBS의 주시청자인 40~50대의 사용을
고려하여 UI를 설계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마다 별도 앱이

향후 방송 프로그램은 시청자와의 적극적으로 소통을 요

존재하는 앱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소리를 인식하여

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아갈 것 이다. 최근 아프리카 TV, 마

자동으로 시청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Smart

이리틀텔리비전의 성공은 이를 방증한다[1]. 과거의 시청자

Connect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Smart Connect는 KBS 기술

들이 거실 쇼파에 기대어 TV를 보았다면, 지금은 방송에 참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자동인식(Automatic Content

여하고 그것이 방송 소재가 된다.

Recognition)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4]. 또한 이미지나

사실 시청자참여 기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식이 새로운

영상클립 업로드 기능, 다른 사용자들 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ARS 혹은 SMS 등을 이용하여 다양

시청자 간 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하지만 ARS, SMS로는 제작자가

데이터표출시스템은 참여관리시스템으로부터 집계데이터

참여자에게 피드백을 주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앞서 소

를 수신하여 Key가 포함된 방송신호를 생성한다. 생성된 방

개한 사례와 같은 양방향 소통이라 보기 어렵다.

송신호는 방송화면에 합성되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댓글,

KBS 기술연구소는 시청자들의 손쉽게 방송 참여, 제작자

투표 도수와 같은 단순 데이터부터 막대그래프, 파이차트 등

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통계차트도 지원한다.

연구의 일환으로 퍼스트스크린(TV)을 시청하며 세컨드스크
린(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티
벗(TVut, TV친구) 플랫폼을 개발하였다[2].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TV와 스마트폰과 같이 2개 이상의 미디어 기기를
동시사용(Multitasking)하는 행태가 앞으로 보편화 될 것으
로 전망하였으며, 세컨드스크린은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3].
그림 2 스마트참여 앱 투표화면 및 방송자막 예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티벗 플랫폼의 시스템 구성, 기능적
특성을 간략히 소개한다. 그 다음 지난 1년간 KBS 방송 프

3. KBS 방송 프로그램 적용

로그램에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의 참여율을 높
기존 ARS나 SMS로 참여하는 토크쇼는 단순한 선택이나

이고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본다.

짧은 텍스트를 전송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티벗 플랫

2. 방송참여 시스템

폼은 복잡한 투표나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업로드 등이 가
능하다. 프로그램 제작자는 보다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보

티벗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참여관리시스템, 데이터표

다 풍부해진다. 또한 데이터표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집계

출시스템, 스마트참여 앱으로 구성된다.

결과가 방송에 송출되며, 시청자들은 선거 개표방송을 보는

참여관리시스템은 플랫폼 구성요소 제어/모니터링, 방송정

것과 같은 긴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보 제공, 참여 데이터 집계/저장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3.1 생방송 아침마당

다. 방송의 특성상 사용자 수를 예측하기 힘든데, 갑작스러
운 접속 부하 증가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인

KBS 생방송 아침마당은 2015년 3월부터 티벗 플랫폼을

프라를 사용하였다.

활용한 시청자소통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5]. 아침마당
은 각 요일별로 코너 구성이 다른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예
를 들어, ‘목요특강’에서는 강연내용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
로 받고, ‘돌직구 질문 코너’는 강연자가 시청자가 올린 질문
에 실시간으로 답변해준다. 또한 경연 방식인 전국이야기대
회에서는 시청자들의 투표로 우승자를 가린다. 이러한 과정
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표출시스템을 통해 방송화면에
표출된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
하는데, 이 또한 실시간으로 고지된다. 현재 아침마당 회차
별 투표 수는 5,000여개, 댓글 수는 2,000여개가 등록되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티벗 방송참여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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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4는 GA를 활용해 아침마당(전국이야기대회)

3.2 생방송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방송시간 동안 페이지 뷰 변화 추이를 관찰한 결과이다. 우

생방송 무엇이든물어보세요는 2015년 7월 이후 티벗 플

선 즉각적 페이지 뷰 증가를 보인 것은 로고송이었다. 또한

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SMS와 카카오톡을 통해 시

방송출연자가 눈물을 흘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이목을 집

청자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데이터 관리나 질문 내용을 방

중시키는 방송장면 이후 페이지 뷰 수도 급증하는 모습을

송화면에 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티벗 플랫폼을 통해

보였다. 세컨드스크린 사용이 프로그램 내용과 밀접한 연관

수월한 방송제작이 가능해졌으며, 시청자 참여 수 또한 증가

이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MC 멘트와 앱 푸시메시지는

하였다. 참여 수 증가는 시청자들의 질문으로 구성되는 프로

앞선 사례보다 완만한 증가추이를 보였다.

그램의 특성 상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실시간
찬반 투표를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

앞선 방시과 달리 ○번째 가입자이벤트와 코너 신설은 비

을 얻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입자이벤트(동그라미)가 있는
주간에는 즉각적으로 사용자 수가 증가하였다. 코너 신설(네
모) 효과는 완만하지만 몇 주간의 꾸준한 사용자 증가를 불
러일으키는 것을 나타났다.

그림 3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실시간투표 방송 화면

3.3 방송참여 통계분석
티벗 플랫폼은 지난 3월 상용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있다. 가입자와 활성사용자수(Monthly Active User, 이
하 MAU))가 순증하고 있는데, 2015년 10월 기준 가입자
55,000여명, MAU 20,000여명이다. 방송 프로그램 1시간가

그림 4 Google Analytics 결과

량 내에 등록되는 댓글은 2,000여개, 투표는 5,000여개로

4. 결론 및 시사점

짧은 시간 내에 집중도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KBS는 시청자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시청자참여 방송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이

시청자참여 홍보방식에 따른 시청자 참여 량을 비교하였다.

하 GA)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시도의 효과를 비교해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단방향 매체의 특성상, 분석이 쉽지 않은
방송 시청자들의 행태를 GA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해보

참여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방식을 알리

았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 각 홍보 방식 별로 차이를 보였으

는 것이다. 현재 MC 멘트, 중간영상(로고송) 등으로 참여방

며, 이러한 데이터는 앞으로 제작될 시청자참여 방송에 기반

식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용을 상기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동인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포츠, 예능 등 다양한 장르에 확대 적용을

또한 중요하다. 이를 종합한 티벗 플랫폼 홍보 방식은 다음

시도하고,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과 같다.

[1] KOCCA. 해외의 1인 미디어와 MCN. 2015. pp.46~50.

표 1. 티벗 플랫폼 홍보 방식
홍보방식
MC 멘트

시기
매일
프로그램 도입부
매일
투표 시작 시

앱
푸시메시지
○ 번째
비주기적
가입자이벤트
매일
참여자
경품추첨
각 투표 종료 직후
로고송
프로그램 중반부
코너 신설

비주기적

[2] Lee, Y., et al. TVut: Second Screen Service for TV
Participant. IBC2015 Conference. 2015.

효과
초기 앱 실행 유도
스마트폰 미숙자 설치유도
초기 앱 실행 유도
원클릭 방송참여, 편의성 증진

[3] Google. The New Multi-screen World: Understanding
Cross-platform Consumer Behavior. 2012.
[4] 최대훈, 이재호, 이동준. TVUT-오디오 핑거프린트 기
반 KBS 2nd 스크린 서비스 플랫폼. 한국HCI학회 학술대
회. 2014. pp.199~201.

신규 가입자 유치
서비스 충성도 증진
헤비유저 양성
평균 서비스 이용시간 증진
신규 가입자 유치
오래된 가입자 재방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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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7], 상대적으로 폐기물을 수집하는 과정이나
폐기물을 수집하는 인력 관리의 경우 연구 분야에서
이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장소를 포함한 건물
외부의 경우, 폐기물 처리 차량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1][2],
건물 내부의 경우 대부분 청소 용역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실내에서 폐기물을 수집하는
과정을 조사하고 기술적 적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폐기물 수집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이 제시되는 시스템은
Sweepa 라고 부를 것이며, 이는 센서를 통해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여 청소 용역 노동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Sweepa 는 이들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작업 경로로 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력 관리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연구 조사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삼아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기여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연구를
통해 실내 폐기물 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자인
설계 요건을 파악한다. 2)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3) 사용자 평가를 통해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인한다.

요약문
본 연구는 청소 용역 노동자와 용역 업체를 대상으로
실내에서 폐기물을 수집하는 과정을 조사하고, 기술적
적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 시스템을
제시한다. 연구를 통해 설계된 Sweepa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폐기물 양을 추적하여 사용자가 폐기물
수집 경로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생산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가능케 한다.

ABSTRACT
Sweepa is a cloud trash system that allows
workers to check the status level of waste in
trashcans throughout a site. By using sensors
to measure the fill-level of waste in the
trashcans, Sweepa notifies cleaning staff
members which trashcans need to be emptied.
Through this, Sweepa aims to enhance
productivity, increase efficiency and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of the cleaning staff.

주제어
Indoor Waste Monitoring System, HCI,
Interaction, UCD

사전 조사 및 디자인 설계 요건
건물 내 폐기물 수집 시스템의 이해를 목적으로
디자인 전 단계 사용자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자의 현재 행동 및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청소 용역 남성 노동자 와 여성
노동자 각각 두 명을 인터뷰 하였으며,   1) 신체적
능력 2) 청소 용역 노동자의 역할과 업무 3) 작업
환경과 장비 등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개발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 간,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가정 및 비 가정 폐기물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1][2][3]. 이는 폐기물 처리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와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등을 활용
하고 있다[8]. 최근 연구 동향에 따르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시스템에 연구가 집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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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석을 통해 선정한 네 가지 디자인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폐기물 추적 시스템의 가시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시스템에서 발견된 가장 큰
문제점은 폐기물 수집 경로가 수동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작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쓰레기 통의 폐기물 양을 추적하여, 각
쓰레기통의 위치와 폐기물 양을 가시화 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유동적이고 자율적인 폐기물
수집 경로 설정을 가능케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사용자 맞춤형 하드웨어를 통해 사용성을
높인다. 사용자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다른 업무가
파악되었으며, 각 업무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면 남성 노동자의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폐기물 분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이 부착된 스마트 디바이스 등의 사용은
불가 하다. 반면, 여성 노동자의 경우, 이동이 잦고
홀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볍고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세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어야 한다.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대를 고려하였을 때,
시스템 적응 능력이 낮고, 비교적 오랜 적응 시간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간단하여야 하며,
일관성 있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네 번째, 데이터 베이스 축적을 통해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여 모은
데이터 베이스는 기간, 시간대, 위치에 따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을 추적할 수 있다. 쓰레기통의 위치는
정사각형 모양의 점으로 표시되며, 폐기물 양에 따라
빨강(80%이상), 주황(20%초과 80%미만),
초록(20%이하)으로 바뀐다.
디자인 설계 요건에 따라 남성 노동자의 경우, TV
디스플레이와 키네틱 센서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여성 노동자의 경우 청소 카트에 부착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Sweepa 를 사용할 수 있다.
Sweepa 를 통해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자율적인 작업 경로
설정이 가능해 진다.

그림 2. 업무 별 Sweepa 하드웨어 디자인
두 번째, Sweepa 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건물
특성에 따른 폐기물 양의 패턴을 파악하게 도우며,
이를 인력 분배에 사용할 수 있다. 패턴 분석을 통해
폐기물 양이 급증하는 시간대나 기간, 위치를
파악하고, 부족한 인력을 미리 충당하거나, 불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

SWEEPA: 디자인 컨셉

그림 3. 프로토타입 시뮬레이션
본 연구의 프로토타입은 초음파거리센서와
아두이노(Arduino, 마이크로 컨트롤러(micro
controller)를 내장한 기기 제어용 기판)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쓰레기통에 폐기물이 차 오르면서
쓰레기통 내부에 위치한 초음파거리센서가 그 양을
측정하고, 아두이노로 측정 값을 웹페이지로 전송한다.
사용자는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Sweepa 비주얼 맵
Sweepa 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지닌다: 1)
쓰레기통의 위치와 각각의 폐기물 양을 추적하는
비주얼 맵을 제공하고 2)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 분배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건물 각 층의 지도에 쓰레기통의 위치와
상태를 나타내어,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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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로토타입에서는, 나무판자를
이용하여 쓰레기통의 높낮이를 조절하였다.
이더넷쉴드를 통해 컴퓨터로 정보를 전송하고,
모바일과 IP 주소를 공유하여 컴퓨터와 모바일로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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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평가
Sweepa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사용성 평가를 하였다.
실험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이뤄졌으며, 8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실제 폐기물 수집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참가자들은 청소 용역 노동자가 되어 각 층의
폐기물 수거 역할을 맡았다. 실험 전 건물 내의
쓰레기통에는 빨간색, 초록색 메모지를 부착하여
폐기물의 양을 표시하였으며, 실험참가자에게 빨간색
메모지만 수거하는 임무를 주어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피험자내 실험으로, 참가자는
한번은 Sweepa 를 이용하여, 한번은 Sweepa 없이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Sweepa 없을 경우 평균 7.85 분이 소요되었으며,
Sweepa 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평균 5 분이 소요되어,
수행 시간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weepa 의 효율성을 증명한다.

연구 한계

Sweepa 의 주 사용자는 청소 용역 노동자들로,
사용자 평가 또한 청소 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좀 더 사용자 중심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의 현장 설치 및
피실험자 모집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실제 청소 용역 노동자들 대신 피실험자들에게 청소
용역 노동자라는 역할을 부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청소 용역 업체 및 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새로이 설계된 Sweepa 는 센서를 통해
쓰레기통의 폐기물 양을 추적하여 그 정보를 청소
용역 노동자와 용역 업체 전달함으로 써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 경로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생산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건물 내부에서의 폐기물 처리 방식과 청소 용역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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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디스플레이에서 거울의 반사적 특성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와 구현

– U+매직미러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User interface design and implementation
for mirror’s reflexibility on Mirror Display

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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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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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여러 장소에서 광고 및 전시를 위한 용도로
거울과 결합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러 디스플레이는 거울의 기본적인 기능과
디지털 정보를 표현하는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형태이다.
미러 디스플레이는 일반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사용장소
및 목적에 따라 정보 표현 방식과 조작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U+매직미러”라는 터치 기반의
미러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고, 제작 과정에서
사용자와 거울의 거리를 고려한 인터랙션 및 거울의
반사적 특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와 구현 과정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미러
디스플레이상에서 적합한 정보 표현 방법 및 조작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ABSTRACT
A mirror display combines mirror with
information display . It is used for advertise and
exhibition . In this study, we made a mirror
display device based on touch interaction. We
explain interface design process in this device
and suggest a possibility of information display
method and interaction on mirror display.

백정윤
Paik Jeongyun
LG 유플러스
LG U+
keabro1934@lguplus.co.kr

사용자에게
유용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디바이스다.[1] 미러 디스플레이는 이용 시 거울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며 디스플레이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시회, 공공시설, 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미러 디스플레이를 보면 거울
위주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 아닌 디지털 정보 출력
역할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이는
미러디스플레이 기본 기능과는 다른 행태로 본
논문에서는 미러 디스플레이의 거울 사용에 방해 받지
않고 거울의 특성과 디스플레이 속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미러 디스플레이는 일반 터치 기반 디바이스와는
다르게 거울의 반사적 특성 및 터치시 거울에 묻는
손자국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목적,
설치 장소에 따라 거울내 표현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가 표현되는 영역, 정보 표현방식, 조작방법,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에서 화장대 거울로 사용 가능한
터치패드가 장착된 미러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다.
가정 이라는 환경과 거울 및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고 인터페이스
설계시 고려한 요소와 구현 과정을 기술한다. 제작된
미러 디스플레이와 현재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환경적
변화에 최적화된 미러 디스플레이 조작방법과 인터랙션
방법을 찾고자 한다.

주제어
Mirror Display, Digital Mirror, User Interface

1. 서론
미러 디스플레이 (Mirror Display)는 사용자의 모습을
반사하는 거울의 기본 기능과 함께 부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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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거울을 볼 수 있는 경우로 움직임이 감지되면
표시된다. 즉 사용자가 거울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방안의 시계와 같은 역할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거울
앞에 위치하게 되면 거울과 디스플레이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자세한 정보가 표시되어 미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미러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본 연구에서 제작한 미러 디스플레이는 가정용 화장대
거울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20-30 대 여성
30 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대 이용현황 분석을 통해
화장대 환경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 높이와 크기를
결정하였고 거울 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터치가
용이하도록 우측에 디스플레이를 위치하였다.

 2.1. 하드웨어 구성

① 사용자
없을경우

움직임

구현된 미러 디스플레이는 거울 뒤에 디스플레이를
비출 수 있는 전반사 거울과 10.5inch 터치 패널로
구성된다. 전반사 거울 뒷면에 터치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디스플레이 Off 상태에서는 거울만 보이며
On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정보가 표시된다.
움직임 감지 안된
상태에서는
디스플레이 off

화장대 용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거울로 얼굴이
비치는 영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스플레이 영역을
선정하였다. 그림 1 과 같이 거울을 보면서 터치가
용이한 우측 하단, 또한 화장대위에 물건이 위치 시
디스플레이 영역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패널을
위치하였다.

②움직임 감지

③거울 앞에 위치함

움직임 감지 시,
기본 정보표시

거울앞에 있을 시
자세한 정보표시

표2. 동작 인식에 따른 정보 변화

 2.2.2. 터치 영역 최소화
터치 기반의 미러 디스플레이를 손으로 터치시
발생되는
문제중
하나는
손자국이다.
일반
디스플레이를 터치할 때보다 거울을 터치하기 때문에
자국이 선명하고 사용자 가독성 및 제품미를 훼손한다.
사용자가 매번 자주 닦아주지 않는 한 손자국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자국에 대한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러 디스플레이 제어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치, 드래그
동작을 한정된 범위로 제한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터치 영역은 하나의 버튼으로 다양한 동작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드래그 대신 상/하단 버튼 형태로
설계하였다.

그림 1. 하드웨어 구성
 2.2. 인터페이스 설계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거울과의 거리, 거울의 반사적
특성과 터치시 손자국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2.2.1. 사용자-미러 인터랙션
사용자는 거울 내에서 터치가 가능한 영역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On/Off 방법 및 시점이 중요하다. 자동
On/Off 시점 과 기본 정보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모션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위치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20-30 대 화장대 기능 /선호도
조사를 통해 거울 앞에 움직임이 있는 경우와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표 1 과 같이 움직임을
3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움직임이 없는 경우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디스플레이가 Off
상태를 유지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기본 정보인
시간과 날씨가 표시된다. 이 경우는 거울에 집중하지

그림 2. 터치 영역 최소화위한 구성

3.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러 디스플레이에서 정보를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사용자와 거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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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거울에 남는 손자국 고려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매직 미러는 화장대
거울이라는 제한된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했으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적 또는 다양한 경우에 따라
해당 인터페이스와 제어방법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설치 장소나 제공되는 콘텐트, 디바이스 사용자
수 등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랙션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음성, 핑거 제스처 등의 사용자 제어 인터페이스,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디바이스 컨트롤러 등
다양한 사용자 인터랙션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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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Touch 인터페이스에서 지각된
촉각-시각 모달리티의 일치성이 사용자 인지반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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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performance and cognition response).
The result showed tendency of faster reaction
time and lower error rate in 3D visual modality
compared to 2D visual modality interface. We
found out that the congruity of information
between modalities strengthens the task
performance, which is a major development in
this field, adding up to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modalities.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촉각-시각 모달리티 간 정보 일치성이
3D 터치 인터페이스(3D-Touch Interface)내에서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3D 터치
기술의 촉각 정보와 조건별 시각 정보를 결합한
형태의
태스크(Task)를
수행하였다.
촉각
모달리티(Modality) 조건은 깊이감을 가진 동일한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시각 모달리티 조건은 깊이
정보가 없는 2D 조건과 깊이 정보를 보여주는 3D
조건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태스크 완료 후 두 집단
간 인지반응과 수행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촉각-시각 모달리티가 깊이 정보를 동일하게 보여줄
때 사용자의 인지 반응이 빨라졌고 정답률이 높아졌다.
또한, 인터페이스 조작에서의 만족감을 느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내에서
모달리티 간 결합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뿐 아니라 모달리티 간 정보 일치성이 사용자의 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3D 터치, 탭틱, 촉각-시각
인터페이스, 인지반응, 깊이

일치성,

멀티모달

서론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 전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지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많은 양의 정보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인지 과정에 극도의 피로감을
주었으며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따라서
인지 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중자원이론을
기반으로 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Multi-Modal
Interface)가 등장하기 시작했다[1]. 모달리티는
인터랙션 과정에서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야기하며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에서는 청각이나
촉각 등의 감각이 동시 입력이 가능하여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1].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actilevisual modality congruity in 3D-Touch
interface. For this study, participants took part
in experiment that consisted of following
combinations of independent variables: 3(3D
tactile modality: weak, middle, strong) × 2
(visual modality: 2D, 3D). We analyz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experimen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2D and 3D
visual modality in the effect on user behavior

이러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은 혁신적인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개발로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예로 최근
애플이 공개한 3D 터치가 있다. ‘탭틱(Taptic)’기술인
포스터치(Force Touch)의 확장판으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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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터치 인터페이스에 입력의 깊이감을 도입하여,
힘의 세기에 따라 반응하도록 만든 새로운
인터페이스이다. 3D 터치는 압력을 감지하는 기술
뿐만 아니라 ‘피크(Peek), 팝(Pop)’이라는 새로운 UI
조작 방식을 더하여 기존의 포스터치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압력에 따른 동작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화면을 누르는 힘의
차이라는 촉각 요소에 자연스럽게 결합된 시각적인
반응으로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태스크를 무선적으로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주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앞서 3D 터치 인터페이스를 잘
조작할수 있도록 30 번의 연습 시행을 실시하였다.
촉각 요인은 기존의 3D 터치 내에서 제공되는 탭틱
기술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시각 요인은 2D 버튼인
경우 기존의 플랫 디자인 스타일로 제시하였고 3D
조건의 버튼은 깊이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3D
그래픽의 표현적 특징 중 인간의 깊이 지각과 관련된
표현 원리를 시각 디자인 요소에 적용하였다.
참가자들은 태스크를 완료한 후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에 대한 설문(7 점 척도)에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는 감각들의 결합방식이다. 어떤
모달리티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쉽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3]. 기존의 많은 멀티모달 관련 연구들은
이러한 멀티 모달리티 간의 결합에 따른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Hendrix 의 연구에 따르면,
햅틱 정보의 방향성이 시각 정보와 일치할 경우
사용자들의 인지반응이 좋아진다고 하였다[2]. 하지만
현재의 3D 터치 인터페이스의 결합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 촉각 정보는 스크린을 기준으로 깊이감이
느껴지게 z 축으로 누르는 3D 형태이지만 그에
상응하여 나타나는 시각적 반응은 플랫 디자인
스타일의 그래픽으로 평면 형태로 전달된다. 게다가
사용자가 누르는 방향성과 정반대로 튀어오르는 팝업
피드백이 등장한다. 이러한 촉각-시각 모달리티의
불일치성이 사람들의 인지 반응이나 수행능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터치 인터페이스 내에서 촉각-시각
정보 간 일치성이 사용자의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실험 자극물

결과 및 논의
본 실험을 통해 두 조건 간 참가자들의 인지반응과
수행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확도

참여자
2 개의 조건에 각 10 명씩, 총 20 명(남자=10,
여자=10)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 설계
3 (촉각 모달리티 : 약하게, 중간세기, 세게) * 2 (시각
모달리티 : 2D vs. 3D)의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조건 간 정확도 차이 비교

실험 절차

T-test 결과, 정확도 측면에서 시각 모달리티가 3D 인
그룹은 평균 0.83(SD=0.10), 2D 그룹은 평균
0.73(SD=0.11)로 나타났다. T 값은 -2.094, 자유도
18 에서 유의확률이 0.051 이므로, 시각 모달리티가
3D 인 그룹과 2D 그룹은 정확도 측면에서 집단간에

주 태스크는 스마트폰 화면에 제시되는 버튼
이미지(시각 모달리티 자극물)를 지시받은 힘의
세기에 따라 클릭하는 것이다. 각 조건 별로
참가자들은 “약하게, 중간세기로, 강하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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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미루어 볼때 시각 모달리티가 3D 조건인 그룹이 2D
조건 그룹보다 태스크의 정확도가 더 높아 사용자들의
수행 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의 경향성은 사후 실시한 인터페이스의 주관적
사용성 평가와 일치하였다. 주관적 사용성 평가 결과
시각 모달리티가 3D 조건인 그룹이 정확도와 관련이
있는 조작 편의성과 조작 유연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결합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뿐 아니라
모달리티 간 정보 일치성이 사용자들의 수행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3D 터치와 같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개발에 앞서 UI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랙션 분야에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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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 폴리우레탄

기반의 유연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

A Bendable Vibrotactile Actuator based on Electro-Conductive Polyur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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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요약문

재질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3,4]

형상변화가

가능한 휴대용 장치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유연한
본 논문에서는 유연하고 구부러질 수 있어 형상변화가

장치에서 사용자에게 촉감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능한 휴대용 장치에 적용 가능한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를

전기활성

개발한다. 제안하는 액추에이터는 전도성 폴리우레탄 필름과

개발되었으나,[5,6]

연성 기판, 그리고 에어 갭으로 구성된다. 가속도 센서를

prestretch 혹은 중첩(Stack) 기법을 이용한 방법들은

이용하여 액추에이터의 가속 힘을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장치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고, 복잡한 제작 공정을 필요로

제안하는 액추에이터가 사용자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촉감을

한다.

고분자를

이용한
강한

진동촉감

진동

힘을

액추에이터들이
생성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하며, 간단한 구조에서 사용자에게

ABSTRACT

충분한 촉감을 제공할 수 있는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를

This paper presents a flexible and bendable

제안한다. 타 물질에 비해 높은 내구성을 갖는 폴리우레탄

vibrotactile actuator that can be easily applied

재질을 이용하여 액추에이터를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유연한

to

장치를 위한 연성 기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형상변화가

shape

changing

mobile

devices.

The

proposed vibrotactile actuator is made with an
electro-conductive

membrane

based

on

polyurethane, a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and an airgap. The experimental result showed

가능한 휴대용 장치에 적용이 용이하다.

전도성 폴리우레탄
작은 크기, 높은 내구성 및 유연한 구조를 가지는 진동촉감

provide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폴리우레탄을

vibrations with sufficient strength for perception.

사용하였다. 폴리우레탄은 높은 내열성 및 내구성을 가지고

that

the

proposed

actuator

can

있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외부 에너지 인가에

진동촉감 액추에이터, 유연한 액추에이터

따른

빠른

반응속도

및

힘이

부족하여

진동촉감

액추에이터에 사용이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배경

폴리우레탄에 전도성을 부여함으로써 폴리우레탄의 장점을

최근 나노 기술의 발전과 휴대용 장치의 발전으로 인해

유지하되,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로 사용 가능하도록 케첸블랙

기존의 딱딱한 재질로 이루어진 휴대용 장치들이 형상변화가

파우더

가능한 휴대용 장치의 개발로 변해가고 있다.[1,2] 하지만

폴리우레탄의 전도성은 케첸 블랙의 량에 따라 달라질

휴대용 장치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알림 혹은 촉감 등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폴리우레탄 : 케첸블랙의 양을

(Ketjen

black

powder)를

혼합하였다.

제공해 주는 상용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들은 구부러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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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phr, 1:0.03 phr, 그리고 1:0.06 phr 등 3 개의
샘플을 준비하고, 면저항을 측정해 보았다.

그림 2.
(a) 개발된 액추에이터의 절단면, (b)
개발된 액추에이터의 원근뷰, (c) 액추에이터의
구동 원리
그림 2 (c) 는 개발한 액추에이터의 구동 원리를 보여준다.

폴리우레탄의 면저항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압 인가 시 액추에이터의 전도성 폴리우레탄과 연성 기판

1:0.07 phr 이상을 가지는 샘플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케첸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블랙은 폴리우레탄에 비해 굉장히 낮은 밀도를 갖고 있기

강성이 약한 전도성 폴리우레탄은 아래로 잡아당겨 진다.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어 제작이 불가능 했다. 이러한 실험

전압 인가를 해제하면, 전도성 폴리우레탄의 탄성에 의해

결과로, 0.06 phr 의 케첸 블랙이 섞인 전도성 폴리우레탄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만약 AC 전압을 인가하게

필름을 사용하여 액추에이터를 구성하였다.

되면, 전도성 폴리우레탄은 상/하로 움직이며 진동을

Sheet resistance (kΩ∙cm2)

그림 1 과 같이 케첸 블랙의 양이 증가할수록 전도성

1.E+08

발생시키게

1.E+07

폴리우레탄이 연성 기판과 닿음으로 인한 전기 누출을

1.E+06

방지하기

1.E+05

된다.

위해

사용자가

연성

손으로

기판의

눌러

모든

전도성

부분은

폴리이미드(polyimide) 절연물질로 코팅하였다.

1.E+04
1.E+03

가속도 실험

1.E+02
1.E+01

제안하는 액추에이터가 사용자에게 충분한 진동 촉감을

1.E+00

0.01

0.03

0.06

전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Weight ratio of the Ketjen black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 은 가속도 실험의 결과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림 3 에서 검은색 선은 사람의 진동 역치값 을

그림 1 . 케첸 블랙의 양에 따른 전도성
폴리우레탄의 면저항

보여주며,[7] 빨간색 선은 제안하는 액추에이터의 진동 힘을
의미한다. 제안하는 액추에이터는 그림 3 과 같이 사람의

전도성 폴리우레탄 기반 진동촉감 액추에이터 개발

진동 역치 값을 1Hz 에서 400Hz 까지 초과하므로,

개발한 전도성 폴리우레탄을 이용하여 진동을 생성하기

사용자에게 매우 다양한 진동 촉감을 제공할 수 있다.
0.9

그리고 연성 기판을 이용하여 액추에이터를 구성하였다.

0.8

스페이서는 연성기판과 전도성 폴리우레탄 사이에 에어 갭을

0.7

만들어 전도성 폴리우레탄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0.6

Acceleration (g)

위해 그림 2 (a) 와 같이 전도성 폴리우레탄 필름, 에어갭,

확보하였다.
(a)

(b)
전도성 폴리우레탄

스페이서

Vibrotactile Threshold
2kV

0.5
0.4
0.3
0.2
0.1

에어 갭

0.0
1
연성 기판

(c)

10

100

Frequency (Hz)

그림 3. 개발된 전도성 폴리우레탄 기반
진동촉감 액추에이터의 가속 힘 성능 실험 결과

전압 인가

전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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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 Matysek, P. Lotz, T. Winterstein, and H.F.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구성이 좋고, 휘어질 수 있는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폴리우레탄과 케첸 블랙을
섞음으로써

전도성

폴리우레탄을

개발하였다.

전도성

Schlaak, “Dielectric elastomer actuators for
tactile

displays,” in Proc. World Haptics

Conference, IEEE (2009), 290-295.
7. J. Ryu, Jung. J, G. Park and S. Choi,

폴리우레탄은 내구성이 좋아 진동촉감 액추에이터로써
사용하기 적합하며, 휘어질 수 있어 추후 개발될 형상변형

“Psychophysical

휴대용 장치에 적용될 수 있다. 액추에이터의 성능을

rendering in mobile devices”, Teleop Virt. 19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1 Hz 에서 400 Hz

(2010), 364-387.

model

for

vibrotactile

까지 가속힘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사람의 가속도 역치
값을 모두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제안하는 액추에이터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진동촉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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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or false of significance for brain activations were decided. In monophasic mode, the
frequency distinguished between false or true
of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end, the
evidence of electrical tactile stimulation was
presented by examining the tactile neuro path
way. In the future, various experiments were
required to find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factors to show the effective cortical activations.

요약문
햅틱 기술에 있어 중요한 촉각 생성을 위한 자극
방법들에 대한 중추신경 관점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
전기 자극에 의한 촉각 생성의 실효성을 대뇌 피질
활성을 관찰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정상인 1 명을
대상으로 전기 자극의 인자들을 바꿔 가면서 대뇌
피질 활성을 근적외선 뇌영상 기법으로 관측하였다.
자극의 인자들을 자극 강도, 자극 간격, 자극 주기,
자극 파형으로 정의하고, 네 가지 조합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촉각 자극에 따른 뇌활성에
관여하는 제 1 차 감각 피질에 활성이 유발되는 자극
인자의 조합이 존재함을 파악하였고, 버스트 자극은
자극 강도에 따라 뇌활성의 통계적인 유의성 여부가
관측되었고, 단일위상파 자극은 자극 주기에 따라
뇌활성 유의성이 관측되었다. 촉각의 신경학적 경로에
대해 대뇌피질 활성의 관점에서 전기 자극에 의한
촉각 생성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신경학적으로 유의한
촉각 생성에 관여하는 전기 자극의 특성 인자를 찾아
냈다. 앞으로 자극 인자들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최적의 전기 자극 인자들의 집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촉각 생성 전기 자극(Electrical Tactile Stimulation), 대뇌 피질 활성(Cortical Activation), 뉴로
햅틱스(Neurohaptics)

서론
촉각 생성 기술은 햅틱 재현의 본질적인 수단이자 목
표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 진동이나
압력을 유발하기 위해 기계적인 방식, 물리화학적인
방식 등 다양한 촉각 생성 기술들이 연구 발전되어 왔
으나, 전기 자극에 의한 촉각 생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전기 자극은 주로 환자들의 촉각
정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촉각 역치를 측정하거나,
통증 조절, 근육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1]. 또한 촉각의 신경 정보 전달 체계가 말초신경과
중추신경 관점에서 충분히 해석되었지만, 수동적인 촉
각 자극과 방법들이 뇌신경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2][3][4]. 따라서, 본
연구는 전기 자극이 촉각 생성의 유용한 수단인지를
밝히고, 전기 자극의 속성들 이 촉각 생성에 어떻게
관여 하는 지를 파악함에 있어, 대뇌피질 활성을
관찰함으로써 신경학적 근거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actile stimulation methods have been rarely
understood in view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is study aimed at discovering the
feasibility of electrical tactile stimulation by
observing cortical activations. A normal subject was recruited and his brain activity measured by 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
with changing the parameters of stimulation.
The intensity, duration, frequency, and waveform were defined as factors for the experiment and four combinations of them were per
-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ular
combination sets activated primary somatosensory cortex involved in tactile sense. In
burst mode, according to the stimulus intensity,

실험 방법 및 결과
오른손을 주된 손으로 사용 하는 정상인 1 명(34 세)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프로토콜은 휴식과
자극제시를 각각 20 초씩으로 묶어 한 개의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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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으로 정의하고, 3 개의 블록을 한 개의 시행
(trial)으로 하여 총 3 회 시행을 실시하였다. 시행
간의 휴식은 1 분으로 하였다. 선정된 전기 자극
방법은 촉각을 매개하여 중추신경계로 전달 하는 피부
및 피하에 분포하는 촉각 기계수용기에 적합한
자극이어야 하며, 자극 위치는 촉각 민감도가 높은
오른손 검지손가락과 엄지 측 손바닥으로 하였다 [4].
대뇌 피질 활성을 근적외선 뇌 영상 측정 장치
(FOIRE-3000)로 10Hz 샘플링으로 측정하고 NIRSSPM 을 이용하여 p<0.05 의 조건 에서 분석하였다.
10-20 국제 표준 위치 측정법에 의해 모두 20 개의
탐침(발광부 10 개, 수광부 10 개)으로 31 개의 채널을
형성시켜 대뇌 좌반구의 제 1 차 감각 피질(primary
somatosensory cortex)에서부터 전뇌 피질(frontal
cortex) 영역까지 에워 싸도록 하였다(그림 1).

자극 강도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단일위상파는
변인으로 95 Hz 와 30Hz 의 주기를 갖는 두 가지
사각파에 대해 실험하였다.

그림 2. 네 가지 전기 자극에 따른 촉각 생성에 대한 대뇌
피질 활성 측정의 뇌 영상화 결과
실험 변인의 선정 기준은 사람의 모든 감각계가
자극의 네 가지 기본적인 특징들인 형식(modality),
위치, 강도, 그리고 지속 기간에 반응한다는 생리학적
근거에 있다[4].
버스트 자극의 경우, 낮은 자극 강도(35mA)에서 제 1
차 감각 피질의 손의 감각 영역에서 유의한 뇌활성이
관측되었고(세션 #1), 높은 자극 강도(50mA)에서
유의한 뇌 활성이 관측되지 않았다(세션 #2). 이는
버스트 자극에서는 뇌활성을 유발하는 임계의 자극
강도의 범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단일 위상파
자극은 더 짧은 주기(95Hz)를 갖는 자극에서 유의한
뇌활성이 관측되었고(세션 #3), 낮은 주파수에서는
유의한 뇌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세션 #4). 이는
단일 위상파 자극의 경우, 뇌활성을 유발 하는 임계의
자극 주기의 범위가 존재함을 의미 한다(그림 2).
이로부터 낮은 강도와 빠른 주기의 버스트 전기
자극이 촉각 피질의 뇌활성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촉각을 중추신경계로 매개하는 기계수용기와
촉각전달신경섬유의 자극강도와 주파수 특성[4]에
의해 그 범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전기 자극에 의한 촉각 생성을 근적외선 뇌 영상
측정 장치로 대뇌피질 활성을 관측하는 실험 모습
실험 변인으로 전기 자극의 속성에 따라 자극 강도,
자극 간격, 자극 주기, 자극 파형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모두 네 가지 조합들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표 1).
표 1. 변인 조합에 따른 네 가지의 촉각 생성 실험 조건
강도
(mA)

간격
(100μs)

주기
(Hz)

세션 #1

35

100

1(7 펄스)

세션 #2

50

100

1(7 펄스)

세션 #3

50

100

95

세션 #4

50

100

30

세션은
실험을
동안에
것으로

파형
(사각파)
버스트
단일
위상파

고찰

각각 독립적으로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였다. 각각 버스트(burst) 자극은 0.5 초
7 번의 자극을 매 1 초마다 사각파형으로 주는
하였고, 이 때 변인으로 35mA 와 50mA 의

촉각 자극이 위치나 강도에 변화 없이 몇 분간 변화
화지 않고 유지된다면, 신경의 반응은 감소하고 감각
작용은 사라지게 되며, 수용기 적응(receptor ad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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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이라 불리는 상태가 된다. 적응이 빠른 기계
수용기로 마이스너 소체와 파치니 소체가 있고, 마이
스너 소체 는 낮은 빈도(2~50Hz), 낮은 진폭(2µm)의
피부 진동을 감지한다. 파치니 소체는 가장 민감한 기
계수용기로 고주파(30~500Hz) 진동 자극(0.01µm)
에 아주 정교하게 반응한다. 또한 이들은 자극의 처음
이나 끝에만 반응하며, 지속적인 강도의 자극에 대해
발포를 중단하면 자극 강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오직 활성화된다[5][6]. 따라서 마이스너 소체는 낮은
자극 주파수에서 자극 강도에 따라 발포 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파치니 소체 는 자극 강도 보다는 자극 주파
수를 바꿔 줌으로써 발포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 결과로 볼 때, 버스트 파형이 단일
위상파에 비해 촉각 자극의 민감도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버스트 파형의 주파수와 자극 강도
그리고 자극 간격을 변화시켜 감으로써 전기 자극에
의한 촉각 제시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Hinkley, L.B., Krubitzer, L.A., Nagarajan,
S.S., Disbrow, E.A., Sensorimotor integration in S2, PV, and parietal rostroventral
areas of the human Sylvian fissure. J.
Neurophysiol 97:1288-1297, 2007
3. Johansson and Flanagan. Coding and use of
tactile signals from the fingertips in object
manipulation tasks.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0: 345-359, 2009.
4. An, J., Lee, S.H., Jin, S.H., Abibullaev, B.,
Jang, G.W., Ahn, J., Lee, H., and Moon, J.,
The beginning of neurohaptics: Controlling
cognitive interaction via brain haptic interface. In. Proc. IEEE Int. Winter Workshop
on BCI 2014, IEEE Xplore(2014), 103-106.
5. Kandel, E.R., Schwartz, J.H., Jessel, T.M.,
Siegelbaum, S.A., and Hudspeth, A.J.,
Principles of Neural Science, 5th Ed.,
McGraw-Hill, 2013.

결론
촉각의 신경학적 경로에 대해 촉각에 관여하는 대뇌
피질 활성의 관점에서 전기 자극에 의한 촉각 생성의
신경생리학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촉각 생성을 유도
하는 전기 자극의 특성 인자들로 자극 강도, 자극 기간,
자극 주기, 자극 파형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정 파형
에서의 자극 주기와 자극 강도에 따라 촉각 피질 활성
의 변화를 관측하였고, 이로부터 다양한 자극 인자들
의 조합에 따라 촉각 생성에 유리한 전기 자극 인자들
의 조절이 가능함을 예측할 수 있다.

6. Bolanowski SJ, Gescheider GA, Verrillo RT,
Checkosky CM, 1988. Four channels mediate the mechanical aspects of touch. J
Acoust Soc Am 84:1680-1694.

본 연구의 결과는 피험자 1 인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
된 설득력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피험자에 대한 실험
결과의 재현성 실험을 충분한 시행을 반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충분한
숫자의 피실험자에 대한 실험 결과를 확보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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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following vibrotactile feedback to take
place at the same location using the 2D
phantom sensations produced by four haptic
enchanters can improve user experiences.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작고 휴대 가능한 작은 햅틱
액세서리인 햅틱 인챈터를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물체에 부착하여 진동을 전달하도록
고안되었다. 개발된 시제품에는 세 종류의 진동자를
탑재하여 진동을 물체에 전달하거나 햅틱 인챈터만
떨리게 하는 고립 진동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햅틱 인챈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알아보기 위해 두 종류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1) 스마트폰의 네 귀퉁이에 고립 진동을 제공하는
햅틱 인챈터 네 개를 부착하여 진동 정보 제시 장치를
구성하였다(측정된 진동 전달은 7.90 비트였으며,
관련 연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값임). 2) 스마트 폰에
네 개의 햅틱 인챈터를 부착하여 모바일 게임 플레이
중 이벤트 발생 지점과 동일한 위치에 진동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이 때 2D 팬텀 센세이션을 이용한 위치
기반 진동으로 사용자 경험을 증진시킴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Haptics, interface, vibrotactile, localization,
attachable, detachable, information transfer

서문
햅틱스 연구는 1920 년대의 음성의 진동 변환[1]부터
2015 년의 애플 워치에 적용된 탭틱 엔진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경험을 증진시켰다. 하지만 아직
햅틱 인터페이스가 적용되는 제품은 많지 않다. 이는
어떤 제품에 햅틱 시스템을 추가하는 비용이 햅틱
인터페이스로 얻을 수 있는 사용자 경험 및 그
이득보다 확연히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햅틱
인터페이스의 일반적인 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햅틱 인챈터의 개념을 제안한다. 햅틱
인챈터는 작고 휴대 가능한, 탈/부착이 가능한
액세서리이며, 부착된 물체를 햅틱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준다. 햅틱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문헌 자료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햅틱
인챈터와 비슷한 접근을 시도했던 연구는 없었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haptic enchanters: small
and portable accessories that endow ordinary
devices and wearables with the ability of
creating programmable haptic stimuli. Our
prototypes can house common vibrotactile
actuators, be easily attached to and detached
from an object, and propagate vibrations to or
isolate vibrations from the object. We provide
two pieces of evidence for the users’ benefits
that haptic enchanters offer: 1) A regular
smartphone augmented with four haptic
enchanters attached to its four corners with
vibration isolation can be extended to a private,
silent tactile display with a great information
transmission capacity (estimated information
transfer 7.90 bits; the highest among the
literature on tactile communication) and 2) A
mobile game that enables the event of interest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햅틱 인챈터의 개념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두 가지 사용자 실험으로
시제품의 성능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햅틱 인챈터
햅틱 인챈터는 작고 휴대가 가능한 액세서리로,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거나 입을 수 있는 장치에
부착하거나 탈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장치는
손가락에 부착할 수 있는 반지 타입, 끈과 같은
휘어지는 의복에 착용 가능한 클립 타입, 그리고
평평한 표면에 부착 가능한 박스 타입으로 시제품이
제작되었다. 반지와 클립 타입은 부착 위치에 진동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진동의 감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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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았고, 박스 타입의 경우에는 진동
고립층이 부착된 것과 부착되지 않은 두 종류로
제작되었다. 네 종류의 햅틱 인챈터에 동전 타입, 막대
타입, 그리고 햅츄에이터 2 의 세 종류의 진동자를
탑재하여 총 12 종류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네 귀퉁이. 각각의 진동 신호는 위의 네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합하여 만들어졌다: 1 진동 펄스 - 4 진동 위치
× 2 주파수 = 8 패턴; 2 진동 펄스 – 4 진동 위치 ×
4 진동 위치 × 2 진동 간격 × 2 주파수 = 64 패턴; 3
진동 펄스 - 4 진동 위치 × 4 진동 위치 × 4 진동 위치
× 2 진동 간격 × 2 주파수 = 256 패턴. 모든 진동
펄스는 250 ms 의 짧은 진동 시간과 60 dB SL (진동
역치는 [4]의 자료를 이용함)의 크기를 가지도록
디자인되었다. 각 신호는 무작위로 제시되었다.

진동 고립층에 사용되는 실리콘은 9000 가지의
조건에 대해 진동의 감쇄율을 측정하여 결정되었으며,
200 Hz 이상의 진동에 대해 90% 이상의 진동을
감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이 시제품들을
이용하여 햅틱 인챈터는 상황에 따라 진동의 지역화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은 네 개의 코인
타입의 진동 감쇄 햅틱 인챈터를 이용한 예시 및 햅틱
인챈터의 구조이다.

실험은 1 번의 연습 세션과 2 번의 본 실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실험 세션의 결과만을 사용하여
IT 를 측정하였다. 총 10 명의 피실험자를 이용한 측정
결과로 각 신호-응답에 대해 Confusion Matrix 를
계산하여 7.90 비트의 IT 가 측정되었다. 이 값은
238 가지의 패턴이 오류 없이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대 IT(8.36 비트)의 94.5%에 해당한다.
이 값은 진동 정보 전달과 관련된 문헌에서 보고된 그
어떤 값보다 높은 값이다.

진동 감쇄가 적용되지 않은 햅틱 인챈터는 한 장치에
여러 개를 부착하여 전체적인 진동의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손가락, 손목 등에 착용하여 부가적인
햅틱 인터페이스로 사용될 수 있다. 진동 감쇄층을
사용한 햅틱 인챈터는 여러 개를 사용하여 한 장치의
서로 다른 위치에 부착하여 지역화된 진동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존재하므로, 우리는 진동 감쇄층을 사용한 햅틱
인챈터가 사용자에게 가져오는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두 가지 사용자 실험을 통해 측정하였다.
첫 번째 사용자 실험은 정량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정보 전달 (information transfer; IT)을
이용하여 그 성능을 측정하였다. 이론적으로, IT 는
해당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서로 완벽히 구분되는
신호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 IT 는 수행하는 작업과
무관한 측정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들의
정보 전달 성능을 비교하는데 적합하다[3]. 두 번째
사용자 실험은 햅틱 인챈터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진동
피드백이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어 주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얼마나 증진시키는지 알아보았다.

사용자 실험 2: USER EXPERIENCE
두 번째 사용자 실험은 게임에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즐거움에 더하여, 네 개의 햅틱 인챈터를 이용해

사용자 실험 1: INFORMATION TRANSFER
햅틱 인챈터의 정량적인 성능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그림 1 의 상단과 비슷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정보
전달(IT)을 측정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햅틱
인챈터에는 Haptuator (Mark II; 주파수 범위 901000 Hz)가 탑재되어 있으며 진동 감쇄층을
사용하여 고립된 진동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4 개의 햅틱 인챈터는 스마트폰(넥서스 5; 구글)의
뒷면에 부착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진동 패턴은 총 328 가지 (최대
8.36 bits)였으며, 다음과 같은 변수로 만들어졌다:
주파수-100, 250 Hz; 진동 펄스의 개수-1, 2, 3;
진동 간격-200, 500 ms; 진동의 위치-스마트 폰의

그림 1. 네 개의 코인 타입 햅틱 인챈터로 고립 진동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시스템(상)과 피에조 진동자를
탑재한 막대 타입의 햅틱 인챈터의 구조(하, 덮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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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화된 위치 기반 진동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
경험을 얼마나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하드웨어는 사용자 실험
1 에서 사용한 것과 같으며, 오직 탑재된 진동자만
LRA 로 바뀌었다. 실험을 위해 두더지 잡기 게임을
구입하여 두 종류의 진동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확장하였다. 첫 번째 진동 피드백 제공 방법은 현재
스마트 폰에서 사용하는 진동 피드백과 유사하게 네
개의 햅틱 인챈터를 동일한 강도 (0.3G)로 구동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터치된 두더지의 위치와
동일한 부분에 진동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개의 진동 감쇄 햅틱 인챈터를 사용하여 2D
팬텀 센세이션을 적용하였다[5]. 팬텀 센세이션은
피부 위의 두 개의 떨어진 위치에 진동을 가할 시 그
사이에 하나의 진동이 느껴지는 것을 말하며, 인지된
위치는 두 진동의 강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2. 진동 감쇄층을 사용해 측정된 진동 감쇄율(γ).

총 22 명의 피실험자를 모집하여 두 진동 방법에 대해
어울림 (진동과 이벤트 사이의 어울리는 정도), 즐거움
(진동으로 인한 즐거움), 몰입감 (진동을 통한
게임에의 몰입감), 편안함 (진동을 느끼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편안한 정도), 그리고 선호도 (피실험자가
해당 진동에 대해 느끼는 선호도)를 막대 기반의
그래프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위치 기반 진동
피드백은 어울림, 즐거움, 선호도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를 구동시키는
경우에는 편안함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나았다. 두 진동 제공 방법 모두 사용자가 인지한
몰입감에서는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정리하면, 이
결과는 위치 기반의 진동이 이미 즐거운 게임의 사용자
경험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사용자 실험 2 에서 측정된 주관적 평가 점수.
오류 막대는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그룹인 항목은 별(*)로 표시되었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사업과 중견
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음 (20110027994, 2013R1A2A2A01016907).

참고 문헌
1. Gault, R. H. Progress in experiments on
tactual interpretation of oral speec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and Social
Psychology 19, 2 (1924), 155-159.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적용되어
햅틱 피드백의 사용성을 증진시켜줄 효율적인 장치인
햅틱 인챈터를 제안했다. 시제품에서는 세 종류의
진동자를 네 타입으로 구현해 총 12 가지의 시제품을
만들었다. 두 번의 사용자 실험을 통하여 우리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뛰어난 성능의 위치 기반 진동
디스플레이로 바꿀 수 있음을 보였으며, 또한 게이밍
디바이스의 경험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관련 문헌에서 바라볼 때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사용자 실험
1 에서 찾아낸 정보 전달의 값은 관련 연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값이며, 사용자 실험 2 에서는 집중이
필요한 게임에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하는
도중에도 진동을 통해 위치를 비교적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2. Tan, H. Z., Reed, C. M., and Durlach, N. I.
Optimum information-transfer rates for
communication through haptic and other
sensor modalities. IEEE Transactions on
Haptics 3, 2 (2010), 98-108.
3. Ryu, J., Jung J., Park G., and Choi S..
Psychophysical model for vibrotactile in
mobile devices.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19, 4 (2010), 124.
4. David
S.
Alles.
1970.
Information
transmission by phantom sensations. IEEE
Transactions on Man-Machine Systems
MMS-11, 1 (1970), 85-91.

- 122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정전식 테블릿 기기에서의 마찰 변조 모델링
Characterizing Friction Modulation in an Electrostatic Tablet Device
레자 하기기 오스고위

김진용

최승문

Reza Haghighi Osgouei

Jin Ryong Kim

Seungmoon Choi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Dept. of CSE, POSTECH,

ETRI,

Dept. of CSE, POSTECH,

haghigh@postech.ac.kr

jessekim@etri.re.kr

choism@postech.ac.kr

avoid this, we replaced fingertip with a sensitive

요약문

touch

pen

in

which

its

properties

remain

본 연구에서는 정전기 마찰 햅틱 자극을 제공하는

unchanged

태블릿

특성을

developed a rotary tribometer, as opposed to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회전식 마찰계를

the linear ones used in [1, 2], utilizing touch

제작하고, 터치 펜을 이용하여 접선력과 법선력을

pens to scan the surface and collect tangential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태블릿 기기에서 제공하는

and normal force components.

기기에서의

햅틱

자극의

during

the

experimentation.

We

정전기 마찰력의 접선력은 입력 신호의 세기와

DATA COLLECTION SYSTEM

2 차 다항식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We

ABSTRACT

used

an

electrostatic

tablet

(Senseg

Feelscreen, Finland) and developed a rotary

We developed a rotary tribometer for collecting

tribometer

force data of a tablet device with electrostatic

tribometer consists of a DC motor with two

display. Instead of human fingertip, a sensitive

symmetrical touch pens attached to its shaft and

touch pen for scanning the surface is used to

a 6 axis force/torque sensor placed under the

eliminate dependencies to human varying skin

tablet (Figure 1). A balancing beam with a

properties. A quadr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erweight on its opposite end is used to

input intensity and the output tangential friction

adjust the normal pressure. This design has

force is observed.

several advantages: there is no human fingertip

for

force

measurement.

The

in the loop to avoid varying skin properties,

INTRODUCTION

there is no additional mechanical components

An electrostatic display modulates attractive

for

friction force on human fingertip once its surface

mechanical effects on the readings, and it has

being scanned. There have been a few attempts

continuous rotation as opposed to stop and

to characterize and model this small friction

change direction modes in linear movements.

force with respect to the input parameters, but

linear

movement

to

reduce

unwanted

Using the SDK provided for the electrostatic

in most cases a human fingertip is used to scan

tablet device, nine haptic grains can be played

the surface [1, 2]. Varying human skin properties,

with intensity level between 0.0-1.0. Each haptic

even for the same person in the short scanning

grain modulates a noticeable different friction on

time, makes the force readings unreliable. To

the tablet display. An Android app i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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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isplay a scanning surface having multiple

classic equation (F=AV2/2d2) usually considered

vertical lines (edges) aligned horizontally along

for parallel-plates condenser model.

the landscape orientation of the tablet. When
each edge is crossed by the rotating touch pens,
a haptic grain is played.

Figure 3. Quadratic fit relating output tangential
friction force and input intensity.

CONCLUSION
Figure 1. Rotary tribometer

Using a rotary tribometer, the tangential force of

For intensities between 0.1 and 1.0 with step size

an

0.1, the measurement is repeated and the data is

quadr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modulated

sampled in 10 KHz. The resultant tangential

friction force and the input intensity is drawn.

force is calculated by FXY=√(FX2+FY2). It can be

This

seen that whenever an edge is crossed, a peak

application using the electorstatic tablet devices.

in tangential force signal occurred (Figure 2).

electrostatic

step

is

tablet

essential

is

for

measured

and

developing

a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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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문

본 연구는, 대형화면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한 손으로
포스터치를 사용할 때, 수행률을 최대화시킴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터랙션 가이
드 라인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크
린 상의 위치에 따라 사용자의 인지된 불편함 정도
(degree of Uncomfortableness) 및 오류값(Error
rate)이 일반터치(tap touch)와 포스터치(force
touch)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사용자들이 포스터치를 사용 할
때, 일반터치를 사용할 때보다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적으로 높았고 오류값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이
한 점은, 일반터치에 비한 포스터치의 불편함 정도가 화
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뉘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일반
터치와 포스터치의 불편함 및 정확도의 차이점을 극명
하게 보여주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포스터치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통로가 되는 스마트폰은 사용자
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디자인된다. 그 중, 대형 스크린의
모바일 디바이스(패블릿)는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5]. 패블릿이란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태
블릿 사이에 있는 크기의 디바이스로, 본 연구에서는 화
면이 5.5 inch 이상인 디바이스를 패블릿이라 정의한
다. 증가하고 있는 패블릿 사용률에도 불구하고 패블릿
사용의 단점은 존재한다. 특히 한 손으로 스마트 디바이
스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 화면의 특정 부분에 손이 닿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사용자는 원하는
타겟을 터치하기 위해 신체적, 인지적 불편함을 감수해
야 하며 그 과정에서 디바이스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생
긴다[2]. 이에 따라 대형 화면에서의 사용성 연구가 진
행되어왔고, 이러한 불편함을 보조해 줄 새로운 인터랙
션도 제안되어 왔다[3, 4, 6]. 하지만 기존의 보조 수단
들은 모두 손가락이나 손의 움직임이 필요하고, 이 때문
에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이 가려지는 단점도 있다
[1].

ABSTRACT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interaction guidelines
on enhancing usability in using force touch on large
screen mobile devices. We studied the difference in
the perceived uncomfortableness and error rate of
tap touch and force touch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screen. The result showed tendency of higher
uncomfortableness and lower error rate in force
touch compared to tap touch. More importantly, we
found out that the perceived uncomfortableness on
tap touch and force touch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participants touched the upper or lower part
of the screen. Based on the results, we will be able to
give specific interface and interaction guidelines for
force touch.

이에 본 연구는 대중화되고 있는 포스터치를 이용하여
대형 화면에서 사용성을 향상해줄 인터랙션의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포스를 이용한 터치는 공간적 제약으
로부터 자유로우며 손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이 필요 없
는 인터랙션 방법이다[1]. 움직임이 필요 없이 한 점
(one point)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인터랙션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형 화면에서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면
더욱 효율적이고 높은 사용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예
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터치가 적용되는 대형 화
면의 디바이스를 한 손으로 사용할 때, 수행률을 최대화
시키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터랙션 가이드라인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주제어

포스터치를 활용한 인터랙션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대형 스크린을 터치할 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사용자의
불편함
정도(degree
of
Uncomfortableness) 및 오류 값(Error rate)을 분석

포스터치, 터치 스크린,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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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생활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일반
터치와 포스터치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 일반터치와 포스터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치와 포스터치를 연습하고 기기를 본인의 손에 맞게 잡
을 수 있도록 적응하는 시간을 주었다. 피험자가 충분히
연습했다고 느끼면 본 실험을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탭
이후 포스라는 행위를 한 번 더 가하기 때문에 일반터치
보다 불편하다고 가정했고, 그 과정에서 집중력은 향상
하기 때문에 오류 값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먼저 화면의 중앙인 52번과 53번 사이를 시작점으로 지
정하고 엄지손가락을 위치시켰다. 이후 화면에 색깔이
들어오는 그리드를 일반터치로 터치하고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점: 전혀 불
편하지 않다 ~ 5점: 매우 불편하다). 그리드에 불이 들
어오는 순서는 무작위였으며, 각 그리드를 터치한 후 시
작점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각 그리드를 터치하는 시도
는 한 번씩만 가능했으며 만약 한 번에 목표 그리드를
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에러로 표기하였다. 112번의
터치를 모두 끝낸 후, 포스터치로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
하였다. 포스터치 섹션에서는 목표 그리드를 일반터치
로 터치했을 경우와 아예 터치하지 못한 경우 모두 에러
로 표기하였다.

실험설계
참가자 및 디자인
대형 스크린 상 위치에 따른 포스터치의 불편함 및 오류
값을 측정하기 위해 Chang. et al (2015) 이 사용한 실
험 방법을 사용하였다[6]. 실험 자극을 위해, 포스터치
가 가능한 iPhone 6s Plus (158.2 x 77.9 x 7.3 mm,
5.5’’, Retina HD display)의 스크린을 8 x 14의 그리
드로 나누었고, 각 그리드의 크기는 8mm x 8mm로 일
반적인 스마트폰의 아이콘 사이즈 (10mm x 10mm)보
다 작은 크기로 하였다 (그림 1).

결과
사용자가 평가한 일반터치와 포스터치의 dU 데이터를
평균을 내어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2).

실험의 독립변수는 일반터치와 포스터치로 놓고, 종속
변수는 불편함 정도(dU)와 오류 값(Er)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2. 일반터치의 dU(왼쪽)와 포스터치의 dU(오
른쪽)

그림 1. 화면 분할 (8x14)

일반터치와 포스터치 모두 왼쪽 가장자리 부분의 dU가
오른쪽보다 높게 나왔으며, 특히 왼쪽 아래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두 경우 모두 가운데의 dU가 가장
낮게 나왔으며 분포가 비슷한 형태로 퍼져 있었다. 하지
만 대체로 포스터치를 사용했을 때의 dU가 일반터치를
사용했을 때의 dU에 비해 수치가 높았으며, 총 112개
의 그리드 중 63개의 그리드에서 포스터치 dU가 일반
터치 dU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남, 여학생 총 8명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
여하였고, 모든 참가자가 두 번의 섹션에 참여하는 피험
자 내 설계(within subject design)로 진행되었다. 사
용자들은 모두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였다.
실험 순서
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화면을 터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지손가락 길이와 손의 크기를 쟀다. 모든
참가자의 엄지손가락 길이는 50mm와 72mm 사이 (M
= 64mm), 손의 크기는 160mm와 205mm 사이 (M =
180mm)에 분포되어 있었다.

흥미롭게도 일반터치와 포스터치의 dU를 비교한 표를
보면(그림3), 가운데 시작점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포스
터치의 dU가 낮은 그리드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포
스터치의 dU가 더 낮은 그리드가 화면의 위쪽에는 21%
(21/56)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화면의 아래쪽에는
42% (24/56)를 차지하고 있다. 즉 화면의 아래쪽을 터

실험은 총 두 번의 섹션(일반터치, 포스터치)으로 나뉘
어 진행되었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피험자에게 일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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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를 개발할 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포스터치의 오류값이 일반터치의 오류값보
다 낮다는 점이다. 오류값이 낮다는 것은 정확도가 중요
한 과제를 시행할 때 일반터치보다 포스터치의 사용이
더욱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형 화면에서의 효율적인 포스터치 인터랙
션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터치와 포스터치의 편리함과 정확도를 비교
분석해, 추후 다양한 포스터치 연구에 적용을 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포스터치가 일반적인
스마트 디바이스에 적용되어 대중화되면, 본 연구의 확
장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스터치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그림 3. 일반터치와 포스터치의 dU 비교. 파란색 그
리드는 일반터치의 dU가 더 낮은 곳, 빨간색 그리드
는 포스터치의 dU가 더 낮은 곳을 의미한다.

치할 때는 일반터치를 사용할 때보다 포스터치를 사용
할 때가 더 편하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10043388, 인지 UX 기
반 사용자 친화형 Natural 멀티터치/멀티포스 기술 개
발]

오류값(Er)은 일반터치와 포스터치 섹션 모두, 아예 터
치를 못 한 경우(miss)를 2점을 책정했고, 포스터치 섹
션에서는 포스터치가 아닌 일반터치로 터치했을 경우
(semi-miss)를 1점으로 책정하였다. 그 결과 일반터치
의 총 오류 값(전체 피험자의 오류값)은 256점(평균 32
점), 포스터치의 총 오류 값은 218점(평균 27.25)으로
나타났다. 포스터치에서의 오류값이 일반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Semi-miss를 제외한
포스터치의 miss값은 104점(평균 13점)으로 일반터치
의 miss값인 256점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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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Human Tangential Force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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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sing One-Handed Multi-Digi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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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3.How to shrink the Galaxy Note 3’s display into
a tiny window
http://www.androidcentral.com/how-shrinkgalaxy-note-3-s-display

본 연구에서는 대형화면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한 손
으로 포스터치를 사용할 때 일반터치와 비교하여 불편
함 정도와 오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인 dU는 포스터치가 더 높지만, 타겟의 위
치에 따라 일반터치와 포스터치의 dU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오류 값은 포스터치에서 더 낮은 경
향을 보였다.

4.Karlson, A.K. and Bederson, B.B. One-Handed
Touchscreen Input for Legacy Applications.
Proc. CHI’08. 1399-1408. 2008.
5.The Next Big(ger) Screen: a shift toward
phablets
http://www.nielsen.com/us/en/insights/
reports/2015/the-next-bigger-screen-a-shifttoward-phablets.html

이 연구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다. 첫 번째로 일반터치와 비교했을 때, 포스터치에 대
해 사용자가 인지하는 불편함의 정도가 화면의 상하에
따라 나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포스터치가 일반터
치보다 불편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타겟의
위치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대형 화면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포스터치를 이용
해 사용자의 타겟팅을 보조해 줄 새로운 인터랙션 제시
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 뿐만 아니라 포스터
치가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맞는 위젯, 인터랙션,

6.Y.Chang, S.L’Yi, K.Koh, J.Seo, Lee.R.
Understanding Users’ Touch Behavior on Large
Mobile Touch-Screens and Assisted Targeting
by Tilting Gesture. CHI 2015, Crossings, Seoul,
Korea.

- 127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사용자 상호작용 기반 비사실적 애니메이션 시스템
Non-Photorealistic Animation Based on Use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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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실적 애니메이션을 수행하는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 2, 3, 4, 5]. 카툰, 유화, 파스텔,
수채화, 연필화 등 다양한 스타일의 렌더링을 생성한
연구 결과들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애니메이션을
일관되게 생성하기 위하여, 첫 프레임만을 렌더링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션 데이터에 따라 텍스쳐가
애니메이션 된다. 화풍, 모션데이터, 애니메이션 방식
등에 따라서 각 연구의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의 비사실적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통합
시스템을
제안하고,
사용자가
스트로크
모양,
모션데이터, 애니메이션 파라미터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크로스플랫폼인 QT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요약문
최근 스마트 폰, 태블릿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크로스플랫폼 소프트웨
어가 필요해지고 있다. QT 라이브러리는 크로스
플랫폼 오픈 소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
러리로, OpenGL 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QT 라이
브러리의 최신 메이저 버전인 QT 5 를 이용해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받고, 이에 따라 입력 동영상에서
비사실적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렌더링 스타일과 애니메이션 파라미터와 입력
동영상을 설정할 수 있다. 비사실적 렌더링 애니메이
션은 원본 동영상의 첫 프레임을 포인트 스프라이
트 방식으로 렌더링하고, 연속적인 프레임의 옵
티컬 플로우 데이터에 따라서 포인트 스프라이
트가 회전하고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결과를 얻는다.

QT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GUI 인터페이스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OpenGL 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플랫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QT 라이브러리는
Window XP 이상, Linux, OSX, Embedded Linux,
QNX 6.6.0, iOS 8.1, Android 등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 그 중에서도 QT 5 는 OpenGL 과 OpenGL
ES 를 그래픽용 백엔드로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크로스 플랫폼인 QT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OpenGL
위젯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인터페이스
구성은
다음과
같다.
QApplication 클래스는 어플리케이션 그 자체를
나타낸다. QSurfaceFormat 클래스는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윈도우들의 포맷을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QMainWindow 클래스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루는 하나의 윈도우를 나타내며, 부모가 없는
위젯으로 볼 수 있다. 이 클래스의 구성은 윈도우
상단의 메뉴 바와 centralWidget 으로 구성되어 있다.
centralWidget 는 메인 윈도우의 중심이 되는
위젯이다. 위젯 내부에는 레이아웃이 존재하고,
레이아웃에 자식 위젯을 채워 넣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윈도우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은 [6]의 방법을
참조했고, 필요한 위젯의 차이에 따라 OpenGL 위젯
내부 설계방식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는 차이를
두었다. OpenGL 위젯의 설계방식은 [7]의 방법을
참조했다.
QOpenGLWindow
클래스는
QT
5.4 버전에서 처음 등장한 OpenGL 윈도우 클래스이다.
QOpenGLFunctions
클래스는
OpenGL
의
함수를 QT 라이브러리의 위젯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the using of smart devices, such as
increase
smart
phone
and
tablet,
dramatically, and
therefore
the
crossplatform software is necessary. QT library
is a cross-platform, graphic user interface
library, and it’s also linked with OpenGL. We
propose a system that incorporates QT 5, the
newest major version, and non-photorealistic
animation from a video. User
can
set
rendering
styles,
animation parameters
and
input
videos.
Non-photorealistic
rendering
animation
system renders the
first frame of original video using point
sprites, and animates due to the optical flow
of the consecutive frames.

주제어
QT 라이브러리; 옵티컬 플로우; 비사실적 애니메이션;
포인트 스프라이트

서론
비사실적 렌더링 기법은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예전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실제에 가까운 영상을 목표하던 사실
적 렌더링과는 반대로, 회화나 드로잉, 만화 등을 표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 동영상 입
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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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QT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OpenGL 프로그램

그림 2. 포인트 스프라이트를 적용한 영상

그림 1.은 메뉴 바, OpenGL 윈도우, 픽셀의 모양을
결정하는 네 개의 버튼, 옵티컬 플로우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버튼 세 개의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에서는 (a)의 NPR 을 통해 세 가지 모양의
포인트 스프라이트를 적용한 영상을 보여준다.

옵티컬 플로우를 이용한 비디오 애니메이션

포인트 스프라이트를 이용한 비사실적 렌더링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에서 추출한 옵티컬 플로우
이용해 픽셀의 크기를 회전시키고, 이동시키며 영상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낸다. 옵티컬 플로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9, 10].

본 논문에서는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픽셀에 브러시
모양의 스트로크 텍스처를 입힌 후, 포인트
스프라이트를 적용해서 비사실적 렌더링을 표현한다.
포인트 스프라이트의 모양은 원 모양, 별 모양, 나비
모양으로 설정했다.

=
p 2.0 × gl _ Po int Coord − < 1.0,1.0 >

(1)

p ⋅ p ≤ 1.0

(2)

p. y
p ⋅ p ≤ sin(5.0 × tan −1 (
))
p.x
p.x ≥ p. y

I ( x, y, t ) =I ( x + δ x, y + δ y, t + δ t )

(5)

(3)

먼저, 영상의 픽셀 정보와 옵티컬 플로우를 모두 읽은
뒤, 일부 표본을 임의로 뽑아 함께 버텍스 버퍼에
저장한다. 옵티컬 플로우를 픽셀의 크기에 반영하고,
픽셀의 위치를 옵티컬 플로우만큼 이동시킨다.

(4)

gl _ Position
= Position + OpticalFlow

(6)

식 (6)을 적용하면 원본 영상의 픽셀의 위치가 옵티컬
플로우가 반영된 위치로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 옵티컬 플로우의
방향에 따라 픽셀이 회전하도록 만들었다.

식 (1)에서, gl_PointCoord 는 0 부터 1 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는 픽셀 내부의 좌표이고, p 는 그 범위를
변환한 벡터를 의미한다. (2)는 원 모양 픽셀을 그리는
식이다. p 의 크기가 1 보다 작은 점들을 모두 그린다는
의미가 되므로,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 인 원이
나오게 된다. (3)은 별 모양 픽셀을 그리는 식이다. 이
부등식은 5 장의 꽃잎을 만드는 식이므로 별 모양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4)는 나비 모양 픽셀을 그리는
식이다. 원점을 지나고 x 축에 각각 45 도, -45 도를
이루는 대각선보다 x 성분의 절대값이 크게 되므로,
나비 모양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8].

r=

OpticalFlow
OpticalFlow

(7)

 r.x − r. y 
(8)
R=

 r. y r.x 
p= R × ( 2.0 × gl _ Po int Coord − < 1.0,1.0 > ) (9)
식 (7)에서, r 은 옵티컬 플로우의 단위 벡터이다.
포인트 스프라이트가 회전하는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
식 (1)은 식 (9)과 같이 변형된다. 이 회전 행렬을 각
픽셀마다 적용시키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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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별 모양의 포인트 스프라이트를 적용한 영상
그림 3.에서, (a)는 4 번 프레임 NPR 을 나타낸다.
(b)는 (a)의 옵티컬 플로우 애니메이션이다. (a)의
위치에 있던 픽셀이 옵티컬 플로우에 따라 회전하고
이동한다. (b)의 애니메이션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c)와 비교한다. (c)는 5 번 프레임 NPR 을 나타낸다.
(b)의 결과가 (a)보다 (c)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semantics and feature
NPAR 10, 73-80.

correspondence.

3. Yoon, J., Lee, I., Henry, K., Video Painting
Based on a Stabilized Time-Varying Flow
Field. IEEE TVCG, 58-67.
4. Benard, P., Cole, F., Kass, M., Mordatch, I.,
Hegarty, J., Senn, M., Fleischer, K., Pesare,
D., Breeden, K., Stylizing animation by
example. SIGGRAPH 2013, 32(4) 119.

결론
크로스 플랫폼인 QT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비사실적 렌더링 애니메이션을 구현했다. 개발 속도를
중요시하는 현장의 모습을 고려하자면, 한 번의
개발로 여러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비사실적 렌더링 기법을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스마트 기기, 컴퓨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래성도 있다. 하지만, 일부 위젯 클래스가 OpenGL
ES 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호환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영상은 각 픽셀마다 R, G, B,
A 의 네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옵티컬
플로우는 두 개의 성분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분
숫자로만 보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옵티컬 플로우 연산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픽셀의
컬러 성분은 네 가지를 다 합쳐도 4 바이트지만,
옵티컬 플로우는 부동소수점을 사용하므로, 총
8 바이트의 용량을 가진다. 옵티컬 플로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더 효율적인 자료 형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5. Liang, D., Park, K., Pencil drawing
animation from a video. Comp. Anim.
Visual World 2013; 24:307-316.
6. Hello
GL2
Example.
http://doc.qt.io/qt-5/qtopengl-hellogl2example.html.
7. OpenGL
Window
Example.
http://doc.qt.io/qt-5/qtgui-openglwindowexample.html.
8. Sellers, G., Wright, R.S., Haemel, J.N.,
OpenGL SuperBible Sixth Edition, 419-428.
9.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Optical_flow.
10.Heegar
DJ.
Optical
flow
using
spatiotemporal fil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1988; 1(1): 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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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테스트 플레이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실제 참여한 테스트 플레이어
중 매우 일부 만이 의미 있는 플레이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플레이 피드백 결과물들은
정량 지표가 잘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해석을 두고
개발팀 내부에서 많은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요약문
본 논문은 웹 캠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얼굴 표정을 탐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게임
플레이 테스트 참여자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FPS(First
Person Shooting) 게임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으며 레벨 진행의 변화도에 따른 얼굴
표정량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도입하여 게임 사용자 분석을
시도한다 [2-4]. 특히 유저의 트렌드 변화가 빠른
모바일 업계에서는 웹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솔루션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웹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솔루션들은 게임 게시판과 같은 커뮤니티를
대상을 감성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사용자의 경험들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게임 플레이어의
접속, 이탈 등의 마케팅 요소를 분석하는 데에는
용이하나 실제 콘텐츠 상의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that can
interpret the information of game player by
detecting the player's facial expression
automatically through web cam interface. We
conducted a pilot test targeting FPS (First
Person Shooting) games through the proposed
system, and could confirm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system by analyzing variation of
facial expression.

본 논문에서는 게임 플레이 시 사용자 경험 분석을
웹 캠으로 얻어진 얼굴 표정량 변화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기법을 새로이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게임 플레이 도중 플레이어의 얼굴
표정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실시간
감성 변화량을 측정하고 가시화하고자 한다.

주제어
게임 사용성 테스트 (Game Usability Test), 표정
인식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본문

시스템 구현

게임 산업체의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게임성
평가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소수의
사내 게임 개발자 혹은 QA (Quality Assurance)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게임성 평가는 이제
전문화된 조직과 툴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게임 개발사들은 포커스 테스트,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등의 평가 방법들을 활용하여 다수의 게임
플레이어들로부터 출시 전에 피드백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게임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1].

본 시스템은 웹 캡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플레이어의 얼굴 표정량을 탐지하고, 탐지된 얼굴
표정량을 정량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게임 플레이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것이 목표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일반적인 웹 캠 해상도의 영상을
받아들여 이를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15 개의
특징점을 탐지한다. 획득된 15 개의 특징점으로부터
다시 얼굴 표정 탐지에 판별력이 있는 2 가지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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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결과
2 차 특징 지표 - 거리 지표 12 개와 각도 지표 7 개 를 계산한다. 획득된 2 차 특징 지표를 기준으로
특징점 간의 거리 변화량과 각도 변화량을 계산하여
이를 정량화하여 얼굴 표정량을 계산하다.

점에서 매우 유용하나, 테스트 환경의 셋 업 및 분석의
어려움으로 그 동안 게임 산업계에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게임 플레이 유저 테스트 프로세스를
정량화하고 게임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얼굴 표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게임
플레이 도중 사용자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얼굴 표정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6 개의 얼굴
표정 (기쁨, 슬픔, 분노, 혐오, 중립, 놀람)을 분류하여
이를 표정량 변화와 함께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성 표정 분류기로는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였으며,
분류 정확도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Karolinska Directed Emotional Faces 데이터
셋을 기준으로 6 개의 표정을 분류하는데 약 78.3%의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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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cells. NWBB could measure weight and
bal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validity of ground reaction forces on
sit-to-stand (STS) and Gait in healthy adults
using NWBB and Forceplate (FP) were equipped
with four load cell. STS and Gait was
conducted three trials on seven healthy
subjects using NWBB and FP. Time (s), Peak (%),
integral peak sum were analyzed on STS and
Gait. Concurrent validity were analyzed by an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value.
Concurrent validity (ICC: 0.933-0.998) were
high all parameters. NWBB had a limitation
that was single axis, inexpensive and portable.
In future studies, validation study of FP and
NWBB are required that targeting elderly,
stroke patients.

요약문
Sit to stand (STS)는 일상생활동작 중 하나이며,
STS 능력의 감소는 기능적 활동, 일상생활능력과
사회참여 저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Nintendo Wii Balance Board (NWBB)는 네 개의
1 축 로드셀로 구성되어 있어 체중과 함께 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NWBB 와 3 축 로드셀 4 개가 내장된
Forceplate (FP)를 이용하여 STS 와 Gait 를 수행 시
지면반발력을 비교하여 타당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 대의 건강한 대학생 7 명을
대상으로 STS 와 gait 를 각각 3 회씩 10 초간
수집하였고, STS 와 Gait 에서 time (s), peak (%),
적분합을 구하였다. 장비간의 타당도 비교를 위해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ICC 는 0.933~0.998 로 높은 동시
타당도를 나타냈다. NWBB 는 일축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신경계 질환 환자,

주제어
sit to stand, gait, wii balance board, ground
reaction force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FP 와 NWBB 의 신뢰ᆞ타당도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Introduction

Sit-to-stand (STS) movement is a simple
activity of daily living for most people.
Reduced STS movement is criterion of
functional activity, daily living activity and
decrease of social participation. Nintendo Wii
Balance Board (NWBB) was composed four

Sit-to-stand (STS)는 기초적인 일상생활 동작이며
이후의 이동과 보행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환자의
기능적 활동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예후가 된다.
임상평가 도구들은 수행시간을 초시계로 측정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정량적 평가를 위한
삼차원동작분석은 사용이 어렵거나 측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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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Nintendo Wii
Balance Board (NWBB)는 1 축 센서를 4 개
사용하여 Center of Pressure (COP)를 구할 수 있고,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체중
값을 측정하여 Ground Reaction Force (GRF)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STS 와 Gait 를 수행 시 NWBB 와 3-axis Kistler
forceplate (FP) (9260AA6, Kistler Inc., USA)의
지면반발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NWBB 와 FP 의 GRF 값을 비교하여
STS 와 Gait 수행시 Time (s), Peak (%), 적분합
(%)의 타당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NWBB 를 이용하여 STS 와 Gait 의 정량적 변수를
이용한 첫 연구로 그 결과 모든 값에서 높은
타당도(ICC=0.933~0.998)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많은 대상자수가 필요하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의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이나 신경학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의 효과를
평가하고 퇴원예측의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STS 와
Gait 시 입각시간(Time), Peak(%) 의 정량적 평가를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두
장비간의 타당도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Method
본 연구의 대상자는 건강한 20 대 대학생

7 명

(57.00±5.29kg, 164.50±7.52cm)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로 하였다. 측정시 FP 위에
NWBB 를 놓아 두 데이터는 동시에 수집이 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은 STS 와 Gait 를 각 10 초씩 3 회
반복측정 하여 평균값을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STS 의
경우 팔을 앞으로 교차하여 동작수행 시 GRF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Gait 의 경우 우세측
발에서 3 회 측정하였다. Gait 평가 시에는 NWBB
앞뒤에 같은 높이의 보행판을 두어 지면의 높이
차이에 의한 보행의 흐트러짐을 최소화 하였다.

A

B

C

그림 1 sit to stand (a,b) and gait (c) assessment
그림 2. One sample data of ground reaction
force in Nintendo Wii Balance Board (gray)
and 3-axis Kistler Forceplate (black) during
sit-to-stand (A) and gait (B)

Result
표 1. Comparison of time and peak value
tasks variables

NWBB

Forceplate

ICC

STS Time (s)

1.84±0.24

1.88±0.22

0.988

Peak (%)

125.38±7.73

120.83±6.14

0.933

Int Sum (%)

123.32±20.72

118.58±20.11

0.978

0.62±0.08

0.66±0.08

0.995

103.78±7.84

104.89±8.24

0.997

2nd Peak (%) 114.79±8.97

115.82±9.19

0.998

54.93±6.48

0.995

Gait Time (s)
1st Peak (%)
Int Sum (%)

52.58±6.52

참고 문헌
1. Park, D.S., Lee G.C.,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Balancia Assessment softwar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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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밴드를 이용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건강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본
연구는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효과에서 운동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서초구 소재
사업장 3 곳의 대사증후군 관리대상자를 6 개월 동안
follow up study 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3 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신체검진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자발적 참여자에게만 스마트밴드를 배부하였다.
최종적으로
스마트밴드
6
개월
사용자인
실험군 1(n=38), 스마트밴드 사용 중도포기자인
실험군
2(n=22),
스마트밴드
미사용자인
대조군(n=46)의 총 106 명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스마트밴드의
착용 여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개수의
변화를
빈도분석한
결과,
실험군 1 에서는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3 개 이상이
기준치를 넘는 사람의 수가 11 명(28.9%)
줄어들었으나 실험군 2 와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각 그룹별 사전사후 계측값의 변화율을
비교해보았을
때에는,
체중(p=0.015),
체질량지수(p=0.01),
복부둘레(p=0.045),
중성지방(p=0.067), LDL-C(p=0.039)로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마트밴드
사용자의 그룹 내 비교로 한 달 평균 걸음수가 사후
신체계측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에서는
체중(p=0.011),
체질량지수(p=0.075),
복부둘레(p=0.026),
중성지방(p=0.034),
HDLC(p=0.038),공복혈당(p=0.054),수축기혈압(p=0.059)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지역사회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 향후 새로운 국민건강 database 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based health promotion
program using a smart band(wearable device).
Especially,

we

targeted

metabolic

syndrome

management subjects of three work place in Seochogu and they are all registered in Seocho public health
center. This study quantified physical activity of the
subjects by using a smart band and investigated its
effect on subject’ s health(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 and physical components). The experimental
1(n=38), experimental 2(n=22), and control(n=46)
groups were divided according to whether the use of a
smart band. It was a follow-up study for six months
and all participants were conducted for physical
measurement every three months.
The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of the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according to whether
the use of a smart band is that there is 11
persons(28.9%) decrease among who have metabolic
syndrome risk factors over 3 in Exp1 group. However,
in Exp2 and Cont group, there are no change. Rate of
change

in

weight(p=0.015),

BMI(p=0.01),

waist(p=0.045), TG(p=0.067) and LDL-C(p=0.039)
was significant between three groups. And within
smart band user group there are significant effects in
weight(p=0.011),

BMI(p=0.075),

waist(p=0.026),

TG(p=0.034), HDL-C(p=0.038) and fasting blood
glucose(p=0.054), SBP(p=0.059) depending on the
average number of steps for one month.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the basis for enabling
efficient way to manage a chronic disease in public
health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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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성 변인의 사전사후 계측값의 변화율을 비교하였다.

스마트밴드, 건강증진 프로그램, 대사증후군, 지역사

이때 변화율은

회 보건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후계측값-사전계측값)/사전계측값} * 100
으로 계산하였다. 결과는 체중(p=0.015), 체질량지수

본문

(BMI,

연구가설

(p=0.067), LDL-C(p=0.039)에서 각 그룹별 변화율에

가설1: 스마트밴드를 사용한 실험군1이 스마트밴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3에서는 한달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실험군2, 스마트밴드를 사용하

평균 걸음수가 많을수록 체중(p=0.011), 체질량지수

지 않은 대조군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5가지(허리

(BMI,

둘레, 중성지방(TG), 좋은 콜레스테롤(HDL-C), 혈압,

(p=0.034), HDL-C(p=0.038), 공복혈당(p=0.054), 수축

공복혈당)의 개선 빈도가 더 높을 것이다.

기혈압(p=0.059)에서 개선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가설2: 실험군1, 실험군2와 대조군의 대사증후군 위험

수 있었다.

p=0.01),

p=0.075),

복부둘레(p=0.045),

복부둘레(p=0.026),

중성지방

중성지방

인자와 신체구성 변인의 사전 계측값(baseline)과 사
후 계측값(6개월 뒤)의 변화율을 비교하였을 때, 실험

결론 및 논의

군의 개선도가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3가지 가설을 통해 스마트밴드를 꾸준히 사

가설3: 6개월 동안 스마트밴드를 이용한 참여자들 중

용한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체구성 변인

에서 한 달 평균걸음수가 많은 사람이 대사증후군 위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가 개선되는 효과를 얻었음을

험인자와 신체구성 변인의 결과가 더 좋을 것이다.

알 수 있었다. 스마트밴드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습관
을 개선하고, 그에 따른 신체변화량을 비교하기에는 6

분석방법

개월이라는 시간이 다소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분석은 R 3.1.3을 이용하여 각 측정 항목에 대한 평균

본 연구의 실험 사후에 진행된 스마트밴드 이용에 관

값(M)과 표준편차(SD)를 구하였다. 각 그룹의 실험 전

한 설문을 통해서 스마트밴드의 이용이 생활습관을

후의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개수 변화는 빈도분석을

개선하고 운동에 대한 심리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하는

하였다. 스마트밴드의 이용에 따른 사후 사전 계측값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변화율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밴드를 이용하는 개인 사

분석을 하였으며,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s)를

용자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및 보건정

하여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보았다.

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

신체구성 변인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계측값에 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개개인을 대상으

달 평균 걸음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로 한 것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라는 점에서 지

는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

역사회의 건강정보수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

수준은 =.05이다.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비록 아직은 스마트밴드가 주
는 건강증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연구결과

않았고, 본 연구도 파일럿 스터디에 그쳐서 소규모의

분석에 앞서 세 그룹의 일반적 특성 및 대사증후군 위

실험이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본 연구를

험인자와 신체구성 변인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시작으로 향후에 있을 관련 연구의 기반을 닦고, 보건

시행한 결과, 키(p=0.042)를 제외하고 세 그룹의 각 변

분야에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수가 모두 동질성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가설1

산업이 더욱 더 커지는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

의 검증을 위해서는 사전계측에 비해 사후계측에서

다.

대사증후군 위험인자가 3개 이상 개선된 사람의 빈도
를 알아보았다. 이 때에 실험군1에서는 11명( 28.9%)
이 개선되었지만 나머지 두 그룹은 변화가 없었다. 가
설2에서는 세 그룹의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와 신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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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로 생활습관 균형 측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measuring lifestyle regularity using wearab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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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a combination data of the wearable

요약문

devices: Social Rhythm Metrics (SRM). This

최근 등장하는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다양핚

study involved a sample of 13 subjects aged

데이터들을 측정하여 보여준다. 하지맊 사람들은 개별적인

between 25 and 67. These subjects were

데이터 보다는 다양핚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진 균형으로

required to wear the wearable devices such

건강을 인식핚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습관 균형을 측정하

as

기 위하여 개발된 Social Rhythm Metric(SRM)를 이용

and

fitbit,

manuscribe

food

consumption via app, and turn on the GPS

해 웨어러블 기기가 모으는 데이터로 생활습관 균형의 변

sensor. The three categorized data were

화를 파악핛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collected and applied SRM-5. As a result, SRM-

건강에 관심이 있는 13명을 모집하여 2달 갂 웨어러블 기

5 1) is hard to figure out the variability of

기 데이터, 스마트폰 앱 사용 데이터, GPS 데이터를 수집

regularity because of the weekly-based score

하여 수정된 SRM-5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1990년

2) does not refl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미국에서 개발된 SRM-5는 1)일주일 단위로 계산되기 때

weekdays and weekends 3) is not suitable to

문에 규칙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며 2)주중과 주말의

analyze intrapersonal differences. This study

규칙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3)개인의 규칙성 변화가

plans to elaborate lifestyle regularity using

두드러지지 않는 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Mobile App Usage Data.

개개인의 건강을 인식하기 위핚 생활의 규칙성 척도를 위

주제어

핚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고, 향후 연구에서 모바일 앱 사
용 데이터를 추가하여 SRM의 핚계를 보완하려고 핚다.

생활습관 균형, 웨어러블 기기, SRM

ABSTRACT
Nowadays,

misfit

1. 서롞
various wearable devices are

최근 등장하는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다양핚

introduced to the market in which allows the

데이터들을 측정하여 보여준다. 하지맊 사람들은 웨어러블

users to view the related health data such as

기기에서 측정하는 싞체적 건강 지표 이외에도, 생활습관

steps, hours of slept and heart rate. However,

균형에 관핚 건강 지표를 통해 건강을 인식핚다[1].

people like to identify their own general health

Withings, Fitbit, Misfit 등 웨어러블 기기 앱에서는 여러

information and its regularity. This paper aims

데이터를 다양핚 방식으로 시각화 하지맊, 여러 데이터를

to measure the regularity of one’s lifestyle,

하나의 지표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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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하나의 균형(equilibrium)으로 인식핚다는 점에서

4. 결과

착앆하여, 균형의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1] 생활습관

SRM 을 계산 하는 방식으로 13 명의 데이터를 정리핚

균형에 대핚 평가척도를 도입해 보았다.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2. 이롞적 배경
Social

표

Rhythm

Metric(SRM)는

개인의

배꼽시계와

같은

싞체적

13 명의 생활습관 규칙성

생활의

규칙성(lifestyle regularity)을 수량화하기 위핚 도구로
개발되었다[2].

1 .

AVG

규칙성,

기상

첫 외출

저녁식사

취침

07:29

09:17

19:55

01:23

출근시갂과 같은 사회적 규칙성, 수면시갂과 같은 실용적

SD

1:22

2:02

0:39

01:04

규칙성을 모두 포괄하는 지표로 17 개의 문항에 대핚

Hit ratio AVG

0.34

0.47

0.46

0.30

Hit ratio SD

0.28

0.25

0.15

0.22

시갂을 diary 방식으로 기록핚다. SRM score 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Average±1.5*SD 밖에 있는 outlier 를
제거 하고, 남은 시갂에 대핚 평균을 구핚다. 그리고

SRM score 로 계산 되기 위해서는 habitual time 에

평균±45 분을 habitual time 으로 정하고, 각 날짜 별로

들어오는 hit ratio 가 0.43 이 넘어야 핚다.(일주일에

habitual time 에 들어오면 규칙적인 것으로 갂주핚다.

3 번)

마지막으로

0.43 을 넘지맊, 기상과 취침의 경우 규칙성을 계산하는데

일주일에

3

번이상의

규칙성이

있는

첫 외출과 저녁식사는 13 명의 hit ratio 가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설문문항의 규칙성 점수 평균을 통해 일주일 동앆의 SRM
score 를 계산핚다[3]. SRM 점수는 1990 년 개발되어

13 명의 주중과 주말의 평균에 대해 paired t-test 결과,

맋은 연구들을 통해 싞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2],

기상의 경우 유의미핚 차이가 있으며(t=-2.69, df=12,

주관적 수면의 질[4], 아침 활동형 인갂[5]과 유의미핚

p=0.019) 취침의 경우에도 유의미핚 차이가 있었다.(t=-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RM 을 보다 갂략하게

2.38, df=12, p=0.035) 하지맊 저녁식사와 취침에는

측정하기 위하여 17 개 설문항목 중 5 개맊을 사용하는

주말과 주중의 유의미핚 차이가 없었다.

SRM-5 가 개발되었으며, 기존 SRM 과의 상관관계는
0.8 이다[6].

5. 결롞

3. 연구방법

SRM은

웨어러블 기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활습관 균형 점수를

사이의

기기 데이터, 앱 사용 데이터, GPS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위핚

고려해야 하며 3)항상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서 개인

5)취침을 웨어러블 기기와 식이기록 앱, GPS 데이터를
3)업무

분석하기

규칙성 점수가 필요하고 2)주중과 주말의 차이를

2)타인과의 첫 대면 3)업무 등 활동 시작 4)저녁식사

대면

차이(inter-personal)를

균형에 대핚 점수를 맊들기 위해서는 1) 하루에 대핚

11 이다.(25 세~67 세) SRM-5 에서 기록하는 1)기상

첫

기록이

힘들다. 웨어러블 기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활습관의

남자 8 명, 여자 5 명이며 평균나이는 51 세, 표준편차는

2)타인과의

때문에

지표이기[6] 때문에 생활습관의 균형의 변화를 파악하기

참가자는 병원에 내원하고 있으며 건강에 관심이 있는

수집하였다.

기록하기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1주일에 대핚 점수이고, 사람들

계산하기 위하여, 13 명을 모집해 7 주~10 주갂 웨어러블

통해

diary방식으로

내에서의 차이(intra-personal)가 비교 가능해야 핚다.

등

활동시작의 경우 기상 후 첫 외출 시갂으로 대체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통해 생활습관

측정하였다.

규칙성의 변화를 파악핛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사용
데이터를 추가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SRM을
보완하려고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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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요약문

학령기 청소년의 경우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특징에 착안해 가상교실 관련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며[1,2],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의 경우 가상교실 소프트웨어가
피험자의 행동패턴을 잘 보여주고, 약물치료 효과를
살피기에 좋은 도구임이 알려져 왔다[1,2]. 이러한
기존 연구는 가상 교실이 실 세계와 유사하다는
생태학적 타당성을 가졌던 반면, 교실 내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고려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실 내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나로
선생님과 학생의 공동주의(Joint Attention, JA)[3]를
구현한 공동주의 가상교실(Joint Attention Virtual
Classroom)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본 연구는 가상
교실 내 피험자 행동패턴을 머리 움직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중력 장애를 겪는
ADHD 환자군과 정상군을 비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ADHD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 머리 움직임이 많을 것이다. (2) 이러한
머리움직임의 정량적 차이는 기존 가상교실과 새로
제작한 공동주의 가상현실 모두에서 존재할 것이다.
(3) 환자의 머리 움직임에 관한 Yaw, Pitch, Roll
패턴은 각각 유사한 형태를 가질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가상 교실 소프트웨어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연구와 평가에
유용성을 보였지만, 기존 연구들은 교실 내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실 내 상호작용을
모사한 공동 주의 가상 교실을 제안하고, 정상군과
환자군(ADHD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 도구, 가상
교실 도구, 공동 주의 가상 교실 도구를 각각
비교하였다. 머리 움직임 중심으로 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 아동의 정량적인 머리 움직임이 더
많았으며, 특히 Pitch 방향 머리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또한 공동 주의 가상 교실 도구의 경우 기존
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머리 움직임 분석의 의의와 예비 연구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본 연구에서 논의하였다.

ABSTRACT
Previous
study
suggested
that
virtual
classroom (VC) had a validity for patient with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But,
they also suggested that VC should have an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 For
this issue, we suggested a new joint attention
virtual classroom (JAVC) and measured head
telemetries in both previous and new measures.
Results suggested that JAVC had similar
pattern with VC and unique characteristics in
head telemetries.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2. 실험내용
2.1. 피험자
본 연구는 정상군과 환자군 남자 6 명씩을 비교했고
(Mean age = 18.92; SD = 7.5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DSM-IV) 와 Conners Parents Rating
Scale(Conners) 결과로 환자군을 확인했다(Conners
mean = 9.83; SD = 5.85). 정상군은 SCL-90-

주제어
Virtual Classroom, Joint Attention, and Head
Mounte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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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ymptom Checklist-90-Revised)으로
했다(Mean = 31.33; SD = 16.0).

조건 3 은 실험조건으로 아바타가 피험자를 쳐다보다
자극출현 스크린을 쳐다보는 공동주의 상황이
존재하며, 총 12 번 자극위치가 바뀐다. 조건 4 는 두
번째 실험조건으로 공동주의 상황에 언어적 지시를
추가했다.

확인

3. 실험결과
ADHD 환자군과 정상군의 머리 움직임은 조건 당
피험자 별로 1/60 초 당 Yaw, Pitch, Roll 의 각도를
좌표화하여 비교했다. 집단간 비교 결과에 따르면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머리 움직임이 많으며(그림.
2), 이러한 결과는 정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표 1).

그림. 1 공동주의 가상 교실

표 1. 조건 별 머리 움직임

2.2. 장비 및 개발 환경
본 연구에서 사용된 3D 가상 교실 환경은 3D 개발
플랫폼인 Vizard 5.0 (Worldviz, Santa Barbara,
CA, USA) 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피험자가 HeadMounted Display 시스템 (HMD; DK2 HMD,
Oculus lift, Oculus VR, Irvine, CA, USA)을 통해
체험하도록 구현되었다(그림 1). 피험자의 머리
움직임은 HMD 의 내장 Head-Tracker 를 통해
1/60 초에 한번씩 측정되었으며, 각각 Yaw, Pitch,
Roll 축에 따라 저장되었다.

조건

정상군
누적치

환자군
누적치

정상군/환자군
ratio

조건 1

391.68

1105.50

1:2.82

조건 2

663.47

1492.89

1:2.25

조건 3

1639.43

2421.39

1:1.48

조건 4

1686.61

2579.45

1:1.53

조건간 머리움직임의 차이는 표 1 에 제시되었다.
모든 조건에서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머리의
정량적인 움직임이 많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제조건인 조건 1 과 조건 2 에서 두들어졌다.
실험조건인 조건 3 과 조건 4 는 상대적으로
통제조건에 비해 정량적 차이가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2.3. 과제
실험에 사용한 과제는 기존 집중력 평가 도구인
Two button AX CPT[4]를 차용했다. 과제는 120 개
알파벳 자극이 출현하며, A 다음의 X 자극에 오른쪽,
그 외 자극에 왼쪽 방향키를 눌러야 한다. 자극은
100ms 씩 제시되며, 자극간 간격은 2000ms 중심
±500ms 로 jittering 했다.

Yaw, Pitch, Roll 의 움직임 축에 따른 분석에서는
세 축 각각에서 환자군의 움직임이 정량적으로 많은
결과와 함께, Pitch 방향에서 환자군의 움직임이 많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과제는 총 4 개 조건이다. 조건 1 은 흰 화면 중앙에
자극이 출현하며, 기존 CPT 에 해당한다. 조건 2 는
가상교실 대조군으로 가상교실에서 CPT 를 수행한다.

그림.2 머리 움직임 시각화: a) 환자군 b) 정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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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Yaw, Pitch, Roll 축 별 시계열 분석 (빨간색-ADHD; 파란색-Control)

4.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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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setting of sub-region segmentation
for dividing face images and second, LBP
histogram dimensions hav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the sub-reg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novel subregion segmentation method for obtaining
face features based on proper segmentation
criteria and shape which can solve the
problems of feature descriptor generation
method like LBP when analyzing faces. As a
result, we can generate a feature descriptor
which a number of dimension much lower
than prior methods's and main dimensions are
maintained when In-plane rotation occurred.

요약문
LBP(Local Binary Patterns)기반의 얼굴 검출
연구들은 공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먼저 얼굴
영상을 사각 형태의 부분영역(Sub-region)들로
나누고, 각 부분영역에서 히스토그램을 추출한 후
그것들을 단일로 연결하였다. 하지만 각 연구자들마다
사용한 특징점 기술자와 얼굴 영상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개수와 크기로 부분영역을
분할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얼굴 영상을 나누는 부분 영역의 설정마다 특징점
기술자의 결과가 일정하지 않으며 둘째, 부분영역의
수에 비례하여 LBP 히스토그램 차원이 늘어난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특징 획득에 적합한 부분영역 분할
기준과 형태를 기반으로 얼굴 분석 시 LBP 와 같은
특징점 기술자 생성 방법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분 영역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그 결과,
선행 방법들에 비해 차원 수가 크게 적고, In-plane
회전이 발생하더라도 주요 차원이 동일한 특징점
기술자를 생성할 수 있었다.

주제어
얼굴 분석, 특징점 기술자 , 부분영역 분할

서론
얼굴 검출 기술은 얼굴 인식, 얼굴 검증/인증, 머리
자세 추적, 얼굴 표정 추적/인식, 성별/나이 인식 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생체 인식, 비전 감시 시스템
그리고 인간 로봇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많은 응용에
널리 사용된다.
얼굴 검출을 위해 특징점 기술자(Feature
descriptor)를 이용하는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특징점 기술자 중 하나가 LBP이다.
LBP는 T.Ojala et al[1]에 의해 국부 텍스처 분류를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Ahonen et al.[2]이 얼굴 인
식을 위한 얼굴 표현(Face representation)으로 LBP
를 사용한 후 얼굴 검출, 얼굴 인식, 얼굴 표정 분석,
성별 분류 등 얼굴 분석(Face analysis) 분야에 광범

ABSTRACT
Studies of face detection based on LBP firstly
divided face images into rectangular shape
sub-regions, and extracted histograms from
each sub-region then concatenated them into
a single for obtaining spatial information.
However, there are problems because each
researcher divided sub-regions in different
numbers and sizes, suitable for feature
descriptors and face image databases which
were used in experiments. first, the result of
feature descriptors have not been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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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게 사용되었다.
LBP와 같은 국부 텍스처 분류 목적을 가진 특징점
기술자들은 얼굴의 형태 정보 및 눈, 코, 입과 같은 얼
굴 요소들 간 위치 정보와 같은 공간 정보(Spatial
information)를 나타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Ahonen은 얼굴 영상을 사각 형태의 부분
영역들로 나누고, 각 부분영역에서 LBP 히스토그램을
추출한 후 히스토그램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히스토그
램을 구성함으로써 공간적으로 향상된 특징 히스토그
램(Spatially enhanced feature histogram)을 생성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된 LBP 히스토그램
은 얼굴 영상에 대한 국부 텍스처 정보와 얼굴의 공간
정보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Ahonen 이후 LBP 기반의 얼굴 분석 연구들 대부
분은 공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얼굴 영상을 사각
형태의 부분 영역으로 분할하였다. 하지만 각 연구마
다 사용한 특징점 기술자와 얼굴 영상 데이터베이스
에 적합하게 임의의 개수로 부분영역을 분할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얼굴 영상
을 나누는 부분 영역의 설정에 따라 특징점 기술자의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 사람마다 얼굴 요소의 크기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의 부분영역에 동
일한 얼굴 요소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얼
굴이 In-plane 회전된 경우 각 부분영역에서 획득되
는 얼굴 특징 간 큰 차이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은 얼굴 영상을 일정한 각
도로 회전하고 학습(Training)시키는 추가적인 과정
을 진행하였다. 둘째, 부분영역의 수에 비례하여
LBP 히스토그램 차원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얼굴
영상을 9개의 부분영역(3  3)을 나눈 경우 LBP가
각 부분영역마다 256차원의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기
때문에 총 2304(3  3  256)차원의 특징점 기술
자가 생성된다.
본 논문은 얼굴 특징 획득에 적합한 부분영역 분할
기준과 형태를 기반으로 얼굴 분석 시 LBP와 같은 특
징점 기술자 생성 방법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로운 부분 영역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원형으로 구성함으로써 회전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부분영역에 얼굴요소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a) 사각형태의 5  5 부분영역

(b) 원 형태의 내• 외부 부분영역
그림 1. 사각형태의 부분영역 분할과
제안하는 원형 부분영역 분할의 예
내부 부분영역과 외부 부분 영역의 크기는 얼굴
비율[4]에 기반하여 얼굴 너비를 5 등분하여 분할한다.
그림 2 의 좌측과 같이 각각 얼굴의 중심으로부터
얼굴 너비의 2/5 지점, 2/5 지점으로부터 5/5
지점으로 나누었다. 각 원형 부분영역들에서 LBP 의
특징 히스토그램을 추출하기 위해 그림 2 의 우측과
같이 원형 부분영역을 사각형태의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2 . 내• 외부 부분영역의 형태변환

원형을 사각형태로 변환하는 매핑(Mapping) 공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Ci

C o 는 각각
x ( ) 와 y ( ) 는

와

부분영역과 외부 부분영역,
위치한 점, r 은 원의 반지름이라 할 때,

IN-PLANE 회전에 강건한 원형 부분 영역
분할 기술

내부
원에

Ci x ( )  Ci x  Ci r  cos( )

Ci y ( )  Ci y  Ci r  sin( )

코는 눈, 입과 더불어 인간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얼굴의 중심에 위치하고 다른 특징들과
비교할 때 큰 왜곡이 없으므로 위치를 추정하기 가장
쉽다[3]. 따라서, 그림 1 과 같이 얼굴 특징 획득에
적합한 부분영역 분할기준을 코를 포함하는 내부
부분영역과 그 외 얼굴 요소들을 포함하는 외부
부분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In-plane 회전에
취약한 기존의 사각형태의 부분영역의 형태를

Co x ( )  Co x  Coi r  cos( )
Co x ( )  Co x  Co r  sin( )
(1)
사각형태의 내•외부 부분영역은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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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 )  (1   )  Ci x ( )    Co x ( )

(b) 정면얼굴과
회전한
얼굴영상에
원형
부분영역 분할을 적용한 ULBP 특징점
기술자의 결과

Ry (, )  (1   )  Ci y ( )    Co y ( )
(2)
이때,

그림 3. 정면얼굴과 in-plane 회전한 얼굴 영상에
사각형태 부분영역 분할과 원형 부분영역 분할을
적용한 특징점 기술자의 결과

 는 [0 : inc : 1]의 간격으로 적용되며, inc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nc

1

C i r  Co r

그림 3(a)을 보면 사각형태의 부분영역과 ULBP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총 1475 차원(5  5  59)의
특징점 기술자가 생성되었고 각 차원의 빈도수 뿐만
아니라 특징점 기술자의 주요 차원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림 3(b)는 제안하는
원형 부분영역과 ULBP 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총
118 차원(2  59)의 특징점 기술자가 생성되었고 각
차원마다 약간의 빈도수 차이가 있지만 특징점
기술자의 주요 차원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3)

실험 결과
실험은 Intel(R) Core(TM) i7-2600k CPU
4.00GB RAM PC 환경에서 Matlab 2010a 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3 은 정면얼굴 영상과 반시계 방향으로 30 
회전한 얼굴 영상에 대해 각각 사각형태의 5 
5 부분영역 분할 방법과 제안하는 원형 부분영역 분할
방법을 적용하여 ULBP(Uniform-LBP)의 특징점
기술자를 획득한 결과를 나타낸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LBP 와 같은 특징점 기술자 생성
방법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분 영역
분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얼굴 특징 획득에 적합한
부분영역 분할을 위해 얼굴 비율에 기반하여
표정변화와 같은 얼굴 근육 움직임에 의한 왜곡이
적은 코를 포함하는 부분영역과 그 외의 얼굴
요소들을 포함하는 부분영역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공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다수의 부분영역이 필요한
선행 방법들에 비해 특징점 기술자의 차원 수가 크게
적다. 또한, In-plane 회전에 취약한 기존의 사각형태
부분영역을
원형으로
구성함으로써
회전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부분영역에 얼굴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징점 기술자의 주요 차원들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장점들은 SVM 과 같은
Appearance-based model 사용 시 학습 시간
감소와 분류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a) 정면얼굴과 회전한 얼굴영상에 사각형태의
부분영역 분할을 적용한 ULBP 특징점
기술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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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는 극 좌표를 기반으로 한 얼굴의 미세한
떨림을 분석하여 기본 감성 (행복, 분노, 혐오, 슬픔,
공포, 놀람) 표정 인식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5 명
(평균연령: 29.2 ± 5.54)의 대학생 피실험자가 감성
표정 사진을 모방하는 테스크 (task)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실험자의 감성 표정 영상에서 27 개 AU (Action
Unit)중심점의 미세한 떨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때
떨림의 SD (Standard Deviation) 값을 떨림의 정도라
정의하고 분석은 전체 데이터 (24 초)와 Sliding
Window 기법을 적용한 것이 각각 분석되었다
(Window Size = 4 초, Resolution = 1/15 초).
통계검증은 Kruskal-Wallis 와 Mann-Whitney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기본 감성 표정 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였다. 그 결과 Sliding Window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안륜근과 구륜근에서 기본
감성을 구분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떨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p < .01).

analyzed for emotion recognition. Standard
deviation (SD) of micro-movement was defined
as vibration of AU in this study. The vibration
was determined by average data in 24 seconds
time interval and by 4 seconds window sliding
with 1/15 second resolution. A statistical
estimation method of Kruskal-wails and MannWhiteny were checked by significant mean
difference in vibration data among six basic
emotions. The result showed that the vibration
with sliding window at orbicularis oculi and
orbicularis oris had significant mean difference
among emotions (p < .01).

주제어
감성 인식, 얼굴표정 인식, 미세반응, 떨림

서론
최근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생체 정보를 이용하여 감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성 측정
기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생체 정보로는 내연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뇌전도 (EEG), 심전도 (ECG),
맥파 (PPG)와 외현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동공,
제스처, 목소리, 그리고 얼굴표정 등이 있다.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감성 인식 기술의 경우 사용자의
움직임이 국한되고, 센서 부착 부위에 불편함이나
고통이 유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고가의
측정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1].

ABSTRACT
This study was to recognize six facial
emotions (happiness, anger, disgust, sadness,
fear, and surprise) by analyzing the subjects’
micro-movements. The five university students
(mean age: 29.2 ± 5.54) participated in this
study. Participants were asked to express face
movement as suggested by six basic emotions.
Micro-movement of AU (Action Un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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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영상 기반의 감성 표정 인식 기술의 경우 웹
캠을 이용해서 감성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저비용, 높은 활용도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얼굴 표정은 감성을 인지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감성과 얼굴 표정의 관계를 밝혀내면 인간의 정서
인지와 표현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 영상 기반 감성 표정 인식
기법으로는 얼굴의 개별 근육 또는 근육 그룹의 기본
단위인 AU (Action Unit)의 조합을 통해 얼굴 표정을
정의하는 FACS (Facial Action Coding System)[3,4],
광학 흐름 (Optical flow)추정 방법을 이용한 감성
얼굴 패턴 분석[5], 3D 얼굴 이미지에서의 외형특징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6]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얼굴 근육들의 큰 움직임을 추적하기 때문에
얼굴 모양의 개인차와 의식적인 표정 변화가 변수로
작용하여 인식의 정확도를 감소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Ekman 은 1/15 초의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표정을 미세표정 (Microexpression) 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진실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7].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긍정, 부정 자극의 감성 유발 시
무의식적으로 큰 광대근과 눈썹주름근 두 가지 근육에
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8].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떨림이 감성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6 개 기본감성은 미세한
떨림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기본
감성 인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극
좌표를 기반으로 한 얼굴의 미세한 떨림을 분석하여
기본 감성 (행복, 분노, 혐오, 슬픔, 공포, 놀람) 표정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본 감성 표정에 따른 얼굴 떨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 감성 표정 영상을 취득하는 실험을 하였다.
피실험자는 대학생 5 명 (평균연령: 29.2 ± 5.54)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웹 캠이 설치된 모니터 앞에 앉은
피실험자가 모니터를 통해 제시되는 감성 표정 사진을
모방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기본 감성 표정 사진은 각
감성의 대표적인 표정으로 정의된 모델의 사진을 한
장씩 준비하였다[4]. 감성 표정 사진은 공포, 분노, 혐오,
행복, 슬픔, 놀람 순으로 각각 24 초씩 제시되었다.
감성이 복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색 화면을
보여주는 휴식 구간 6 초를 감성 표정 구간 사이에
제시하였다. 각 피험자는 실험종료 후 휴식시간을 가진
뒤 동일한 실험을 한 번 더 진행하였다. 웹 캠은
Microsoft 사의 LifeCam Studio 를 사용하였고
해상도는 640 × 360, 30 fps 로 설정하였다.
영상으로부터 얼굴의 움직임 좌표를 취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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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피실험자의 얼굴에 사전연구로 정의된[3] 27
개의 AU 중심점의 좌표를 트래킹 하였다. 직교 좌표로
수집된 값은 MATLAB 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극
좌표 값으로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 얼굴의 미세
떨림은 그림 1 과 같이 정의하였고, 떨림의 SD 값을
떨림의 정도라 정의하였다. 변화가 큰 떨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절댓값을 씌운 후 떨림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데이터 (24 초)와 Sliding
Window 기법을 적용한 것이 각각 분석되었다
(Window Size = 4 초, Resolution = 1/15 초).
Window Size 와 Resolution 은 Macro, Micro
표정이 발현되는 시간에 의거하여 결정되었다[7]. 통계
검증은 비모수 검증 방법인 Kruskal-Wallis H 검증을
사용하여 여섯 가지 기본 감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나는 AU 를 찾았다 (p < .05). 사후검증은 MannWhitney U 검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감성
사이에서 떨림의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1 .

얼굴의

미세

떨림

정의

결과
전체 데이터의 떨림의 정도를 분석한 경우 10 개의
AU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p < .01). 그러나 사후 검정에서 분노-혐오, 공포-슬픔,
공포-놀람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나는
AU 가 존재하지 않았다. Sliding Window 기법을
적용하여 얼굴 떨림의 정도를 분석한 경우 27 개의
AU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01),
사후 검증 결과 6 개의 AU (눈꺼풀올림근, 상안검판근,
바깥안륜근, 입꼬리내림근, 구륜근)에서 모든 기본
감성이 구분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p < .01).
해당 AU 의 미세 떨림 정도의 평균과 표준오차
그래프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미세

2 .
떨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A U 의
정도의 평균과 표준오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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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kman, P., & Friesen, W. V. (1978). Manual
for the facial action coding syst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얼굴의 미세한 떨림으로 기본 감성
표정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안륜근, 구륜근에서 기본 감성 별 얼굴 떨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피실험자 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충분한 피실험자 수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Ekman, P., & Friesen, W. V. (2003).
Unmasking the face: A guide to recog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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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론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 응용분야에서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고 검출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동작을 검출함으로써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효율을 최적화하는
목적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정의한 동작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카메라 영상을 입력 받은 후 손에
부착된 마커를 통해 속도, 방향, 거리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정의한 동작과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동작을 검출한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IoT(Internet of Things), 감정 컴퓨팅
등 인간의 환경에 지능적인 요소가 반영된 형태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작 인식,
행위인식 등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많은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사람의 동작을
자동으로 인식함으로써 그에 맞는 절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동작을 검출하고 분석하여 작업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1].

관련 연구
ABSTRACT

사람의 동작을 검출하기 위한 기존의 많은 연구는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 기반의 방법과 센서를 이용한
방법으로 동작을 검출하였다. 비전 기반은 주로
카메라로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한 후 은닉 마르코프
모델[2](Hidden Markov Model, HMM)이나 조건부
랜덤 필드[3](Conditional Random Field, CRF)와
같은 확률 그래프 모델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Many studies have been made for recognizing
and detecting the behavior of people in
applications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By detecting the motion, people may be
provided with convenience in daily life and
also useful because they can be used to
optimize the efficiency of the work in the
industry.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for detecting a self-defined motion. After
receiving the input from the camera image,
the system obtain the velocity, angle, distance
information and detects the motion in real
time.

센서 기반의 동작 검출은 사람의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작을 검출한다. 서로 다른 동작은 데이터 분포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특징을 이용하여 동작을 구별하고 검출한다.
하지만 센서 기반의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의 몸에 센서를
부착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용성 측면에서는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 기반의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핵심어
동작 검출, 제스처 인식,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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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정의한 동작을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저 사용자는 손가락에
2개, 손목에 1개의 컬러 마커를 부착한다. 손목에도
마커를 사용한 이유는 손이 다른 물체에 가려지는
경우에 손목에 부착된 마커의 변화량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커에는 칼만필터를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함으로써 세밀한 방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작 1

동작 2

동작 3

동작 4

그림 3. 정의된 동작 4가지

동작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 입력 데이터로는
입력영상의 마커로부터 획득한 속도, 방향, 거리
정보이다. 매 프레임별로 움직이는 마커의 좌표를
이용하여 속도, 방향, 위치 정보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방향은 360°를 20° 간격으로 나누어 18개의
방향으로 정의하였다.

동작유형

동작 1

동작 2

동작 3

동작 4

검출률(%)

80%

90%

80%

90%

표 2. 검출률 결과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손에 부착된 마커의 속도, 방향, 거리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동작을 검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동작을 검출하기 위해 Search
window 와 Least Square Method 를 적용하여 각
동작의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제안된
시스템에서 움직임이 작은 동작의 검출에 대해서는
오검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움직임이 작은 경우에는
속도, 방향, 거리 정보가 다른 동작과 구별될 만큼
이산적인 값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로는
움직임이 작고 세밀한 동작에 대해서도 강인한
검출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속도, 방향, 위치 데이터

또한 원하는 동작 검출을 위해 사용자는 먼저
검출하고자 하는 동작을 정의해야 한다. 검출하기
원하는 동작을 카메라를 통해 입력한다. 이렇게
획득한 데이터와 사용자가 지정한 동작을 이용하면
지정된 영역의 프레임 수만큼 Search window가
설정된다. 그 후에 각 프레임 마다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한다.

사사의 글
본 논문(저서)은 삼성전자의 과제(동작 인식을 위한
영상처리 알고리즘 연구)로 지원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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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이다. Least Square
Method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비교하였고 오차율을
계산한 후에 유사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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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5개의
동작을 정의하였고 정의된 동작에 대한 검출률을
측정하였다.실험에 사용된 동작으로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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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We propose a content-based
recommendation systems for predicting user's
situation, which uses a hierarchical ontology.
To generate ontology data, we analyzed the
features of odors and users. We are setting 9
cases of 3-level hierarchical ontology and
calculating similarity score for each case. The
highest
similarity
score
odors
were
recommended to the user.

요약문
사용자의 사용성 증대를 위하여 IT 기술에 사람의
오감을 결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후각은
사람의 기억과 연상 작용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감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후각과 다른 감각과의 결합은 사용자에게 감성 증강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른 감각이 제시된
상황에 맞는 후각 정보를 매칭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상황에 맞는 향을 추천하기
위하여 온톨로지를 사용한 내용 기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향 데이터와 사용자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여 온톨로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며,
또한 3-레벨 계층 온톨로지의 9 가지 케이스를
설정하고, 케이스 별 유사도 점수를 계산한다. 계산된
유사도 점수가 가장 높은 향을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주제어
후각 정보, 내용 기반 필터링, 온톨로지, 추천시스템

서론
사용자의 사용성 증대를 위하여 IT 기술에 사람의
오감을 결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람의 오감 중 시각과 청각을 주로
다루었으며, 최근 촉각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각과 후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후각은 사람의 기억과 연상 작용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감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1]. 따라서 후각과 IT 기술의 결합은 사용자에게
감성 증강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더 큰 몰입감과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combining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the five senses
for improving the usability. A Olfactory is
closely related to human memory, imagination
and emotion. Therefore, the combination of
olfactory and other senses can give a
emotional enhancement effect to the user. Be
require a method for matching the olfactory
information in a proposed other sense

후각을 IT 기술에 결합하기 위해 향에 대한 특징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후각 민감도는 사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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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선호하는 향과 감성을
유발하는 향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향에 대한 특징
분석을 위해 향을 정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후각 정보는 유니 모달로써 IT
기술에 결합하기보다 기존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는
시각 및 청각 정보와 멀티미디어 정보로써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후각 정보는
멀티미디어 정보로써 다른 감각과 융합되어 사용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각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에 맞는 적절한 후각 정보를 제공하고
감성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3-레벨 계층의
온톨로지를 구성하며, 사용자 데이터와 향 데이터
Concept 사이의 유사도를 9 가지 가능한 케이스로
구별한다. O1, O2, O3 는 향 데이터 Concept 의
레벨을 나타내고, U1, U2, U3 는 사용자 데이터
Concept 의 레벨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향의 특징과 사용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온톨로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감정을 유발하는 영상(시각 정보)에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향을
매칭하여 추천하는 내용기반 추천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 방법

그림 1. 3-레벨 계층 온톨로지 개념도

본 논문에서는 향 추천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향
모델과 사용자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Protege
온톨로지 편집 툴[2]을 사용한다. 감성을 유발하는
영상과 향 간의 연관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향
메타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표현하고, 온톨로지 구조의
지식 베이스를 구축한다. 향의 감성 구조 연구[3]를
바탕으로 표 1, 2 와 같은 향 메타데이터와 사용자
메타데이터를 설정한다.

3-레벨 계층 온톨로지 구성 후, 아래와 같이 각
케이스 별로 점수를 매긴다.

- O1=U1 → 1, O2=U2 → 1, O3=U3 → 1
(그림 1 의 a)
- O1=U2 → 2/5, O2=U3 → 2/5 (그림 1 의 b)

표 1. 온톨로지 기반 향 메타데이터
Subject

Odor

- O2=U1 → 2/3, O3=U2 → 2/3 (그림 1 의 c)

Concept

Properties

- O1=U3 → 1/3 (그림 1 의 d)

Type

- O3=U1 → 1/2 (그림 1 의 e)

Intensity

hasType
hasIntensity

Persistence

hasPersistence

Hedonic

hasHedonic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향 데이터의 유사도는 식
(1)과 같이 두 데이터 간의 Concept 매치 수에 따라
계산되고, 사용자 데이터 Concept 의 가중치가
결정된다.

표 2. 온톨로지 기반 사용자 메타데이터
Subject

User

Concept

Properties

Age

hasAge

Country

hasCountry

Gender

hasGender

Content Model

preferOdor

OS =

∑ N i ⋅ Si
∑N j
j U

i ∈O

(1)

∈

preferScene

여기서

O는

향 데이터 Concept 의 수이고,

사용자 데이터 Concept 의 수이다. 또한
데이터 Concept 의 인덱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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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의 인덱스이다.

Ni

Si

는 유사도 점수이며,

는 사용자 데이터 Concept 의 가중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식 (1)을 사용하여 유사도를
결정하고, 유사도 점수가 가장 큰 향을 사용자에게
추천한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정보로써 후각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각 정보가 제시된 상황에 맞는
후각 정보를 매칭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의
특징과 사용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온톨로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 또한 3-레벨 계층
온톨로지의 9 가지 케이스를 설정하고, 케이스 별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여 가장 유사도 점수가 높은
향을 사용자에게 추천하였다. 추천된 후각 정보가
감성 증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사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향 분사 장치를 이용한 사용성
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향후 이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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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서비스 고객여정맵에서 경험 구간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stomer Journey Map’s experience phase in Software Service
김나래
Kim Na Rae
㈜안그라픽스 디지털디자인연구소
Ahn Graphics ltd., Design R&D Center
narae@ag.co.kr

service journey in a real environment mostly
passes physical transitions, it is difficult to use
Customer Journey Map as it is in virtual
environment. With desk research and case
studies, this study listed explicit factors that
describe software service experience. A
guideline to set an experience phase is
suggested to follow cognitive changes rather
than physical or behavioral change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go beyond the previous
practices of adopting new methodologies as
they are and to develop effective ways to
customize those in ICT industry.

요약문
본 연구는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중 잘 알려진
고객여정맵의 경험구간 설정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고객여정맵은 주로 유무형의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할 때에 사용되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물리적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ICT 분야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험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 채널에
한정된 고객 경험일지라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면의
근본적인 서비스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많은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고객여정맵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여정맵 방법론을 온라인 경험에 적용할 때,
경험구간 설정을 차별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표현하기 위한 고려사항들을 도출하였고, 정밀한
경험구간이 행위적 구분 보다는 인지적 구분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근거를 정리하고 이를 테스트 하였다.
테스트는 온라인 이미지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여정으로 제한하여 진행 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방법론 차용에서
나아가 ICT 분야의 관점에서 기존 방법론의 효과적인
적용을 연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ICT,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고객여정맵, 경험구간
설정,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험, 인지적 경험, 고객
감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중 고객여정맵은 고객의 경험을
생생하고 체계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1]으로 학계와
비즈니스계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고객여정맵은 주로 물리적 공간의 유무형의
요소들을 조사할 때에 사용되어, 가상공간에 국한된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험의 표현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았기에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사용에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round the
Customer Journey Map which is well known
among methodologies of Service Design. Many
ICT experts are using Customer Journey Map
with its benefits in figuring out service
strategies behind the virtual service. In ICT
industry, however, Customer Journey Map
which is mostly suitable for researching
tangible and intangible factors in the
experience seems less suitable. Because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고객 여정을 표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한 선행 연구, 고객의 정의 및 고객
감정에 대한 정의, 인지적 경험 구간의 고객여정맵
적용 및 이에 대한 평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여정맵 사례에서 작성
목적별 전체 경험주기와 각 경험 구간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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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에서는, 네이던 쉐드로프(Nathan
Shedroff)의 소비자 감정에 대한 정의를 응용해
인지적 단계로 구분한 경험구간을 도출하고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다채널 구매 온오프라인 경계를 넘는 여러
고객경험 분석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ICT 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 후속 연구 과제를 점검하였다.

2. 본 론

8시간

정책 도입 후의
효과 전망

사회적 변화 5단계

약 9개월

구매 전후의
고객경험 분석

구매경험 10단계

약 1~2년

일반 고객의
고객충성도

지표 구분 없이 장시간으로
짐작 가능

수년

2-1. 고객여정의 구분과 정의
고객여정은 고객 중심의 관점에서 고객이 처음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 또 사용
후에는 어떤 경험이 이어지는지를 연장선상에서
파악함이 일반적이다. 고객여정맵에서 가로(X)축이
시간축이라면 세로(Y)축은 감정을 지표로 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감정을 곡선으로 표현하는
구조이다.

표 2.연구 대상으로써 고객[4]

2-2. 고객여정맵 사례와 ICT 분야 고객의 정의
고객여정맵의 사례는 서비스디자인 전문으로 잘
알려진 국내외 디자인 전문회사들 중 자사의 사례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중 2004 년 영국에 설립된
리브워크(livework)는
다양한
서비스
조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디자인카운슬(Design Council)과 진행한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들로 잘 알려져 있다.[2] 표 1 은
리브워크가 제작한 고객여정맵 사례에서 찾은 고객
경험구간과 경험 주기 별 연구 대상의 구분이다.

연구 대상

경험 주기

사용자
user

사용 – 경험 –
느낌

고객
customer

인지에서부터
총체적 체험

인간
human

시급한 필요 문화적 수용 사회적 공헌

접근 관점
사용성
How can we help people
achieve their tasks?

감정
How can we meet customer
expectations?

동기 및 가치
What needs are important to
understand?

2-3.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험에서의 감정
네이던 쉐드로프[5]는 고객이 소비재를 구매하는
이유를 다섯 단계로 분석했을 때 표면적 이유(기능과
가격)와 근본적 이유(추구하는 가치, 정체성), 그
중간에 감정(Emotion)이 있다고 하였다.[6] 이러한
구분은 고객 감정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바라보게
한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경험에서도 감정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기존 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고객여정맵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고객여정맵은 전체 경험 주기가 1 시간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표 1]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서비스 산업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
차이에서 오는데, 그 중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실제적인 경험 주기는 분 단위로 집중된다.

그림 1. 고객의 구매 이유 다섯 단계

리브워크는 산업별 특성 외에도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여 경험주기를 파악했다.[표 2] 연구
대상은 사용자, 고객, 인간의 세 종류이자 이를 동시에
소유한 한 사람이다. 과거 ICT 분야의 대상이 주로
사용자였다면, 최근에는 고객으로 관점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험도
인지에서부터 총체적 체험을 관찰해야 한다.
표 1. 고객여정맵 사례별 경험구간[3]

연구 목적

고객여정맵의 경험구간

경험 주기

공유카 서비스
고객여정 파악

시간순서로 해석 가능한
일렬의 사진 나열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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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는 ICT 분야 2 년 이상 종사자 20~40 대 남, 여
8 명으로진행하였고 대상자들이 테스트 사이트를 약
15 분간 경험하도록 한 후 일반 고객여정맵(A)과
경험구간을 설정한 고객여정맵(B)을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느낌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결과는 표 3 과
같다. B 에 대한 선호도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2-4. 소프트웨어 고객여정맵 작성 가이드라인
1) 전체 경험 주기 설정: 통제 불가능한 감정 변화를
측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전체 경험 주기를 설정한다.
2) 경험 구간 설정: 소프트웨어는 시간과 공간 모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분리되어 있어[7]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물리적 이동은 제외함이 일반적이다.
고객여정맵 작성도 이와 같은 기존방식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고객여정맵
경험구간으로 ‘눈으로 읽다 – 탐색하다 - 빠져들다 평가하다 - 결정하다’의 경험구간을 세웠다.

표 3. 고객여정맵 A/B 테스트 결과

질문

3) 감정 측정을 위한 정성적 조사에 집중: 기존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일반적으로 다룬 ‘사용성’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의하기를 ‘특정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효율성 측정하기 위한 용어’로서
정량적 평가에 속하다. 감정을 다루는 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방식과 구분하여 조사계획을 세운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경험구간은 인지공학자
도날드 노만(Donald Norman)의 실행과 평가
행동을 기초로 ‘탐색 – 실행 – 평가’의 큰 틀을 잡았고,
최근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험이 단순 업무처리
수준을 벗어나 몰입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행’
대신 ‘빠져들다(Immerse)’로 표기했다.

조사결과

A/B중 무엇이 더 작성하기
쉬웠나요?

A
B

4
4

A/B 중 무엇이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나요?

A
B

3
5

A/B 중 무엇이 감정 변화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었나요?

A
B
잘 모르겠다

3
3
2

결론
본 연구는 ICT 분야의 빠른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에도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의 도입이
시급해짐에 따라, 현재 서비스디자인에서 자주
사용하는 고객여정맵 응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인지적
경험구간으로
구분한
고객여정맵의 적용 근거와 효과를 평가한 이 연구가
기존 방법론 적용에 불편함을 느꼈던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적용을 위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2-5. 적용 및 평가
소프트웨어 고객경험구간 가이드라인 적용 및 평가를
위해 온라인 이미지 서비스 중 몰입도 높은 매그넘
포토스(http://www.magnumphotos.com/)를
대상으로 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서비스
테스트 및 고객여정맵 작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2.일반 고객여정맵(A)과 경험구간을 설정한 고객여정맵(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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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just-noticeable-difference was analyzed
by proportion of no difference responses. A
tolerance of the feature line is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요약문
특징선은 자동차의 인상을 결정짓기 때문에 차체 외관
부품에서 중요한 품질요소다. 하지만 특징선은 그 단면
형상의 크기가 전체 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성형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및 검사가
어렵다. 따라서 특징선의 제조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제조허용공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징선
곡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각에 의존하는
심미적 요소다. 특징선 곡면의 정량적 제조허용공차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특징선 곡면의 시각적 관능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징선의 제조 품질 관리를
위한 제조허용공차를 제시하기 위해 시각적 관능평가를
했다. 25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특징선 곡면의 처짐
높이에 따른 시각적 관능평가를 하였으며, 피실험자들
의 응답률 75%인 지점을 최소식별차이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쓰인 특징선 시편 형상 예제에 따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특징선 곡면의 제조허용공차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자동차 특징선, 최소식별차이, 관능평가

서론
자동차 외부 패널에 는 캐릭터 라인(character line),
벨트 라인(belt line), 웨이스트 라인(waist line)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선이 있다[1]. 이 선들은
심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체 패널의 중요한
품질요소다. 각 선들의 명칭과 구분은 기하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그 위치와 크기, 역할 등에 의해
정해지며 나라 혹은 제조 회사에 따라 서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부에 비해 현저히 작은 곡률반경
때문에 시각적으로 선처럼 보이는 차체 외판의 형상을
특징선(feature line)이라고 정의하자.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2 차원적인 선이 아니라 곡면이므로 곡면
적인 성질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할 때는 특징선 곡면
(feature line surface)이라고 하자[2]

ABSTRACT
The quality of a feature line is critical for an
automotive outer panel because a feature line
makes or accentuates overall car styling. As the
section profile of a feature line is a relatively
small geometric feature rather than the overall
panel of a car, it is difficult to measure and
evaluate the quality of a feature line. A feature
line is a visual and aesthetic element, but not a
functional element on a car body panel. In this
paper a visual discrimination test is presented to
determine the tolerance of the section profile of
a feature line, which will be used in the
manufacturing of the feature line. The 19
samples of a feature line were shown 25 people,

특징선은 그 단면 형상의 크기가 전체 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성형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및 검사가 어렵다[2]. 따라서 특징선의 제조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제조허용공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차체 외부 패널의 특징선 곡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각에 의존하는 심미적 요소다. 특징선
곡면의 정량적 제조허용공차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특징선 곡면의 시각적 관능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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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축은 자극의 세기, 즉 비교시편이며 Y 축은 그 처짐
높이에 따른 차이를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응답률이 나타나있다. 피실험자들은 처짐 높이가 작아
시각적으로 날카롭게 보이는 시편을 잘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특징선 곡면의 처짐 높이에 따른 응답률
75%에 해당하는 지점은 각각 약 0.044mm 그리고
0.054mm 이다. 결과적으로 최소식별차이는 두 지점의
차의 평균값인 0.005mm 이다.

실험 인자
그림 1 은 특징선 곡면과 평탄부의 단면이다. 특징선
곡면을 이루는 2 차 곡선은 양끝 점의 접선이 이루는
각도(θ)와 현의 길이(l) 그리고 부푼 정도(ρ)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의 길이와 부푼 정도에
영향을 받는 특징선 단면의 처짐 높이(K)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처짐 높이를 통해 시각적 굵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하나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처짐 높이는 양쪽 평탄부가
교차되도록 각각 직선으로 연장하여 두 직선의
교차점에서 특징선 곡면까지의 최단 수직 거리가
특징선 곡면의 처짐 높이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SUV 차종의 휠 하우징 부근 특징선
곡면의 특성을 반영하여 처짐 높이가 0.049mm 인
특징선 곡면의 기준시편을 제작하였다. 비교시편은
기준시편으로부터 처짐 높이의 범위가 ±0.045mm,
변량은 0.005mm 인 총 19 개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그림. 2 시편에 따른 피실험자들의 ‘차이 없음’ 응답률

결론
이 연구에서는 특징선의 제조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제조허용공차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차체 외부 패널의 특징선 곡면은 시각에
의존하는 요소이므로 시각적 관능평가를 통해 사람의
인지정도를 수치로 표현하여 특징선 곡면의 제조허용공
차를 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징선 곡면의 처짐
높이에 따라 시각적 굵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시각적 관능평가에는 실제 SUV 차종의 휠
하우징 부근 특징선 곡면의 특성을 반영하여 처짐
높이가 0.049mm 인 기준시편과 범위가 ±0.045mm,
변량은 0.005mm 인 총 19 개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최소식별차이는 시각적 관능평가를 통해 얻은 집계를
바탕으로 응답률이 75%에 해당하는 지점을 바탕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특징선 형상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제조허용공차 선정에 참고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특징선 시편 형상과 특징선 곡면 단면

시각적 관능평가 방법 및 최소식별차이 측정 방법
특징선 곡면의 시각적 굵기는 처짐 높이에 따라
정해진다. 처짐 높이가 크면 시각적으로 날카롭게
느껴지며 처짐 높이가 작으면 시각적으로 완만하게
느껴진다.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이 특징선 곡면의
처짐 높이에 따른 변화를 시각적으로 차이를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시각적 관능평가에서는 피실험자에게
기준 시편과 처짐 높이가 서로 다른 비교시편을 하나의
쌍으로 제시하고 ‘시각적으로 두 시편의 곡면이 차이가
있나?’라는 질문에 ‘차이 있음’ 혹은 ‘차이 없음’이라는
응답을 받는다.
최소식별차이란 두 자극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말한다. 최소식별차이는 시각적
관능평가를 통해 얻은 집계를 바탕으로 X 축은 비교
자극의 강도, Y 축은 응답수의 비율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그려 분석한다. 응답률이 0%, 100%인 지점은
자극에 대해 완벽한 변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의 응답률이 75%에 해당하는
지점의 차이를 평균한 값을 최소식별차이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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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관능평가 결과
피실험자 25 명을 대상으로 한 특징선 곡면의 처짐
높이에 따른 시각적 관능평가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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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멀미를 일으키는 원인
일반적으로 멀미는 감각 충돌이나 신경 불일치
때문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2,3]. 그리고 사이버
멀미는 이전에 언급한 내용들 이외에도 사용자의 행
동에 따라 뇌가 기대했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서
멀미가 발생하는 경우와 개인적인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사이버 멀미는 개인적 요소와 기
술적 요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3].

요약문
요즘 헤드 마운트 VR기기(HMD)들이 각광 받고
있다. 그런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HMD 사용자
들이 컨텐츠 이용 중에 반드시 사이버 멀미(CyberSickness)를 겪게 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
버 멀미가 발생하는 원인들과 이를 비 약리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 해볼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대책을 토대로 하여 만든 시뮬레이션
에서 오큘러스VR DK2로 실험 해본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2.1 사이버 멀미의 개인적 요소
사이버 멀미의 개인적 요소로는 나이, 성별, 건강
상태, 가상현실에 대한 경험을 들 수 있다[3]. 먼저
나이에 관해서 보자면 가상 현실에 있어서는 연령대
가 낮을수록 사이버 멀미에 강하다는 최근 연구가
있다[4]. 둘째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넓은 FOV(Field Of View)값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깜빡임 현상에 민감해져서 사이버
멀미를 심하게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5]. 셋째로 건
강상태를 볼 수 있는데 원래 멀미를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면 사이버 멀미 또한 심하게 느끼며 피로 누
적, 수면 부족, 소화불량, 감기와 같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멀미에 더 취약해진다[6]. 마지
막으로 가상현실 경험 유무를 들 수 있는데 가상현
실을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간의 멀
미차이는 심하다[5]. 한 번이라도 가상 현실을 경험
한 사람은 처음 경험해본 사람보다 30%정도 멀미를
덜 느끼고 경험 횟수가 증가 할수록 멀미가 선형적
으로 감소한다[7].

ABSTRACT
Nowadays, head-mounted VR device (HMD)
are
spotlighted.
However,
individual
differences, HMD user must suffer the CyberSickness during content used. If this problem
did not solved, HMD boom is difficult to
continues. So, in this paper, we discuss
measures to alleviate Cyber Sickness that using
the non-pharmacological method. And in a
simulation made on the basis of the measures
discussed previously, we will show the results
of experiments in Oculus VR DK2.
VR, HMD, 멀미, 사이버 멀미, 완화, 경감, MOTION
SICKNESS, CYBER SICKNESS, REDUCE,
ALLEVIATE
1. 소개
최근 헤드 마운트 형 VR기기(HMD)들이 많이 나
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이러한 HMD들이 잠깐
반짝하는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어 나
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사용자들이 컨텐츠 이용 중 반드시 겪게
되는 사이버 멀미(Cyber-Sickness)이다 [1].

2.2 사이버 멀미의 기술적 요소
사이버 멀미의 기술적 요소로는 지연시간
(Latency), FOV(시야각), 위치 추적 에러, 배경 복
잡도, 조작 방법이 있다[3]. 첫째, 지연시간은 사이
버 멀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연 시간이 길어지
면 사용자가 예상하는 이미지와 현재 보여지는 이미
지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멀미가 생긴다[8].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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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실험자들을 optokinetic drum안에 앉게 하고 회
전 시켜 보니 느리고 깊은 숨을 쉬게 한 피실험자들
이 멀미증상을 덜 느꼈다[14]. 그 이유로는 느리고
깊은 숨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멀미를 완화 시킬 수 있다[14].

으로 지연시간이 150ms 이상일 때 지연시간이 있
다고 느끼며 멀미가 발생한다[9]. 둘째, 사람의
FOV값은 일반적으로 180°에서 200° 사이인데 대
부분의 HMD는 사람의 FOV값보다 작다[9]. 따라서
사용자는 원래 자신이 가지던 FOV와 다른 FOV에
이질감을 느껴 멀미를 느끼게 된다[9]. 셋째로 위치
추적 에러는 HMD기기가 사용자의 움직임과 다른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사용자가 혼란을 느
끼게 되어 멀미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10]. 넷
째, 배경 복잡도는 가상현실에서 사용자가 보게 되
는 배경의 자세한 정도, 시야거리, 배경 움직임의
정도에 대한 전체적인 지표이며, 배경 복잡도가 클
수록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시각적 정보의 양이 늘어
나게 되며 멀미를 쉽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다[10]. 다섯째는 조작 방법인데 사용자에게 익숙한
장비를 제공하면 가상현실에 적응을 쉽게 하고 멀미
에 강해 진다[11].

4. 실험
위의 내용을 토대로 기분전환도 되며 느리고 깊은
숨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무인도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실험을 진행 해 보았다.
4.1 실험 참가 인원
실험은 남자5명, 여자2명으로 총 7명의 피실험자
로 진행 되었다. 연령대는 24 – 32 (평균 : 26.14,
표준편차 : 2.79)이고, IPD(동공간 거리)의 범위는
62 – 65.6 (평균 : 64.21, 표준편차 : 1.14)이다. 참
가자들의 대부분은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생들이고, 한 명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이다. 감기
등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참가시키지 않았다.

3. 멀미 완화를 위한 비 약리학 대책
멀미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들 중 가장 확실한 방
법은 의학적인 약품을 이용해서 전정기관을 둔감하
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멀미가 심하다
고 귀 아래쪽에 항상 약품을 붙이고 가상현실을 경
험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사이버 멀미를
해소해 보고자 연구를 진행 했다.
3.1 시각적 방법을 통한 멀미완화
사람들은 대부분 배를 타면 뱃멀미를 한다. 배 안
에 있으면 주변의 물체가 나와 같이 움직이므로 시
각적 정보로는 사람이 가만히 서있다고 생각되지만
전정기관은 움직인다고 느끼므로 이 때 발생한 감각
충돌로 인해 멀미를 느끼는 것이다[12]. 이 때 선원
들은 함교로 가서 수평선을 바라봄으로써 멀미를 완
화 시킨다[12]. 이 조치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
태라고 생각하게 하는 시각적 감각 충돌을 감소시킨
다[12].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기울어지는 방에서 피
실험자를 들어가게 한 후 멀미를 어느 정도 느끼는
지 실험 했는데 인공 수평선을 이용하여 외부 세계
와 시각 기준이 있었을 때 멀미증상이 덜 나타났다
[12].

그림 1 위쪽 사진은 멀미를 완화시키는데 사용한
무인도 프로그램이고 아래쪽 사진은 피실험자들에게
플레이 시킨 팀 포트리스 2
4.2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한 컴퓨터는 Intel(R) Core(TM) i54670 CPU 3.4GHz와 12GB RAM, 그리고 3GB
RAM을 가진 GIGABYTE R9 280X WindForce 3X
OC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였다. 무인도 프로그램은
Unity 3D를 사용하여 개발 되었으며 오큘러스
DK2를 사용하였다. 파도와 갈매기 소리도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되게 하여 들려 주었다. 멀미 측정 방식
은 Simulator Sickness Questionnaire(SSQ)의 짧
은 버전인 Short Symptoms Checklist(SSC)를 사
용하였다[15]. 실험에 사용한 SSC는 Headache(두
통), Eyestrain(눈의 피로감), Blurred Vision(시야가
흐려짐), Sickness(메스꺼움) 총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10까지의 점수로 측정하였다. 실험 시간
은 총 20분으로 설정 하였으며, 피실험자 들에게는

3.2 기분 전환을 통한 멀미 완화
음악을 듣거나 민트, 라벤더 같은 아로마 향을 이
용하여 기분전환 거리를 만들어서 멀미를 잊게 만드
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며 생강 맛 사탕 같은 것도
효과적이다[13].
3.3 느리고 깊은 숨을 통한 멀미 완화
호흡을 조절해서 멀미를 완화 시킬 수도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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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작 전에 현재 상태를 작성하게 한 후 15분
동안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플레이 도중 5분 마다 현
재 상태가 어떤지 구두로 물어보고 작성 하였고, 15
분이 지난 후 5분간 바닷가 소리(파도, 갈매기)가
들리는 무인도 프로그램을 실행 시켜 수평선을 응시
하게 한 후 현재 상태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
험 하였다.
표1. SSC의 평균값
Headache Eyestrain Blurred Sickness
SSC
Mean
vision
Score
Pre

0.429

1

0

0

5min

1

1.714

0.286

1.143

10min

1.571

2.714

0.571

2.571

15min

2.143

3.857

1.143

4.571

5min
test

1.571

3.571

1.143

2.571

4.3 결론
표 1의 결과를 보면 멀미를 완화시켜주는 비 약
리학 대책을 바탕으로 만든 무인도 프로그램이 멀미
의 Headache와 Sickness부분에서 완화 시켜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험의 대조군인 눈을 감고 5분
간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 시켜준다. 또한
Eyestrain부분에도 미약하게 나마 완화 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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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갖추 고 있어야 한다. 교 수 설계에서는 수 업의 과정을 교 육 목 표 의 달성에
초 점을 두 면서 교 육 목 표 달성을 위한 효 율 적이고 유 기 적인 과정을
의미 한다. 교 수 설계의 바탕이 되는 대표 적인 모 델로 서 ADDIE 모 델과
ASSURE 모 델을 간략하게 리 뷰 하고 이를 바탕으 로 뉴 미 디 어에 최적화된
교 수 설계 모 델을 제시한다.

요 약문
정보 통 신 기 술 의 발달에 따른 새로 운 미 디 어 기 술 이 교 욱 분 야에
도 입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기 존 의 대표 적인 교 수 설계 모 델인 ADDIE
모 형과 ASSURE 모 형을 리 뷰 하고 새로 운 미 디 어를 활용 한 교 수 설계 시
기 존 모 델의 한계를 조 사한다. 이를 바탕으 로 한계점을 극 복 하기 위한
뉴 미 디 어 교 수 설계 모 형을 제안한다.

- ADDIE 모 형
교 수 설계의 일반적 절차는 일반적으 로 분 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평가(Evaluation) 단계로 구 분 된다. [2] 그 림-1 에
요 약된 ADDIE 모 형에서는 일반적인 모 델에서 개발된 교 수 자료 를 이용 하여
교 육 하는 과정을 중 요 시하여 실행(Implementation) 부 분 이 추 가되어
있다. ADDIE 모 형은 교 육 공 학 관점에서 매우 기 본 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으 로 구 성되어 있어 교 육 현장과 교 육 과정 개발의 기 본 모 형이면서,
표 준 체제지향 교 수 설계 모 형으 로 삼고 있다 [3].

ABSTRACT
With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new media technologies are
introduced to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a new media
instructional system desig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odels from critically reviewing ADDIE and ASSURE.

주 제어
뉴 미 디 어, 교 육 모 델, 상호 작용

서론
디 지털, 네트 워킹, 및 컴퓨 팅 기 술 에 기 반을 둔 뉴 미 디 어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여러 분 야와 결합되고 있다. 교 육 분 야에서
전자 매체의 활용 은 1997 년 교 육 정보 화 사업을 시작으 로 , 2011 년부 터 는
스 마트 교 육 이라는 슬 로 건 하에 다양한 전자 매체를 교 육 현장에
본 격적으 로 도 입해오 고 있다. 또한, HCI, 웹 기 술 및 인터 넷 매체를 활용 한
E-Learning 과 모 바일 기 기 를 활용 한 학습 으 로 서 시공 간에 구 애를 받지
않는 M-Learning, 언제 어디 서나 모 든 단말기 를 통 해 자유 롭 게 학습 할 수
있는 U-Learning, 및 게임 콘 텐츠 를 교 육 에 이용 해 학습 효 과를 높 이고 자
하는 G-Learning 등 다양한 뉴 미 디 어를 활용 한 교 구 들 이 등 장하고 있다.
뉴 미 디 어는 사용 자 중 심의 미 디 어로 서 기 존 의 미 디 어 보 다 높 은
상호 작용 을 통 해 능 동 적인 참여와 지속 적인 흥 미 유 발이 가능 하다.
뉴 미 디 어의 특 성을 효 율 적으 로 활용 하는 교 육 프 로 그 램의 개발과 적용 은
교 육 분 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 로 기 대되고 있다. [1]

그림

1 . A DDI E

교수설계

모형

- ASSURE 모 형
미 디 어 교 수 법에서는 미 디 어를 교 수 학습 의 정보 전달의 도 구 로 서 뿐만
아니 라 교 수 학습 의 중 요 한 구 성요 소 로 서 더 욱 포 괄적인 의미 를 갖게 된다
[4]. 교 수 매체를 효 과적이고 체계적으 로 활용 할 수 있도 록 선정․ 개발
과정을 쉽게 도 와주 기 위한 ASSURE 모 형[5] 역시 ADDIE 모 형의 틀 을 크 게
벗어나지 않으 면서, 매체를 활용 하여 학습 자들 이 학습 효 과가 높 아지는
것을 강조 한 매체활용 의 대표 적인 모 형이다. 표 -1 에 요 약된 ASSURE
모 형은 절차 및 요 구 분 석, 교 재분 석, 매체 설계, 시제품 (Prototype) 실현,
체제 실행 등 의 과정을 포 함하고 있으 며 , 교 사가 매체와 수 업자료 를
학급 에서 사용 하려 고 계획할 때 적용 하기 용 이한 모 델이다 [6].

전통 적 교 수 설계
- 개요
교 수 설계란 내용 , 방법, 평가 등 에 이르 는 교 수 체제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합리 적으 로 구 성하고 조 정하는 전략적 과정이다. 수 업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모 든 요 소 를 고 려 하고 , 개발된 프 로 그 램이 실현
가능 성이 있어야 하고 , 프 로 그 램 계획에서 논 리 적인 체계성과 합리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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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절차를 따르 지만 설계 후 매체선정 부 분 을 분 리 하여 매체 선정의
중 요 성을 강조 하였으 며 실행 단계에서 인터 랙션을 고 려 한 실행 계획
설계와 이를 고 려 한 설계의 중 요 성을 고 려 하여 매체 선정 후 실행 계획을
하고 이 과정을 반복 적으 로 최적화하는 과정에 의해서 제안된 뉴 미 디 어
교 수 설계가 기 존 모 델과의 차별성을 갖게 된다.

1 ASSURE 모형 [6]

그림 2. 뉴미디어 교구 개발 단계

뉴 미 디 어 교 수 설계

그림 3. 뉴미디어 교수 설계 모형

- 기 존 모 델의 한계

결론

ADDIE 모 형은 뉴 미 디 어를 활용 한 교 수 설계에 있어서 기 초 적인 틀 을
제공 한다. 하지만, ADDIE 모 형은 매체와 교 수 법에 따라 지엽적으 로 세부
사항들 을 변형하여 사용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매체의 특 성을
효 율 적으 로 활용 할 수 있도 록 제시된 ASSURE 모 형은 올 드 미 디 어 활용
중 심으 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 에 뉴 미 디 어의 특 성을 고 려 한 교 구 및 교 수
설계 적용 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본 논 문 에서는 기 존 의 ADDIE 모 형을 바탕으 로 뉴 미 디 어의 인터 랙션 특 성을
고 려 한 새로 운 뉴 미 디 어 교 수 모 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 델의 효 율 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정량화된 방법과 이에 따른 검증 이 추 후 연구 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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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수 설계에서 중 요 한 요 소 중 에 하나는 교 수 매체 선정이다. 일반적으 로
교 수 매체는 수 업내용 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 상호 작용 하는 통 합된
교 수 제체 속 에서 역동 적인 하나의 구 성요 소 로 작용 한다 [7]. 매체활용 은
교 육 목 표 를 효 율 적인 방법으 로 전달하여 의사소 통 을 촉 진시키 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수 단 또는 제반 체제를 말하며 , 교 수 와 학습 자 사이에
학습 내용 을 전달하는 모 든 수 단을 의미 한다 [7]. 뉴 미 디 어는 기 존 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 자의 반응 에 반응 하고 그
반응 에 대한 피 드 백 또는 결과를 제공 하여, 유 아의 능 력과 상상력을
확대시키 는 도 구 가 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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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디 어를 활용 하는 교 육 에서는 미 디 어를 통 한 정보 획득 이나 새로 운
표 현 형태를 위한 제작 등 에 이르 기 까지, 다양한 교 육 주 제와 교 육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미 디 어 교 수 법은 일반 교 수 법의 맥락에 연결되어있지만,
적용 형태에서는 차이를 갖는 다 [4]. 따라서, 뉴 미 디 어 교 구 는
올 드 미 디 어와 다르 게 감각을 자극 시키 고 , 다양한 인터 랙션(Interaction)을
생성해야 한다. 이러 한 뉴 미 디 어의 특 징을 고 려 한 교 구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 로 그 램내용 개발과 디 바이스 선정이 순 차적인 과정을 따르 기
보 다는 그 림-2 에서와 같이 연계적이고 회기 적인 반복 적인 최적화 과정을
통 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최적화의 과정에서 학습 의 효 과와 목 적을
고 려 한 자극 설계화 자극 의 전달과 전달에 따른 피 드 백을 고 려 한
인터 랙션 설계가 함께 고 려 되어야 보 다 효 율 적인 교 구 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 사항을 고 려 하여 ADDIE 모 델을 기 반으 로 그 림-3 에서
뉴 미 디 어 교 수 설계 모 형을 도 식화 하였다. 기 본 적으 로 ADDIE 모 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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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교 육 방법의 교 육 공 학적 이해,
교 육 과학사, 2011.
6. [6] 우 미 향, ASSURE 모 형을 이용 한 교 수 매체 선정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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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앱을 개발하여 교 과과정을 통 한 정보 디 자인에 대한 새로 운 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요 약문
본 연구 에서는 교 과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 바일 웹앱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서 서비 스 디 자인 방법론 을 도 입하여 모 바일에서 교 과 과정
정보 제공 을 위한 요 구 사항을 도 출 한다. 이를 바탕으 로 대상 시스 템인
KGIT LIS(Learning Information System)의 교 과과정에 대해서
효 율 적으 로 정보 를 전달할 수 있는 모 바일에 웹의 정보 디 자인을
제시한다.

KGIT LIS SYSTEM
KGIT CAST 는 핵심 미 디 어 기 술 영역 중 심 (Core Technologies), 전문 화된
교 육 과정의 세부 전공 중 심역역 (Academic Fields), 학생 관심 분 야 중 심
교 육 과정디 자인 (Student-Centered), T 자형 융 합 교 육 중 심의 교 육 과정
(T-type Convergence) 등 을 하나로 통 합하는 KGIT 의 교 육 모 델이다.
현재 웹상에 구 현된 교 과 과정 정보 들 은 수 동 적이고 수 직적이며
평면적으 로 정보 들 이 제시되어 있다. 즉 , CAST 에 대한 구 조 는 어느 정도
잘 제시되어 있으 나 일반인이나 학생들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정보 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웹상에서 교 과목 만 나열되어 있고 교 과목 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 은 전혀 제공 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차별화된
교 육 과정을 부 각시키 는 데 한계가 있다.

ABSTRACT
We design mobile web app which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academic course more easily. To this end, exploiting the
methodology of the service design,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design of academic course on mobile are defined. With these
foundation, we propose an information design of academic courses
on mobile web app for the target system of KGIT LIS (Learning
Information System) to provide an efficient delivery of information.

본 연구 에서는 KGIT 교 과과정에 대한 정보 를 제공 하는 모 바일 LIS
구 현을 목 표 로 하고 있으 며 , 이러 한 목 표 에 따른 KGIT LIS 시스 템의
구 현을 통 해서 해결해야 할 문 제 중 에서 정보 디 자인 관점에서의 문 제
정의는 다음 과 같이 나열될 수 있으 며 정보 디 자인은 이 문 제를 해결하는
방향으 로 디 자인한다. 1. 화면크 기 의 제한을 고 려 한 정보 의 구 조 2.
화면크 기 를 고 려 한 텍스 트 와 이미 지 구 조 및 정보 배치 3. KGIT 의
CAST 교 과 과정의 독 창성/차별성/우 수 성 부 각 4. Core Technologies 에서
과목 의 연계성 이해 증 진 5. Academic fields 에서의 기 초 /융 합/심화의
차별성 이해 증 진 및 융 합 과목 에 대한 이해 증 진 6. Student
Centered 의 학생선택 교 과과정의 쉬운 이해 7. T-type
convergence 에서 융 합의 쉬운 이해 증 진 8. 각 교 과별 정보 내용 및
정보 제시 방법과 같다.

주 제어
교 과과정, 정보 디 자인, 웹앱, 서비 스 디 자인

서론
웹상에서 효 율 적인 정보 디 자인을 위해 FLEX, 실버 라이트 . jQuery, HTML5
등 리 치 인터 랙션 기 술 들 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 시각화
방법들 이 시도 되었다. 그 예로 는 IBM 의 many-eyes, 스 마일 위젯
타임라인, 스 위블 등 이 있다. 위 사이트 들 을 살펴 보 면 다양한 분 야에서
사용 자에 초 점을 맞춰 커 뮤 니 케이션을 위한 정보 전달의 효 율 성을
증 진하는 방법에 집중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GIT LIS 를 위한 정보 디 자인
본 연구 는 서비 스 디 자인 프 로 세스 를 중 심으 로 KGIT 의 사용 자들 의
Needs 를 파악하여, 그 Needs 를 바탕으 로 효 과적인 콘 텐츠 정보 디 자인을
구 현한다.
정보 디 자인의
내용 (Content),
구 조 (Structure),
형식(Form)이라는 세 가지 요 소 를 이용 하여 목 적하는 가치를 만족 시킬
수 있도 록 정보 를 조 직화 한다. 내용 적인 관점에서 크 게 CAST 가 어떻게
구 성이 되었는 지, CAST 내의 요 소 가 되는 각 과목 별 내용 즉 ,
강의개요 /주 차별 주 제/메타 정보 등 을 포 함시킨다. 즉 , 사용 자가 필요 로
하는 정보 를 파악하여 기 초 , 심화, 융 합 단계로 나뉜 KGIT 의 교 과과정의
정보 가치를 높 이고 , 사용 자가 쉽고 빠르 게 전달 받을 수 있도 록 모 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된 정보 디 자인을 실행한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 의 홈 페이지는 화려 한 시각적 요 소 나 단순 한 홍 보
위주 의 웹사이트 가 제작이 되고 있는 반면에 모 바일에서의 직관적
인터 페이스
개발에
있어서는
미 진하다[1].
현재
KGIT(한독 미 디 어대학원대학교 )의 웹을 살펴 보 면, 교 과과정에 관한 정보 가
존 재하지만 정보 가 부 족 하고 , 정보 의 전달과정이 효 과적이지 못 하다. 예를
들 어, 현재의 웹에 명시된 교 과과정을 살펴 보 면 과목 의 이름 과 학점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교 육 이 이루 어지는 지에 대한 세부 적인 내용 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웹앱의 개발이 미 비 하여 모 바일 상에서의 정보 의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 어지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사용 자들 에게
스 마트 기 기 의 화면에서 KGIT 의 교 과과정을 효 과적으 로 전달하고 손 쉽게
접근 할 수 있으 며 , 신속 하고 설득 적으 로 정보 를 제공 하기 위한 모 바일

서비 스 디 자인은 서비 스 제공 자와 서비 스 소 비 자의 관계에서 핵심이
되는 Needs 를 파악하는 데 있다[2]. 따라서 이 방법론 을 통 해 사용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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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를 파악하고 , 이를 반영한 정보 설계 방향은 다음 과 같다. KGIT LIS
웹엡을 통 해 쉽고 빠르 게 정보 제공 을 받음 으 로 써, 실시간으 로 정보 를
찾아보 지 못 해 아쉽다는 부 분 을 해결한다. 특 히, 단순 한 교 과과정
개요 만으 로 파악하기 어려 운 융 합교 과에 대한 이해가 용 이하도 록
설계한다. 또한, 교 과 설명과 자신의 교 과과정을 사용 자 중 심의
인터 렉티 브 한 정보 를 설계하고 제공 함으 로 써 사용 자들 의 접근 성과
사용 성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 로 다른 학생들 과 서로 교 과 설계
그 래프 (Time Table, T-type), 작업 결과물 등 을 공 유 하여 타 학생들 의
교 과 과정 설계를 참조 하여 자신의 교 과 과정 설계를 해 나갈 수 있는
정보 를 제공 한다. UI/UX 디 자인의 Tone & Manner 에 맞추 어 수 동 적인
계층 구 조 나, 단순 한 표 형식을 벗어나 사용 자의 Needs 와 학생들 의 교 과
이수 상태를 적용 하여 사용 자중 심의 인터 렉티 브 한 정보 설계 및 디 자인을
통 해 정보 력을 풍 부 하도 록 하였다.

교 수 님의 기 본 적인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으 며 메뉴 안에 아이콘 은
교 수 님들 의 얼굴 을
그 림-3 에서처럼 캐리 커 쳐(caricature)로
보 여줌 으 로 써 재미 요 소 를 더 하여 표 현하였다. 또한, Survey 를 통 해
교 수 님들 별로 수 업하시는 리 스 트 를 원하는 학생들 의 Needs 를 반영한
'교 과목 살펴 보 기 ' 아이콘 을 통 해 교 수 님의 교 과목 List 를 확인하고 ,
List 중 터 치한 과목 은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도 록 연동 시켰다. 교 과목
상세페이지에서는 풍 부 하고 체계화된 정보 중 심으 로 사용 자에게 보 다
효 과적이고 다양한 정보 를 전달 하고 자 하였다.

KGIT LIS 를 위한 정보 디 자인 결과
- Student Centered 페이지

그림 2. T-type Convergence 페이지

그 림-1 에서 보 여주 듯 이 페이지 첫 화면에서 Student Centered 영역의
정보 를 제공 하고 , 현재 재학 중 인 학기 까지의 영역이 맵핑된 TIME
TABLE 을 길게 터 치하면 Tutorial 설명의 팝업이 제공 된다. 또한,
‘미 래교 과목 맵핑하기 ’를 통 해 수 강예정 과목 들 을 학기 별로 맵핑하여
미 래 교 과 설계를 할 수 있다. 맵핑된 블 록 을 터 치하면 해당 과목 들 이
팝업으 로 뜨고 , 과목 을 길게 터 치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 한다.
마지막으 로 카메라 아이콘 을 통 해 My Page 의 My Gallery 에 자동 으 로
캡처 후 저장되는 기 능 을 제공 한다.

그림 3. Course Details 페이지

결론
본 연구 에서는 KGIT 의 CAST 교 과과정을 중 심으 로 정보 를 체계화하고
구 조 화시키 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 로 설계를 진행 하였다. 정보 를 전달함에
있어서 불 필요 한 요 소 를 찾아내고 제거 하여 효 율 성을 향상시키 고
부 가가치를 높 일 수 있는 해결책을 도 출 함으 로 써 사용 자에게 정보 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해 다양하면서도 효 과적으 로 정보 를 가공 하며 활용 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사사
그림 1. 사용자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

이 논 문 은 2013 년도 서울 미 디 어대학원 엑스 프 로 그 램 지원을 받아 수 행됨
연구 임 (KGIT-X-2013-1-012-C)

- T-Type Convergence 페이지
'T 자형 융 합 교 육 '의 모 델인 T-type 의 형식을 유 지하며 , 학생 자신이
수 강한 교 과들 을 기 초 , 심화, 융 합의 구 분 에 따라 T 자의 그 래프 에
맵핑되어 표 현된다. 그 림-2 에서 T 를 중 심으 로 하얀색으 로 표 시된 부 분 은
수 강한 과목 들 을 나타내고 있다. Student Centered Page 의 TIME
TABLE 과 같은 형식의 맵핑 기 능 과 카메라기 능 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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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에게 실시한 Survey 결과를 토 대로 학생들 이 가장 필요 로 하는
정보 중 심으 로 메뉴 를 분 류 하였고 , '더 보 기 '아이콘 을 통 해 강의계획서의
전체적인 정보 를 얻을 수 있도 록 하였다. PROFESSOR Menu 에서는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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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플라인 신호 모델을 이용한 심전도 기반 사용자 인증
ECG-Authentication Using B-Spline Sig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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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ize the L2 distance between 0.64-second

요약문

width B-spline template and each pulse of all 5

본 논문에서는 비-스플라인으로 모델링 된 심전도

ECG pulses. Then, resulting B-spline template was

신호를 템플릿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을

used as a common template to best represent given

제안한다. 심전도 사용자 인증은 데이터 수집, 전처리

5 pulses. Dynamic time warping (DTW) was used

단계, 템플릿 생성, 인증 또는 결정단계로 구성된다. 본

to measure the difference between two B-spline

연구에서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인 PhysioNet 에서

templates and then IIDR (inter intra distance ratio)

제공하는 단일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and AUC (area under curve) were obtained. The

데이터는 R 피크를 기준으로 0.64 초 너비의 단일

authentication performance of our proposed

맥박으로 나누어졌으며, 이를 5 개의 맥박으로 다시

method was compared with that using

모아서 한번의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의 단위로

conventional template method of averaging given 5

사용하였다. 0.64 초 너비의 비-스플라인 템플릿이

pulses. Our proposed B-spline template method

주어진 5 개의 맥박과 최소 L2 거리를 갖도록

yielded up to 15% IIDR improvement and up to

파라메터를 최적화 하고, 결과는 주어진 맥박들을 가장

2.7% AUC improvement over conventional average

잘 표현할 수 있는 공통 템플릿으로 사용되었다. 동적

template method.

시간 워핑 (DTW) 기법을 이용하여 공통 템플릿간의
거리를 측정, 이를 바탕으로 인증 성능을 나타내는

주제어

IIDR(Inter Intra Distance Ratio)과 AUC(Area Under
Curve)를 계산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기

생체정보 (Biometrics), 심전도(Electrocardiogram),

위한 대조군으로 주어진 5 개의 맥박들의 평균을

비-스플라인(B-Spline), 동적 시간 워핑 (Dynamic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 성능을

Time Warping), 사용자 인증 (User Authentication)

측정하였다. 제안된 비-스플라인 템플릿을 사용할

서론

경우 평균 템플릿을 사용할때보다 최대 15% 향상된

사람들의 활동반경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 그들이

IIDR, 최대 2.7% 향상된 AUC 성능을 보였다.

만들고 기억해야하는 비밀번호 종류가 늘어나게

ABSTRACT

되었다. 만약 편리함을 위해서 한종류의 비밀번호만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ECG based user

사용한다면, 하나의 웹사이트만 해킹 당해도 위험성이

authentication method using B-spline signal model.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ECG based user authentication consists of data

여러 종류의 비밀번호를 만들게 된다. 생체 신호는

collection, pre-processing, template generation,

사람마다 고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and decision. Public 1-lead ECG database from the

때문에, 이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보안성을

PhysioNet was used in this study. ECG data was

가지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생체 신호를

divided into individual pulses with 0.64-second

이용한 사용자 인증 연구가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window whose center is the R-peak of an ECG

[1]. 심전도(ECG) 역시 사람마다 고유한 심전도 파형

pulse and then group 5 pulses as one unit for user

특징들을 이용하여 인증에 사용될 수 있다 [2]. 이를

authentication. B-spline template for given 5 ECG

위해서는 잡음 속에서 각 파형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pulses was obtained by parametric estim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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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생성

중요하다. 아래의 그림 1 은 심전도의 단일 맥박 파형을
나타낸다. 좌측부터 P 파형은 심방의 탈분극에 의해

템플릿은 평행 이동이 가능한 0.64초 길이의 비-

형성되며, QRS 컴플렉스 파형은 심실의 탈분극에

스플라인 템플릿을 각각의 맥박(총 5개의 맥박)과

의해 형성되고, T 파형은 심실의 재분극에 의해서

비교하여 최소 L2 거리를 갖는 최적화된 비-

형성된다 [2].

스플라인 템플릿을 생성하였다.
비-스플라인 템플릿인 𝑔(𝑥)는 다음의 식과 같이
모델링되었다 [5].
D
G
&?1 𝑐& 𝜔(E

𝑔 𝑥 =

− 𝑖), 𝑓) 𝑥 = 𝑔 𝑥 − 𝑡)

(1)

𝑐& 는 비-스플라인 계수이고, 𝜔(𝑥)는 비-스플라인
함수이며, 𝑓) 𝑥 는 주어진 각각의 맥박 신호이다.
템플릿의 너비가 0.64초로 주어져 있으므로 𝑚은
비-스플라인 계수의 개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𝑚 =
1 이라면 비-스플라인 계수는 주어진 신호의
샘플수와 같은 숫자, 즉 100%를 갖게 된다. 만일
𝑚 = 2가 되면, 비-스플라인 계수는 주어진 신호의
그림 1. 심전도(ECG) 단일 맥박 파형

샘플수의 50%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신호
샘플수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파형의 특징을

6.25%, 12.5%, 25% 개수의 비-

스플라인 계수를 사용하였다. 식 (1)은 행렬-벡터

찾아내는데, 시간영역, 주파수 영역, 다항식 접근법

표기법으로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표현된다 [5]:

등을 사용했었다 [3]. 본 연구에서는 시간영역에서 비-

𝑓) = 𝑊 𝑡) 𝑔

스플라인 모델을 차용한 차원 감소를 통해 잡음 속에서
안정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2)

𝑊(𝑡) )는 평행 이동 벡터들로 구성된 행렬인데, 식
(1)로부터 비-스플라인 보간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총 5개의 맥박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 (2)를 한

실험방법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𝑊(𝑡1 )
𝑓1
⋮ =
⋮
𝑔
𝑓3
𝑊(𝑡3 )

생체정보 기반 사용자 인증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
전처리 과정, 템플릿 생성, 결정 및 인증의 4 단계를
거친다 [4].

주어진

• 데이터 수집

(3)

𝑓) 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𝑔 (또는 비-

스플라인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식 (5)가 최대한

공개 데이터베이스인 PhysioNet에서 제공하는

만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를

데이터 중, 인증 관련 연구에 사용된 바 있는

설계하였다:

단일유도 심전도 신호의 ECG-ID 데이터베이스를

1
min
7,9: ,⋯,9< 2

사용하였다. ECG-ID 중 20명으로부터 측정된 각
한 레코딩 씩, 총 20개의 레코딩을 사용하였다. 각

3

𝑓& − 𝑊(𝑡& )𝑔

>

(4)

&?1

레코딩은 20초간 500Hz로 측정되었고 (레코드당

이 최적화 문제는 𝑔(𝑥)와 𝑡) 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평균 20개의 맥박 신호 포함), 필터된 신호와

최적화 하여 풀게 된다. 먼저 고정된 𝑡) 에 대해서는

필터되지않은 신호를 모두 포함한다.

최적화된 𝑔(𝑥)는 폐형 해결책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전처리 과정

→𝑔=

먼저 필터되지 않은 심전도에는 다항식 기법으로
심전도의 추세를 제거하였다. 이후 필터된, 되지

역행렬은

않은 심전도 데이터는 단일 맥박 신호들을 R피크를

1
5

3

𝑊 B1 (𝑡C )𝑓&

(5)

&?1

고정된 𝑡) 의

부호를

바꾸어주면

구해진다. 또한 고정된 𝑔(𝑥) 에 대해서 최적화된

기준으로 0.62초 너비로 선택하였고, 5개의 맥박을

𝑡) 는 다음의 식에 대해서 비선형 최소 제곱법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템플릿 생성에 사용하였다.

사용하여 구한다:

각각의 5개의 맥박 신호들을 평균하여 이를
대조군인 템플릿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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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2

3

𝑡1 , ⋯ , 𝑡3 ; min

𝑓& − 𝑊(𝑡& )𝑔

>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평균 템플릿보다 더 높은

(6)

IIDR 값과 AUC 값을 보였다.

&?1

최종적으로 비-스플라인 템플릿 𝑔 가 얻어진다.

이후에는, x 축 평행 이동 상수 뿐만 아니라, y 축 평행

최적화 초기 값으로는 𝑔 에 대해서 대조군인 평균

이동 상수를 고려하는 연구 및 더 많은 데이터, 혹은

템플릿을 사용하였으며, 𝑡) 는 0을 사용하였다.

착용 기기(Nymi)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뢰도
높은 성능 평가를 할 것이다. 또한, 자기회귀모델을

• 결정 및 인증

통하여 신호의 특징을 추출하거나, SVM 과 같은 인증

템플릿 간의 거리 계산은 동적 시간 워핑 (DTW)를

방법도 시도할 예정이다.

사용하였으며 [6], 이를 바탕으로 인증 성능이
측정되었다. 측정에는 다음과 같은 식의 II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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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Intra Distance Ratio)이 사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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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ing from the two-dimensional nature of printed matter
to the three-dimensional environment of digital cyberspace.
If, for designers, interface space were real three- or fourdimensional space, rather than the two-dimensional plane
generally encountered, today’s general typography would
not be applicable. In a previous study [20], we argue for the
importance of users’ emotional satisfaction for increased
usability of mobile Internet services. For this, we attempted
to prioritize the importance of design as an evaluative basis
for GUI design. Accordingly, a GUI evaluation model was
suggested that can be used to predict a user’s design needs
and interface trend by targeting the five elements of color,
shape, layout, text/typeface, and graphic/icon. This model
was conceptualized as a GUI support system, which
provides direct support for prototype design and the
evaluation process by structuring key content of the GUI
design evaluation method. Our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the emotional needs of users were considered in the
interface design process. In a follow-up study [13], we
focused on the emotional needs of users regarding
typeface/font (typography) among the five GUI components.
Furthermore, we argued that typography that integrates
transparency and reflectivity in interface design would be a
design trend of the future. This remain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a direction for typeface/font design by grafting the
theory of “windows and mirrors” [5] as posited by Bolter
and Gromala (2003). If previous studies [13, 14, 18, 19, 20]
presented an interface design strategy through evaluation of
users’ emotional satisfaction, this study, as an extension of
research by Jeong and Chen (2009), presents an in-depth
view of the design strategy by examining the effects of
brand involvement on user preferences in GUI typography.
Our research methods were developed in light of an
academic literature review, prior studies, and various types
of verification after completing a user-centered design
(UCD) project. The investigation methods used include
survey, heuristic evaluation (HE), and focus group
interview (FGI).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through a
survey that measured unconscious and natural expressions;
interaction between subjects was carefully observed to
collect extensive and in-depth data to be used to meet the
research objectives.
BACKGROUND ON INTERFACE ATTACHMENT

Jacob Nielson (1993) defined usability as a complex
concept composed of multiple sub-concepts.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O/IEC 9126, usability is defined by
ease of use, understanding, and operation [22]. Although a
usability evaluation has been conducted numerous times in
the past, the reality is that evaluating emotional satisfaction
[20], which reflects users’ aesthetic needs, has been
overlooked due to difficulty in quantization. In these
circumstances, the attempts to develop an aesthetic
assessment [13, 14, 18, 19, 20], namely an emotional
satisfaction evaluation system, by melding interface design
aesthetics and Nielson’s definition of usability could be
called innovative. More than 70% of human perception is

visual, so the importance of the GUI cannot be overstated.
A good interface rejects the notion of competition between
function and aesthetic elements because design works
within the range defined by the demand for resolving
communication problems. Unlike the fine arts, GUI design
always has consequences in real-world implementation. In
many aspects, aesthetic elements that do not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usability should be discarded.
Fortunately, the range for aesthetic expression is still wide
open, within certain constraints [21]. The success of any
given product happens when consumers prefer it to
competitors [8], and consumer preference is influenced
mostly by design [4]. The framework of Bloch’s consumer
response model [4] makes it possible to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erence and design, and image and
design by analogy. This shows that personal preference and
situational factors interact to work as the intervening
variable for final preference [13]. If Renaissance painters
applied linear perspective to gain transparency, a GUI aims
to maintain transparency on computer screens [14].
Computer designers and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 professionals still assume that the best interface is
“obvious, simple, and natural.” These precepts are nothing
but variations on the theme of an “invisible computer” (i.e.,
a computer is meant to be unobtrusive) [12]. There are two
perspectives on interface design. One is the practical
perspective espoused by Donald Norman [23, 24] as well as
other HCI professionals. Interface design to them is in
service of information only. The other perspective is of
interaction designers. These two view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the sense that each has an influence on culture
[5]. Indeed, we found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se two
perspectives of interface design [13]. As Sigel (1997) notes,
design influences user experience—after all, web pages are
a visual experience [33]—and typography in today’s
interface design has become the core element in the
communication experience. As designers, we must create
technologies that let users experience digital media clearly.
However, we need to let users see the media reflectively as
well. Both views are necessary to produce desirable digital
products. Reflection has the meaning of rethinking
something by seeing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s of an
object reflected in a mirror. Examining an interface by
seeing it as a window (transparency) as well as a mirror
(reflectivity) will help designers evaluate future needs [13].
RELATED STUDY

Jan Tschichold (1935), whose work has defined our visual
language, has identified the object of transparency as clarity.
However, Jeong and Chen (2009) have pointed out
transparency and reflectivity [12] should be integrated and
harmonized in applying and utilizing fonts in interface
design. Assuring that fonts are easy to read guaranteed the
success of typography in devices with small screens, such
as mobile phones [3]. Yet, Jeong and Chen tried to identify
user tastes and found that typography design as a reflective
interface provides users with an entertaining experience th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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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should be considered [13]. Kim and Jeong (2003)
claim that a GUI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designer’s understanding of users’ emotional needs (for a
new product called “interactive TV” at the time), but
addressed typography only in terms of “readability” and
“legibility” without considering the element of aesthetics
[18]. They adopted a usability evaluation for the interface
design of interactive televisions. In subsequent work, Kim
and Jeong (2004) presented a typography concept, design,
and guidelines for its application in the “development of a
design evaluation method for a wireless Internet standard
GUI.” Unlike television, typography must account for the
limited display environment of a small-screen device and
consider issues of eyestrain, legibility, and readability. As
such, their guidelines suggest an 11-point font size with a
maximum of three kinds of typeface and a minimum of 3.3
mm including the space between the type lines. To ensure
readability on LCD screens, a minimum 11-point sans-serif
font was recommended type [19]. Also, Kim and Jeong
argue for the importance of precise and clear menus and
instructions as a form of typography, and they recommend
setting aside a portion of the screen exclusively for title
design. In particular, Jeong and Song (2004) attempt to
enhance accessibility of the interface menu via effective
design; they examined in detail the comparative experiment
on interface design preference between Nokia and MS
mobile phones [14] in terms of text legibility, readability,
and visibility, as well as typography aesthetics (Figure 1).
Nokia 3650

satisfaction via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n quantified with weighted average (Figure 3).

Figure 3. Emotional satisfaction standard for evaluation.

Among the five elements of interface design, Jeong and
Chen (2009) focused on typography preferences for mobile
interfaces. Since the survey was not intended for
professional users, the word typography was replaced with
font to make it easier for lay users to understand the
survey’s contents. The ultimate goal of the research was to
find a justifiable reason to develop a more experimental
typography, rather than to redesign existing fonts. The ideas
are of a game being played between images and words [13].
TYPOGRAPHY PREFERENCE AND INVOLVEMENT

Numerous studies have defined the meaning of typography
with a general focus on movable type. Although movable
type is considered as “text expressed in design,” its
meaning is expanding. For example, the empty space
created between and around movable text is also raw
material for typographers. By giving meaning to space, the
emotional satisfaction of associated with typography may
be viewed in a new light. What designers should notice
before arranging type and engaging in geometric modeling
is the arrangement within individual elements. Given the
fact that once separate syllables form a word through
arrangement, and individual words form a sentence through
arrangement, it can be said that text possesses the
fundamental property of arrangement. Take the Korean
alphabet (Hangul) as an example. Hangul bears a very
strong property of arrangement, as it features a phonetic and
featural writing system. This characteristic is well-reflected
in the Hunminjeongeum: Hangul uses consonants, vowels,
and final consonants. We considered involvement as a
psychological stage that a user goes through when selecting
typography, and began our study with the hypothesis that
the degree of brand involvement for selecting interface
typography varies according to a user’s product preference.

Nokia 3650

Figure 1. Comparison of emotional satisfaction on typography.

Kim and Jeong (2004) identified layout, menu, color,
graphic/icon, and text [20] as the five elements for interface
design for wireless Internet (Figure 2).

Characterization of Typography

Typography (from the Greek words τύπος typos, “form,”
and γράφειν, graphein, “to write”) is the art and technique
of arranging type to make written language most appealing
for learning and recognition [36]. The arrangement of type
involves selecting typefaces, point size, line length, line
spacing (leading), letter spacing (tracking), and adjusting
the space within letter pairs (kerning) [6]. Type design is a
closely related craft, sometimes considered part of
typography; most typographers do not design typefaces, and

Figure 2. GUI component for usability evaluation.

The design evaluation standard is largely classified into
four distinct criteria based on the results of a previous study
on aesthetic engineering, with three detailed properties
subsequently defined for each criterion. In order to quantify
users’ emotional satisfaction, the 12 properties of the
evaluation standard (3 properties for each 4 criteri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lative importance of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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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type designers do not consider themselves
typographers [2, 26]. In modern times, typography has
played a role in film, television, and online broadcasts to
add emotion to communication [3]. Designs for typefaces
can be created faster with new technology, and for more
specific functions [7]. Ahn (1995) limited the meaning of
typography to movable type, the definition of which
follows. Typos is a Greek noun meaning “blow, mark of the
blow, figure,” the origin of which is found in the IndoEuropean language’s (印歐語)’(s)teu-’; graphia, which has
its root in the Indo-European language’s “gerbh-,”
originating from graphien, which itself refers to
“expression by line or writing and drawing” and means
“writing or drawing.” The Greek typos originated from the
Latin word typus. Later, the word changed to “type,”
referring to archetype, model, symbol. After the invention
of Gutenberg’s movable type, the word also referred to
typography. On the other hand, -graphia became -graphy
and was used in a combined form that came to mean a style
of painting; the art of drawing or calligraphic style; mood;
writing. Typography eventually became “drawing by
movable type” or “writing by movable type,” and later on
“ways to draw by movable type; ways to write by type.”
Through this process, typography came to mean the art of
“letterpress printing” [1]. Jan Tschichold (1935) claimed
that “typography refers to arranging the components within
two-dimensional space” [35]. David Jury (2006) stated that
typography means “all kinds of things written in text” [16].
Emil Ruder (1981) claimed that “the obvious duty of the
typographer is to deliver information in writing,” and James
Craig (1999) defined typography as “a form of technology
(art) that designs with the use of movable type” [9]. As seen
above, the general meaning and etymology of typography
focus on movable type [26].

(graphy). What needs to be noted here is the expression
“drawing,” which implies that the act of “drawing” is just
as important as “type” in defining the meaning of
typography. The meaning of graphy is tied to space, for
type containing a meaning comes to life only when the
intended meaning is expressed through the act of “drawing”
in space. For typographers, the element of meaning is the
extended meaning of space [26]. In an era when typography
was limited to the technical task of letterpress printing, type
was probably just a tool that reproduced text on paper.
As argued by Jan Tschichold, one important task of a
typographer is to arrange components in the given space on
a small screen. This task includes figuring out a meaningful
pattern for arranging the movable type or geometric
composition containing meaning. Un Coup de Dés Jamais
N'Abolira Le Hasard, by Mallarmé1 (1897), is considered a
great representation of the spatial concept of modern
typography. “By using seven different type sizes and
throwing his dice on a large white space in a spread-open
book, he performed arrangement using the sense of a
composer rather than the logic of a compositor” [1]. This
statement ascribes a poetic sensibility to typographic
arrangement, which had been previously conveyed through
language only. Park (2010) mentions works such as
Calligramme, by Guillaume Apollinaire, and Un Coup de
Dés Jamais N'Abolira Le Hasard as the first attempts at
elevating typography beyond a means for facilitating
effective reading and to expand its role into symbolic
imagery [25]. This implies that once the characteristics of
typographical arrangement inherent in type and space are
recognized, type, as well as any design elements, can be
rearranged to reflect a typographical sensibility.
The Involvement of User Preference in the Interface

Movable Type, Space, and Arrangement

Movable type is a system of printing and typography that
uses portable components to reproduce the elements of a
document, usually individual letters or punctuation [25].
However, today’s movable type is regarded as text that is
expressed in design and typography. Moveable type, as an
element of typography, has evolved from a mere lead
letterpress used to relay information to a modern
communication tool that uses abstract composition and
geometrical components to convey meaning [26].
According to Helmut Schmid (1980), “Typography is
language delivery via visual interpretation. There is no such
typography where only reading takes place. A printed
message is all visual impression.” [29]. In typography,
space generally refers to areas unoccupied by movable type.
A formative characteristic of empty space is that, in a sense,
it is an extension of the moveable type that created it.
Therefore, it is awarded the same amount of meaning
imbued to the initial geometric shape that created it [26].
Likewise, the typographer determines arrangement of type
(i.e., geometric composition according to a plan).
Typography is a combination of “type” and “drawing”

The concept of involvement has its roots in the social
judgment theory of social psychology [30, 31,32]. Social
judgment theory focuses on the psychological process
occurring at the root of attitude expression and attitude
changes through communication. Using this theory,
distinction and categorization of stimulation are involved in
the evaluation process for users of mobile devices. C.K.
Freedman (1964) defined involvement as the attention,
interest, and obsession regarding a given issue from a
particular point of view [11]. Using this definition,
Freedman argues that obsession increases as one insists on
a particular point of view, and increasing obsession, in turn,
makes it more difficult to change one’s attitude.
Accordingly, Freedman sees specific intervention for issues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involvement [27]. The
concept of involvement was first applied in the field of
consumer behavior by Krugman [17]. Krugman defined
involvement as “the extent to which one connects the

1

Stephane Mallarmé (1842–1898) was a French poet and
cr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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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of persuasive stimulus provided with the content of
one’s life.” Adopting the degree of a product’s relevance to
consumers, Engel (1989) studied the relevance of price,
complexity of product, differences with alternative products,
and their association with the concept of self [10].
Zaichkowsky (1985) points out that the degree of
involvement is affected not only by the importance of
products to consumers, but also by emotional resonance
with the consumer, and further claims that different
consumers react differently to the same message [38]. Antil
(1984) regards involvement as a degree of personal
importance recognized by the consumer and defines it as
the degree of stimulation caused in special circumstances
[15]. As stated above, the definition of involvement varies
by scholar in the field of consumer behavior. Nevertheless,
in general it refers to the degree of personal relevance or
interest that a consumer holds toward a certain object [38].

Characteristics

Profile
Key Buying Factor
(KBF)
Replacement Period
Usage

-15~24 years
-Students
-Design, functions
-Additional
Functions, Basic
Functions
-22.2 months

-Business
-Entertainment

-Personal Calls
-Entertainment/Info
-12/31/1.8

First, user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premier”
group comprised users with expensive phones. This group
used their phone mainly for business and had longer call
times. The “general” group included users who attempted to
change the typeface on their mobile devices. The
“trendsetter” group included users who were very sensitive
to prevailing styles in technology; design and brand were
important to them, and they were conscious of new features
on various mobile devices. Participants were further
consolidated by including the general group members with
the premiers. Therefore, there were two groups: group 1
(the premiers + general users) and group 2 (the trendsetters).
It was hypothesized that these two groups preferred
different fonts (Table 3).

Definition of User Groups

The typeface, which the users can select in the mobile
interface such as they prefer,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Group 1’ consists of the default fonts that the users interact
first after purchase. ‘Group 2’ includes the loaded fonts that
come with the phone. Seven to ten fonts were pre-loaded in
each phone by various makers. These pre-loaded fonts are
available to users when they prefer to alter the default fonts
in the devices. ‘Group 3’ includes fonts that are available
for downloading to their phones. ‘Group 4’ consists of
favorite fonts that are available in PC computers (Table 1).

Group 1. Default
1. Premier
Group 2. Loaded
2. General users
Group 3. Downloaded
3. Trendsetter
Group 4. PC Font

-Sensitive to trend
-Values function,
design, and Brand
-Adopts innovation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font usage of six mobile device producers in Korea was
compared. The survey on users preference of leading
computer fonts and mobile fonts showed the preference
types and trend, and the result revealed the users’ tastes.
The results could be applied to the basis of emotional
satisfaction and cause analysis for future typography on
small screen devices.

Comparison Test
in User Groups

Trendsetter

-21.5 months

Calls (per day)
-15/33/1.8
/SMS/MMS (per week)

DESIGN RESEARCH PROCESS

Preference Test
in Font Groups

Premier
-Uses the most
expensive phones
-Uses for business
-Has the longest
call time
-20~29 Male
-Self-employed,
white collar
-Functions, brand
-Battery,
additional
functions

2 Group (Premier + Trendsetter)
Group1

Premier

23

General user

48

Group2 Trendsetter

Verification
experiment

111

71

Premier + Seeker
10

182

5

Total
197

15

Table 3. Participants in the user groups.

There were 197 subject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A
pilot study and pre-test were conducted to determine if the
survey was properly designed. The process for user
research was as follows: an interface expert, a visual art
designer, and a typographer divided user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a heuristic evaluation, and analyzed
the interface environment. A pilot test followed with five
subjects to determine preferences for font choice among
normal users. Afterward, a survey was desig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test. A pre-test of the survey was done
with 10 people to check validity. After correcting for a few
minor errors, the survey was done with all 182 subjects
(Figure 4).

1. Premier
2. Premier
seeker

Table 1. Table 1: Grouping for experiments.
Research Method and Process

We have considered several ways to develop design
strategy that could provide entertaining experience to the
users. We also planed the most appropriate method to
justify proposed typography strategy in mobile devices.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mobile phone users in Seoul. The
age of subjects was between 15 and 29 spreading out evenly
in each age bracket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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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was conducted on an individual basis (Figure
10).

INVOLVEMENT VERIFICATION

Despite the findings of the user preference survey, it is
unclear whether the results strictly reflect typography
preferences, given that mobile phones are high-involvement
products. This is because the screen, which serves as the
background for typography, varies in design layout and
color by manufacturer, which potentially causes
involvement in typography of their own. To verify whether
brand involvement affects GUI typography preference
results,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main variable
affecting the survey was needed. As such, additional
experiments were conducted regarding four tasks (Table 4).
Objects

Typography Preference Test

Task 1

Preference for default font by producer

Task 2

Preference for loaded font in device

Task 3

Preference for downloaded fonts + PC fonts

Task 4

Combination of default type + loaded fonts

Figure 10. Card sorting tesk.
Standardization of Background for Typography

To confirm whether brand involvement affects user
preferences, an identical environment and conditions
needed to be established. As such, we decided to use a
single background design for the screen display as opposed
to the various background designs predetermined by
manufacturers. A basic screen background was designed by
our design team using gray and blue color only. They were
CYON 10, Anycall 7, canU 6, KTF 5, SKY 3,
MOTOROLA 3 cards. The design was created by selecting
four screens and downloaded fonts that were highly
preferred for the PC. Participants were permitted to check
user preferences only for the typography itself (Figure 11).

Table 4. Tasks for Focus Group Interview (FGI) verification.
Conceptualization &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Main
Variables

The key concepts of the variables described in our
hypothesis were redefined into measurable variables,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which are as follows:
Typography

The narrow view of text was extended to what it came to
mean in design and typography. The empty space (negative
space) created between and around type was also
considered material for typographers, thus giving it
formative meaning. Before devising a blueprint for devices,
however, designers need to note arrangement within the
text itself. Hangul was selected as the study language
because of the strong arrangement element inherent in its
characters. Arrangement, as a design in typography, serves
to reflect the symbolic image. In our actual experiment, we
wanted to use a non-technical term that anyone can readily
understand in order to ensure study participants’
comprehension. Accordingly, the technical term typography
was replaced with general terms such as typeface and font.

Figure 11. Screen design for typography.
Result and Analysis of Involvement Verification

As typography was set on a unified screen, as opposed to
varying screen layouts and designs predetermined by
mobile phone manufacturers, participant preferences for
movable type, space, and arrangement c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Involvement

Users’ typography preferences involved differentiation and
categorization of stimulation such as frequency of exposure
to an existing interface. The concept of involvement was
used as a main variable to examine the process of
preference identification and associated changes, as well as
the problem of distortion, which arises when users go
through the process of determining preferences.

Task 1. Default Typography by Producer

Preference for the Anycall Gothic font was high at 40%. On
the other hand, a preference for Casio, KTF, and Sky,
which had a colorful background screen of green and red,
did not emerge. This proved that color, layout, and
arrangement affect preferences (Figure 12). We can see that
simplicity and clarity are required to develop a successful

Card Sorting Task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present the typography they
want to use on their personal mobile phone by arranging
cards. To prevent sharing of ideas between participan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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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font; that is, geometric structure, simplicity of
typographical elements, moderate expression, tall
characters (slim shape), legibility, and readability all need
to be considered.

Task 2: Interviews in FGI
Kid font
(CanU)

- It easier to view than general Gothic
- Differentiated and highly visible

- It is not common, but not so different as to stand out
Iris
- It has its own personality
(Anycall)
- It is slim and easy to read
Table 6. FGI for comments of typography in device.
Task 3. Preferring Typography on Download + PC

As for user preference for downloaded fonts, including PC
fonts, the results varied from existing data. This is where
brand involvement emerges as a consideration, given that
Anycall fonts were not included (Figure 14).

Figure 12. Task 1: determining the preference for a default
font.

The simplicity, slimness, readability, Gothic family, and
balance are strong determinants of preference for the
default fonts offered by the four mobile phones (Table 5).
Task 1: Interviews in FGI
- Basic and slim
- Easy to read and organized
- Good readability
- Comfortable to see regardless of bolding or
CYON
negative space
- Although it is general Gothic, it is also well
LGT
balanced
(Serenity)
- Positive that that the font is not too square
- It is neat at a glance
Gothic
- It stands out and is easy to read
(Motorola)
- Highly readable
Gothic
(Anycall)

Figure 14. Task 3: Preferred fonts for PC versus download.

In the case of Yoon-gothic on PC and Oddball for
downloads, the reasoning for preference was divided. This
is because, if Yoon-gothic is classified as rational
typography, Oddball is considered emotional typography
(Table 7).
Task 3: Interviews in FGI
Yoon-gothic - Easy to view and highly readable
(PC)
- Soft and legible
- It has personality and a lasting quality
Oddball
- Feels charming
(Download)
- Other fonts are too formal, traditional, or rigid

Table 5. FGI for comments of default typography.
Task 2. Typography Loaded on Devices

The trend for device typography development includes an
amalgamation of sans serif, Gothic, handwriting typefaces.
A preference emerged for visual characteristics similar to
handwriting as well as typography evocative of fairy tales
(Figure 13).

Table 7. FGI for comments of typography on download + PC.
Task 4. Compose Typography

By arranging cards, the participants created typography
they wanted to install on their mobile phones (Figure 15).

Figure 13. Task 2: Preferring font in device.

Reasons behind preferences for loaded fonts included style
of handwriting, legibility, perceived “personality,”
familiarity, slimness, and differentiation (Table 6).

Figure 15. Task 4: Composing the combination of typography.

Task 2: Interviews in FGI
Chococookie
(Anycall)
Drops
(CanU)

Funky or fancy typefaces, variation, alteration, style of
handwriting, legibility, readability, and identity were
considered (Table 8).

- Feeling good for a style of handwriting
- Comfortable to see and has personality
- Compared to “fancier” typefaces, it is easier to read
- Compared to Gothic, it is more fami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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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graphy, which exists as movable type, and space
interact with each other, giving particular importance to
their complementarity.

Task 4: Interviews in FGI
- I want to make changes with bold typography.
- Handwritten and fancy typography are refreshing.
- When I tire of one typeface, I will surely use a
different type that is easy to read.
Font
- I usually end up using only 2–3 typefaces. There
Composition
is no need for more.
- I want to use my own fancy typography.
- Legibility is more important than fancy type.
- I don’t like fussy typography.

CONCLUSION

Although brand involvement may affect user preference in
the processes of involvement verification and emotional
satisfaction evaluation, its effect was not significant. Given
that mobile phones are high-involvement products, it may
be obvious that typography preference is affected by the
product’s brand identity. However, as evident in naming
conventions, typefaces/fonts have an identity that appeals to
each person’s unique emotional disposition. Donald
Norman, who has been a leader in outlin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usability and rational design, now studies
the importance of design aesthetics and argues that the best
design practices realize all levels of instinct, action, and
reflection [23]. Consequently, interface design for computer
products is an evolving process. Movable type arrangement
in space has different aspects, including Aldus Manutius’
work (Pietro, Bembo, and italic type), Experimentelle Lyrik
by Mallarmé, the asymmetric typography argued for by Jan
Tschichold, and modern deconstructive typography. Hangul,
which was born from Oriental philosophies and science,
opens up the possibility for an infinite interface typography
design that is familiar and beautiful. Hangul, in particular,
is a writing system that bears an inherent sense of
arrangement. The need for a new typography will increase,
as Hangul constantly evolves and typography becomes a
means to express one’s personality and identity on mobile
device interfaces.

Table 8. Composition preferences for typography on screen.
Task: Interviews in FGI

Other suggestions for interface typography development
provided by the participants include:
• “Because of familiarity, I tend to download a style of
handwriting frequently used in blogs.”
• “I want to change the typography according to my mood
of the day.”
• “I prefer emotional typography be developed rather than
rational typefaces.”
• “I hope a typeface preferred by young people will be
identified.”
• “A beautiful font to me is not one with bells and whistles.
I like typography that softly conveys an emotional mood,
like ‘my sea.’”
FINDINGS

The experiment results confirmed that brand involvement
affects typography preference to some extent. However, as
the correlation was not strong, values should be placed in
design itself identity (Figure 16).

Limitations and Suggestions

It is time to approach interface design with a sense of
adventure and extraordinary ideas. We suggest a follow-up
study that experiments with interface design and induces
optical illusions. It is expected that this approach will
significantly increase brand involvement for mobile
products, as it will allow users to have a fun and interesting
experience customizing their devices. Off-the-wall ideas for
interface design, optical illusions, and interactive kinetic
typography are expected to be a new turning in the
evolution of mobile interfa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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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ul Font Classification Study based on Numerical Analysis
김현영
Hyun-Young Kim

임순범
Soon-Bum Lim

멀티미디어과학과
Dept of Multimedia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orolla.kim@gmail.com

멀티미디어과학과
Dept of Multimedia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bkim@sm.ac.kr

선택을 하려면, 여전히 서체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글
꼴이름에만 의지하여 취사선택을 하여야 한다.

요약문
한글글꼴의 분류체계는 디자인과 시대적 특징들을 사
용하여 분류하였으나, 이러한 분류체계는 분류 주체자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새로이 출시되는 글꼴에는
적용이 애매하여 일관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
라서 영문 글꼴의 수치분석 기반한 분류체계인
PANOSE 를 한글 글꼴에 적용하여 수치기반 분류체
계를 만든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절대적 수치에 의한
체계임으로 모든 서체에 적용할 수 있고 글꼴 검색/관
리/사용 시스템에 기본구조로 활용할 수 있다.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일관된 분류체계가 없이 글꼴
이름으로만 관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콘텐츠에 비하여 한글 글꼴의 활용과 한글글꼴 시장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NOSE[1,2,3] 영문 글꼴의 수치기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이를 한글 글꼴에 응용하여 한글
글꼴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한글글꼴의 수치기반
분류체계를 제안한다. 연구에서 제안된 수치기반 분류
체계를 대표적인 한글 상용서체 20 개에 적용하여 한
글글꼴 분류체계로서의 타당성과 적합성 검증을 진행
하였다

ABSTRACT
The existing Hangul font classification systems
were classified using both historical design and
features; the result of this classific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classifiers’ subjectivity
and differ to apply the newly launched fonts.
This paper suggests Hangul font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numerical relations with
referencing PANOSE classification system for
English fonts. The new classification system is
based on absolute figures and can be applied
to all the fonts. It also provides the basic
structure of font management system.
주제어: FONT, CLASSIFICATION
NUMERICAL ANALYSIS

2. 영문 글꼴 분류체계 기존 연구
영문의 수치적 분류 연구는 “PANOSE Typeface
Classification and Matching System”이 있으며,
이는 그림 1 에서 보듯이 영문 글꼴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10 개의 특성을 정의하고 특성값의 세트로 글
꼴 분류체계를 정의한다.

SYSTEM,

그림 1. PANOSE 의 특성 및 특성값

특성값들은 영문의 대표문자인 “IHESO” 등에서 속성
요소들을 측정하고 그의 측정값과 계산식, 결정인자에
따라 정의한다.

1.서론
클라우드 환경의 스마트 미디어 기반 콘텐츠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문자정보 및 글꼴의 활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글꼴 제작환경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이 발
표되는 글꼴의 개수도 과거 DTP 시대 2000 여종과
다르게 2 만여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
들이 콘텐츠의 정보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글꼴

그림 2. PANOSE 속성요소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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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는 속성요소의 측정에 대한 예이며, 그림 3 은
대표 계산식과 결정인자이다.

Weight(미디엄, 볼드, 라이트) 특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은 같은 특성값으로 정의됨을 확인하였다.
이런 특성값의 세트를 통해 한글글꼴 분류체계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5. 상용서체 분류표
그림 3. 계산식과 결정인자 (Serif Style 특성)

3. 한글글꼴 분류체계 정의
PANOSE 특성을 한글글꼴에 수정 적용할 때, Serif,
Weight, Proportion 등 9 개 특성은 원 정의대로 유
지하고, X-height 특성은 한글에 소문자 개념이 없기
때문에 탈네모꼴 구분자로 사용한다. 각 특성을 정의
하기 위한 한글의 대표문자는 기존 글꼴디자인 연구논
문 [4,5]을 참고하여 그림 4 에서 보듯이, “이아으”,
“맘마몸” 등으로 선택하고, 문자의 속성요소들을 변경
하여 정의하고 결정인자를 조정하였다.

그림 6. 상용서체의 수치기반 분류체계

5. 결론
본 고는 한글글꼴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수치기반
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이는 글꼴이름 및 개발사별
기준에만 의존하여 분류하였던 사용환경에서 객관적
인 수치로 글꼴을 분류할 수 있게 됨으로 글꼴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6.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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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글문자의 속성요소

4. 한글 글꼴 분류체계 검증
검증을 위하여 국내 대표 상용서체 30 개를 활용하여
속성요소 측정 및 결정인자에 따른 분류를 진행하였다.
그림 5 는 Serif 특성에 대한 글꼴 분류표이며, 1
명조는 2-cove, 2 고딕은 11-normal, 3 명조는 6square serif 등과 같이 글꼴의 Serif 특성에 따라
특성값이 정의되며 이는 시각적 인지기준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다른 특성들도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림 6 에서 보듯이 글꼴별
수치적 분류가 완성되었으며, 한 글꼴패밀리 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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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프랑스의 국립 연구소인 INRIA 에서 개발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OpenViBE 는 다양하고 유용한 실험패러다임과 분석
툴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팀은 캐나다 InteraXon
사의 뇌파측정 장비 (Muse) 와 OpenViBE 를
연동하는 데이터 습득 모듈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팀이 개발한 데이터 습득 모듈에
대해 소개하고, 집중 네트워크 측정 실험을 통해
습득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BCI, EEG, OpenViBE

1 서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뇌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생체 신호를 통해 별도의 입력장치 없이도
컴퓨터 등의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이러한 BCI 연구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INRIA 연구소에서는 BCI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OpenViBE 를 개발하였다[6].
OpenViBE 는 GUI 프로그래밍 및 신호처리, 필터링
등 다양한 뇌파 분석 도구를 통해 연구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EEG 장비와의 연동을
지원하는데, Biosemi, g.Tec, Emotiv 등 많은
회사들에서도 OpenViBE 와 자사의 뇌파측정
기기와의 연동 및 데이터 습득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InteraXon 사의 무선형 건식
뇌파측정장비인 Muse[7]와의 연동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어 위 장비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팀은 위 장비를 사용하여
OpenViBE 플랫폼으로 뇌파신호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듈을 이용해
측정된 신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ttention
Network Test(ANT) 실험[3]을 수행하였다.

ABSTRACT
OpenViBE is the software platform for brain
computer interface (BCI) research which was
developed by INRIA in France. OpenViBE
provides various and useful analysis tools and
experimental paradigms for BCI. Therefore,
our research team developed signal acquisition
module interfacing wireless EEG device (Muse)
from InteraXon in Canada and OpenViBE. In
this paper, data acquisition module that our
team developed is introduced and validated by
attention network test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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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듈개발

3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습득 모듈은 OpenViBE 에서
장비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으로써 이 모듈을
통하여 장비에서 취득된 신호가 OpenViBE 로
전달된다. 개발된 모듈을 사용하여 장비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OpenViBE 에 시각화 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 OpenViBE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데이터 습득 모듈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ANT 실험을 수행하며 뇌파를
측정하였으며
사건유발전위
(event-related
potential
(ERP))
와
event
related
(de)synchronization (ERD/ERS)[5] 분석을 하였다.

3.1 실험
실험은 [3]에 제시된 ANT 실험 중 갈등 집중 영향력을
보는 일치-불일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 실험은
심리학에서 고전적으로 사용되는 stroop test 실험과
유사한 실험이다). 피험자는 3 명의 자발적 참여자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는 모니터에서 약 60cm 정도
떨어져 화면을 바라보며 키보드 버튼을 누르는
태스크를 진행한다. 처음 2 초간은 빈 화면이 보이고
이후 녹색 십자 모양의 신호가 등장한다. 십자 모양의
이미지가 나타난 뒤 0.3-10.8 초 후에 자극이
제시된다. 자극은 5 개의 연속된 화살표 모양의
신호로써, 피험자는 자극이 제시되면 오른손으로
가운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하는 키보드
버튼을 누르게 된다. 화살표는 상하좌우의 4 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가운데 화살표 모양이 나머지
화살표와 방향이 일치하는가, 불일치 하는가로 총
8 가지의 조건을 가진다. 실험은 상기의 과정을 1 회의
시행으로 하여 총 60 회의 시행을 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동일한 실험을 한 사람당 5 회
반복하였다.

2.1 장비
OpenViBE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해 사용된 기기는
InteraXon 사의 Muse 로써 건식 EEG 전극을
사용하고 Bluetooth 2.1 버전의 통신을 지원하며
220Hz 의 샘플링 주파수를 가진다. FP1, FP2, Tp9,
Tp10 의 4 개 채널을 측정하며 레퍼런스 채널로써
FPz 를 사용한다. 또한 기기 내 60Hz 노치 필터링
함수가 내장되어 있다.

2.2 OPENVIBE 시스템
OpenViBE 는 BCI 연구를 위한 P300, SSVEP,
Motor imagery 등의 실험 패러다임을 제공하며, lua,
MATLAB 스크립트와의 연동 및 GUI 방식으로 쉽게
실험 패러다임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오픈소스로써 연구자가 직접 그 기능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2.3 습득 모듈
2.3.1 모듈 구성
데이터 습득 모듈은 설정부와 드라이버부로 나눌 수
있다. 설정부에서는 피험자 정보, 사용될 포트 및 기기
설정, 전송할 블록 사이즈 등을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으며 드라이버부에서는 설정에서 입력 받은 정보를
토대로 포트를 개방하고 실제로 데이터 습득 및
기기의 연결제어를 수행한다.

2.3.2 프로세스간 통신 및 상호배제
그림 1. 가로축은 시간 (ms), 세로축은 기준 (500~0ms)대비 상대적 진폭값을 나타냄 (피험자 3 명
평균). 점선으로 그려진 수직선은 자극제시 시점(0ms)과
300ms 시점을 표시함. 노란색 음영 표시된 부분은
일치/불일치 (congruent/incongruent) 조건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5) 차이를 보인 구간을 의미.

디바이스와 PC 간의 통신은 InterXon 사에서
제공하는 연결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독립된 프로세스로 동작하므로 OpenViBE 와의
통신을 위하여 프로세스간 통신방법 중 공유메모리를
사용하여 통신하였다. 프로세스간 데이터 공유 중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동기화 문제 해결과 여러 대
장비와의 동시 연결을 위하여 mutex[1]를 사용하여
데이터 습득 중 간섭이 없도록 하였다.

3.2 결과 및 논의
그림 1 은 TP9, TP10 채널에서 전체 피험자의 일치,
불일치 조건의 ERP 그래프이다. 자극 제시 이후 T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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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본 연구팀은 위
뇌파측정장비와
OpenViBE
를
연동하여
뇌파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모듈을 통한 데이터 습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NT 실험을 통해 측정한 뇌파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시점에 민감한
ERP 와 주파수 특징인 ERD/ERS 분석에서 기존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P10 채널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였는데 약 230ms
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또한 자극 제시 이후 불일치
조건에 비하여 일치 조건에서의 진폭변화가 빠르고 큰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음영 처리된 영역 (475608ms)은 전체 시행을 일치와 불일치조건으로
나누어 unpaired student’s t-test 를 수행한 결과
p-value 가 0.05 미만인 영역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2,4]에서 불일치 자극에 대해서 500600ms 에서 inhibition 패턴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개발한 모듈로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시점에서 갈등 집중
영향력을 측정해냈다.

건식 뇌파측정 장비는 기존의 장비와 비교해 사용이
편리하고 이동이 간편하다. 따라서 OpenViBE
플랫폼과 무선형 건식 뇌파측정장비와의 연동을
이용한다면 움직임이 매우 제한되었던 기존의 실험에
비하여 조금 더 유연하고 실제환경에 가까운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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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8-30Hz 영역에서 TP9, TP10 채널의
파워스펙트럼 변화 (피험자 3 명 평균). 일치/불일치
(congruent/incongruent) 조건을 비교한 그래프.
그림 2 는 8-30Hz 의 주파수 영역에서 기준대비 각
채널의 상대적 파워값에 대한 그래프이다. 기준은
자극제시 전 500ms 부터 자극제시 직전까지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모든 피험자의 전체 시행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TP9, TP10 채널에서 자극 제시 후(0-2000ms) 일치
조건에 비해 불일치 조건에서 더 큰 ERD 현상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뇌피질 에서
뉴런들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 ERS 현상이 나타나며,
활동을 할 때 ERD 현상이 나타난다[5]. 불일치 조건에
대하여 더 많은 뉴런들이 활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5]. 이로써 갈등집중의 영향을 평균적인
관점에서 주파수 특징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4 결론
OpenViBE 는 BCI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써 프로그래밍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GUI 를 통해 신호처리, 필터링
등 다양한 뇌파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EEG 장비와의 연동을 통하여 뇌파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한다. 하지만 InteraXon 사의
무선 뇌파측정장비인 Muse 와의 연동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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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s.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19, 1 (2010), 35–53.
7. MUSE TM | Meditation Made Easy. Muse: the
brain
sensing
headband.
http://www.choosem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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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조작방식이 공간탐색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teraction style on touchscreen spatial navigation performance
정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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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Liverence 와 Scholl (2015)이
고안한 공간탐색 과제를 사용하여, 움직임의 양상이
다른 터치 스크린 조작방식(실험 1: slide vs. tap,
실험 2: slide_re vs. tap)이 사용자의 공간 기억과
탐색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요약문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손의 움직임이 공간 기억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조작방식(sliding vs. tapping)이 공간탐색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실험 1 에서는 정방향 슬라이드(slide)와 두드리기
(tap) 두 조작 방식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두 조건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역방향
슬라이드(slide_re)와 두드리기(tap) 두 조작 방식을
비교한 실험 2 에서는 역방향 슬라이드 조건에서
두드리기 조건보다 과제 수행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 및 결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들이
실험참여 크레딧을 받고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1:
25 명, 실험 2: 20 명) 실험은 약 30 분가량 진행
되었으며, Adobe Flash Professional CS6 로
제작된 자극은 삼성 갤럭시 노트 2(실험 1)와
노트 3(실험 2)로 제시되었다.

Abstract

일상생활 용품 64 개의 사진으로 item 을 구성, 각
block 마다 중복되지 않는 16 개의 item 이 사용
되었다. item 들은 4x4 gird 로 배열되어 화면 상단
탐색 창 속에 하나씩 제시되었는데, 참가자들의
조작에 따라 상, 하, 좌, 우 네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며, 400ms 동안 sliding animation 으로
화면이 전환되었다. 매 시행마다 4 개의 target 이
화면 하단에 랜덤으로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화면
상단 속 공간을 탐색하여 하단에 뿌려지는 4 개의
타겟을 찾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타겟은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찾아야 하며, 타겟을 발견하면 타겟
아이콘을 터치(click)하게 하였다. 각 참가자들은 한
block 당 20 번의 수행을 완수하였고, 각 조건마다 2
block 씩 총 네 개의 block 을 수행하였다. (총 80
trials) 조작 방식은 block 마다 번갈아 가며 바뀌었고,
그 순서는 counterbalance 되었다.

Recent findings reveal strong effects of hand
movement on spatial memory. We conducted
two experiments to examine whether sliding
instead of tapping improves users’ spatial
memory and navigation performance. In study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liding and tapping condition. But in study 2,
we observed increased performances for
reversed sliding but not for tapping.
주제어
터치 인터랙션, Sliding, Tapping, 공간 탐색

서론
터치 스크린의 상호작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다양한 동작으로 화면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Sundar et al, 2014) 그러나 이러한 동작
방식이 공간탐색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연구는 적다.

실험 1 에서는 정방향 슬라이드(예: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할 경우 오른쪽 칸으로 이동)와 두드리기(예:
오른쪽 방향키를 tap 하면 오른쪽 칸으로 이동) 두
방식을 비교하였다. 실험 2 에서는 역방향 슬라이드
(예: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할 경우 왼쪽 칸으로
이동)와 두드리기(실험 1 과 동일) 두 방식을
비교하였다.

최근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따르면 손과 팔의 움직임이 공간
기억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Jetter,
Hans-Christia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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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방식뿐 아니라 화면과 상호작용하는 동작 역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행의 수를 더 늘려 조작방식이
완전히 익숙해 진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보고, 수행이 끝난 후 아이템들을 실제 공간에
배치해 보게끔 함으로써 조작방식이 공간기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 연구(Liverence and Scholl, 2015)와 동일하게
각 block 의 최초 2 trials 와 RTs 가 30 초 이상인
trials 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인은 trial
RT 로, trial 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마지막 네 번째
target 아이콘을 click 한 시점까지의 경과시간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 RTs 는 각 조건 별
2 block 의 값들을 평균하였다.
실험 1 에서는 슬라이드 조건과 두드리기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24) = -0.17, p
= .867) 그러나 역슬라이드 조건과 두드리기 조건을
비교한 실험 2 에서는 수행 속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t(19) = -3.64, p = .002) 역슬라이드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평균 1.52 초 더 빨리 타겟을
찾아내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trial 수가 증가되어도
계속 유지되었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참고문헌
1. Sundar, S. S., Bellur, S., Oh, J., Xu, Q., & Jia,
H. (2014). User experience of on-screen
interaction technique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clicking, sliding, zooming,
hovering, dragging, and flipping. Human–
Computer Interaction, 29(2), 109-152

그림 1 에서 볼 수 있듯, 초기 3~10 번의 시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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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체화된 인지의 관점에 의하면, 신체적 상태나 지각 또는
경험의 시뮬레이션이 인지적 처리에 영향을 주며, 신체마음-두뇌는 강력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안아림, 2013) 본 연구에서는 체화된 인지가 신체적
경험의 수반 없이도 시각적 이미지 속의 은유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고자
하였다.
‘무거움’이라는 감각 경험은 ‘중요함’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사회적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있다. (Ackerman&Nocera, 2010)
Kasper(2013)는 이 무거움 은유를 활용하여
무거움이라는 신체경험이 병의 무거움, 심각함 등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무거움’ 은유를 활용하되, 실질적인 신체경험이 아닌
시각적 이미지로 형성한 은유가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개인의 정보처리 경향성(Style of
Processing; Childers and Houston, 1985)이
이미지를 통한 은유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으로 정보처리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주제어
은유, 체화된 인지, 정보처리 경향성

서론
기존의 체화된 인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이
실질적인 신체적 행동을 수반한다. 그러나 Briñol &
Petty (2010)에 의하면 체화된 인지로 인한 태도변화에
반드시 신체적 행동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그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 믿거나, 과거의
행동을 떠올리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 그려보는 등
정신적 표상을 통해서도 동일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 이미지를 통해 생성한
은유로 체화된 인지의 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체화된
인지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시각화에서
은유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Ackerman 과 Nocera(2010)의 연구는 ‘무거움’이라는
감각 경험이 ‘중요함’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사회적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Kasper(2013)는 이 무거움 은유를 활용하여
무거움이라는 신체경험이 병의 무거움, 심각함 등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음을 5 개의 실험을 통해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이 ‘무거움’ 은유를 활용하되, 실질적인
신체경험이 아닌 시각적 이미지로 형성한 은유가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개인의 인지적
특성(Childers and Houston, 1985)이 이러한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 참가자들의 시각화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방법 및 결과
55 명(남자 37 명, 여자 18 명)의 연세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심리학
연구 참가시스템을 통해 모집하였고,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보상으로 1 credit 이 부여되었다. 실험은
2(무게: 무거움 vs. 가벼움)×2(정보화 경향성:
visualizer vs. verbalizer)로 설계되었다.
참가자들은 두 무게 조건에 무선할당 되었고(무거움
28 명, 가벼움 27 명), 정보화 경향성은 기존의
연구(Jiang & Wyer, 2009)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각화 문항과 구두화 문항 점수 평균의 차이를 구하여
중앙치(0.18)를
기준으로
Visualizer(26
명)와
Verbalizer(29 명)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Visual Studio 2010 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읽은 후, 무거움
조건과 가벼움 조건에 무선할당 되었다. 무거움
조건에서는 배경화면으로 바위의 이미지가 제시되었고,
가벼움 조건에서는 배경화면으로 깃털의 이미지가
제시되었다. 병에 대한 정보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약정보에 기재된 병의 정의와 증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약에
대한
정보는
약학정보원
의약품사전에 기재된 약의 효능효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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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각 병에 대한 정보를 읽고 그 병의 회복
예상시간에 대해 10 점 척도로 평가, 약에 대한 정보를
읽고는 약의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10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정보화 경향성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시각적
이미지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를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나타낼 때, 정보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병과 약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개인차 변인으로
정보처리 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SOP(Style of
Processing; Childers and Houston, 1985)를
사용하였다. 설문은 총 22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에 대해 4 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병의 회복 예상시간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두
독립변인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무거움과
은유적으로 무관한 성질에 대한 판단은 무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둘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3,51)) = 4.45, p = .04).
병의 회복예상 시간

약 부작용의 심각성

Heavy

Light

Heavy

Light

평균

6.29

6.49

5.23

5.50

표준편차

0.84

0.91

0.9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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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drug effectiveness, and side effects.

표 1. 병과 약에 대한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

4. Briñol, P., & Petty, R. E. (2008). Embodied
persuasion: Fundamental processes by which
bodily
responses
can
impact
attitudes.
Embodiment grounding: Social, cognitive,
affective, and neuroscientific approaches, 184207.

병의 회복 예상시간에 대한 판단에서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Verbalizer 집단에서는 무게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t(27) = -2.22, p = .04), Visualizer
집단에서는 두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t(24)
= .94, p = .36) 이는 Visualizer 가 배경 이미지의
변화에 더 민감할 것이라는 연구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또 한, 설령 병의 회복예상시간을 길게
판단하는 것이 그 병을 더 심각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가벼운 이미지 조건에서 병의
회복 예상시간을 더 길게 판단한 이유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 주효과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heavy 조건:
11 명, light 조건: 18 명) 본 실험에서 발견된
상호작용을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5. Childers, T. L., Houston, M. J., & Heckler, S. E.
(1985).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visual versus verbal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5-134.
6. Jiang, Y., & Wyer, R. S. (2009). The role of
visual perspective i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3),
486-495.

약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에서는
두 독립변의 주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전
연구에서는 무거움과 은유적으로 연결된 심각함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무게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3,51)) = .42, p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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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스스로의 주행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무인주행시스템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뿐 아니라
IT 기반 기업들 또한 그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인간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 한다는 것은 때때로
안전에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안전한
무인주행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술의 개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 또한 존재하고, 이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주행 시스템의 맥락적 특수성을 고려한
자동화 수준, 즉 긴급정지 기능에 따른 신뢰 형성의
차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긴급상황에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시스템보다는 긴급상황도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보다 능숙하게 여기고,
더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자동화
수준이 무인주행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함의점을 가진다.

많은 기술적인 해결책이 제안되고 있다 (Benenson,
2008). 다만 실제 자동차를 사용할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접근은 적은 편이나, 그 중요성은 결코 연구에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Bonnefon 과 그의 동료들은
(2015), 사고 상황 시 무인주행시스템의 선택에 대해
논하며 기술의 개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주행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인식, 특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려 한다.

본론

서론

무인주행 시스템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들 수 있다
(Itoh & Inagaki, 2004). 자동화 수준은 시스템이
인간의 개입, 혹은 통제 없이, 인간을 대신하여 어느
수준까지 동작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한다. 시스템은
정보를 분석한 후 사용자에게 추천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상황을 지배할 수도 있다 (Sheridan et al., 2005).
자동화 수준이 높을 경우 사용자는 시스템을 단순한
도구 이상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수행할 의식과 책임을
가진) 으로 인식하며 (Parasuraman et al., 2008),
이는 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스로의 주행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무인주행시스템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뿐 아니라
IT 기반 기업들 또한 그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구글의 경우 이미 시제품의 도로주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무인주행 시스템은 인간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보다 즐겁고 편리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Benenson et
al., 2008). 그러나 기술의 현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 운전자의 개입을 제외한다는 것은 때때로 안전에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안전한 무인주행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더 정확한 센서, 정교한 알고리즘 등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기술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이 무인주행시스템을 받아들이는데는
시스템이 복잡한 주행환경에서 능숙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행환경의 맥락상 ‘시스템의 능숙함’은 단순히 주행
자체만이 아닌,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포괄해야 한다.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주행 환경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 그리고 상기 기술한 시스템의 윤리적 딜레마 등,
일반적인 자동화 시스템의 신뢰형성에 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시스템의

주제어
무인주행시스템, 자동화수준, 사용자경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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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안 제시와 그 선택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요하는 시스템이, 운전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 보다 높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인주행시스템의 맥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화
수준에 기반한 긴급정지 기능의 유무가 시스템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인주행시스템의 맥락적 특수성을
고려해, 긴급정지 기능에 따른 신뢰 형성을 탐구하였다.
실험 결과, 긴급상황에 운전자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스템보다는 그 상황도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능숙하고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형 자동차를 사용한 실험이기에, 설정된 긴급상황이
쉽게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인지되었을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부분은 무인주행시스템의 실용화 단계에
다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높은 자동화 수준의
시스템이 신뢰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각주
본 연구는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31 권, 10 호에 출간된 “Can
Autonomous Vehicles Be Safe and Trustworthy?
Effects of Appearance and Autonomy of
Unmanned Driving Systems”에 기반하고 있음.

그림 1. 설정된 주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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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뢰성 및 능숙성 ANOVA 테스트
자동화 수준

저

고

F-Value

신뢰성

4.15(.13)

4.85(.13)

23.90**

능숙성

4.16(.16)

5.23(.16)

14.92**

5. Itoh, M., & Inagaki, T. (2004). A Microworld
Approach to Identifying Issues of HumanAutomation Systems Design for Supporting
Operator's Situation Awar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17(1), 3–24.

**p<.01
실험 결과, 신뢰성 및 능숙성은 높은 자동화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초기에 예상한 주행환경의
맥락적 특징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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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reveal suitable moving directions of
an object at the three axes for possible moving
directions of each bending gesture. The
experiment results revealed that moving the
object to the increasing direction was better as
the device was bended towards the participants’
body in many gesture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decide a clear direction in some gestures.

요약문
최근 곡면 디스플레이를 가진 스마트폰들이 출시되고
있다.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구부려지고,
접히고, 심지어 늘려지는 등의 유연한 형태로 진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플렉서블
스마트폰에서의 밴딩제스처에 기반한 인터랙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부려서 조작하는 인터랙션을
디자인할 때, 밴딩제스처의 이동방향(예. 앞/뒤)에 따라
화면 내 개체나 컨텐츠의 이동 혹은 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개의
대표적인 밴딩제스처를 가지고 화면 속 개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밴딩 디바이스를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각
밴딩제스처의 가능한 이동방향들에 대해 X, Y, Z 세
축으로의 적합한 개체 이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대부분의 제스처에서
사용자 방향으로 구부렸을 때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았으나,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었다.

주제어
플렉서블폰, 밴딩제스처, 이동양립성

1. 서론
앞으로의 플렉서블 디바이스는 커브드를 넘어서 밴더블,
폴더블, 스트레쳐블 순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커브드(Curved)는 이미 출시된 스마트폰이 있는
구부려져서 고정된 형태이며, 밴더블(Bendable)은
커브드와는 달리 다소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형태이다. 폴더블(Foldable)은 기기를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형태, 스트레쳐블(Stretchable)은 기기를 잡아서
늘릴 수 있는 형태이다. 본 연구는 다음 세대로 예측이
되는 밴더블 인터랙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디바이스를
구부려서 인터랙션 하는 밴딩제스처의 유형과 각
유형별 사람들의 조작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1-6].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기 몸통 방향으로 디바이스를 구부리면
사진이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구부리면
축소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2].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람들의 멘탈모델을 추출하였을 뿐
실제적인 수행도 측면에서 밴딩제스처별 적합한
스테레오타입을 밝히진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작편의성의 수행도 측면에서 밴딩제스처별로 적합한
움직임의 방향을 실험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ABSTRACT
Recently, curved smart phones were developed
and sold. Smart devices are evolving into more
flexible forms that can be bendable, foldable,
and even stretchable in the future.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ractions based on bending
gestures on flexible smartphones. When
designing the bendable interactions, deciding
the moving (or zooming) directions of objects or
contents within a screen, according to moving
directions of bending gestures, is important. In
this study, the six representative bending
gestures were chosen, and a bendable device
moving an object with the gestures was
developed. Then, an experiment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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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본 연구는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기본 형태인 직육면체
평면상의 세 개축을 기준으로 이동 방향이 서로
대응되는 6 개의 대표 제스처를 선정하였다(그림 1).
그리고 이러한 밴딩제스처들에 따라 화면 속 개체를 X,
Y, Z 의 세 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밴딩 디바이스와
실험 스프트웨어를 밴딩 센서, 아두이노, 프로세싱
언어를 이용하여 그림 2 와 같이 개발하였다. 그림 2 의
밴딩 디바이스를 그림 1 에 정의된 제스처 형태로
구부리면 그 정도에 따라 화면 속 화살표 개체가 X, Y,
또는 Z 축으로 이동한다. 이 때, 밴딩제스처의 움직임과
개체 간의 움직임 매핑은 사용자방향증가(I)와
감소(D)의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스처 LT 를 사용자방향으로 구부렸을 때 화살표
개체가
축에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사용자방향증가이며,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사용자방향감소 유형에 속한다.
그림 2. 개발된 밴딩 디바이스 및 실험 시스템

이와 같은 실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스처 유형에 따라
세 축의 움직임 시 어떤 움직임 매핑 유형이 적절한
지를
태스크
완료시간,
초기오류시간(화살표가
목표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되돌아오는 시간),
흔들림 정도(화살표가 목표지점에 왔다가 벗어나는
횟수), 그리고 주관적만족도 측면에서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는 평균적인 손 크기를 가진 20 명(남성 10 명,
여성 10 명)이 참여하였고, 10 명씩 사용자방향 증가
혹은 감소의 두 그룹으로 임의로 나누었다.
실험참여자들은 화면 우측에 나타나는 제스처를 밴딩
디바이스로 취해서 좌표 축 중간에서 시작되는 화살표
개체를 증가(+) 또는 감소(-) 방향으로 이동시켜
목표지점으로 움직여 맞추는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실험시스템에서 한 좌표 축에 대해 화살표가
일정시간(0.8 초) 동안 목표지점에 유지되면 화살표가
다른 좌표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목표지점이 임의로
생성된다. 실험참여자들은 각 좌표축에 대해 두 번씩의
반복실험을 수행한 후, 다음 제스처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로 태스크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스처간 및 움직임 매핑 그룹간 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4). 제스처 간 흔들림 횟수
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p=0.000), UD, LB,
그리고 RT 제스처의 흔들림 횟수가 나머지들에 비해
적었다. 그림 3 은 태스크 완료시간과 초기오류시간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를 보면 축
방향에 따라 사용자방향 증가(I)와 감소(D)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제스처들이 존재하였다.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자방향증가(I)의
움직임 매핑이 사용자방향감소(D) 보다 더 좋은
수행도를 보였다. 사용자방향감소 움직임 매핑의
초기오류시간이 짧았던 경우는 RB 와 LB 제스처의 Z 축
움직임인데 이는 Z 축의 형태와 두 제스처의 구부리는
방향간의 이동양립성을 고려해보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어떤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림 1. 밴딩제스처의 6 가지 대표유형

- 193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이동양립성 개념과 오른쪽 모서리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두
개념이 충돌하여 결과가 모호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밴딩제스처를 활용한 인터랙션을
디자인할 경우, 이동의 양립성 보다는 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예로, 모든
제스처에 대해 일관되게 사용자방향으로 구부릴 경우를
증가의 개념(예. 값의 증가, 화면을 위로 스크롤, 커서의
오른쪽 이동, 사진의 확대 등)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구현된 인터랙션의 사용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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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여섯 개의 대표적인 밴딩제스처에 대해 화면
속 개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밴딩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X,
Y, Z 세 축에서 제스처의 움직임 방향에 따른 적합한
개체의 이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대부분의 제스처에서 사용자 방향으로
구부렸을 때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체가 이동하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값이 증가하는 방향이란
좌우(X 축)에선 우, 상하(Y 축)에선 상이란 개념이
명확하지만, 앞뒤(Z 축, 사진/확대 축소 등으로 연결
가능)의 경우에는 원점에서 멀어질 때 증가하는 개념과
자신을 기준으로 거리가 멀어진다는 개념이 충돌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었다. 또한 기대와는 달리 RT 를
비롯한 몇몇 제스처들의 축 움직임은 특정 움직임
매핑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개념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RT 제스처의 X 축(좌우) 방향 테스트에서 구부려진
RT 제스처의 모서리가 왼쪽을 향함에 따라
X 축(좌우)의 감소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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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본 연구에서는 커피와 같은 냉온 음료를 마실 때
느껴지는 소규모의 열에너지로부터 소형 전자기기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제시하였다. 컵을 손으로 잡을 때 컵
안에 담긴 음료와 손바닥 사이에 형성되는 온도 차를
전력으로 변환하기 위해 컵홀더 형태의 열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자가발전 컵홀더는
음료 (6.7 °C) 와 손바닥 (34.8 °C) 사이의 온도
차로부터 최대 1.1 mW 의 평균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를 이용해 실시간 LED 구동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생산된 전력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보다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의 인터페이스 기술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Self-Generating Cup-Holder,
Energy Harvesting

Thermoelectric

서론

ABSTRACT
In this study, we suggest a new energy
harvesting technique that can supply power to
portable electronic devices by extracting small
amount of thermal energy which exists in hot or
cold drink such as coffee and tea.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cup-holder
type
thermoelectric energy harvester to convert the
small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a palm of
user hand and a cup surface into electric energy.
The developed energy harvesting cup-holder
showed 1.1 mW of maximum average output
power with a cup (6.7 °C) and a palm (34.8 °C)
with 1Ω resistive load. It was sufficient to turn
on the LED lights in real time. Further study will
integrate new applications using heart beat
sensing module like PPG sensor to provide rich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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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Energy
Harvesting)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그 중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열전 방식 (Thermoelectric) 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열 에너지들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다양한 무선 환경에서 전력을 수급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휴대형 전자기기들의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생활에서 높은 활용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커피와 차 등 다양한 냉온 음료를 즐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냉온 음료에 내재되어 있는 소량의 열
에너지에 주목하였다.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 수반되는
컵과 손바닥 사이의 온도 차를 전력으로 변환하기 위해
열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컵홀더 형태로 설계하여
구현하였다. 개발된 자가 발전 컵홀더를 실제 냉음료가
담긴 컵에 적용하여 전력 생산 성능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의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자가발전 컵홀더 개발 및 출력 성능 평가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해 사용되는 열전 소자는
소자 양단에 온도 차가 존재할 때 제백 효과 (Seebeck
Effect) 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열전 에너지 하베스터는
열전 소자 내부의 열 평형에 의해 발전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내므로 소자 양단의 온도 차를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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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온 음료가 담기게 되는 컵을
손으로 잡고 있는 경우 항온 시스템인 인체의 특성에
의해 열전 소자 양단의 온도 차가 유지되기에 유리하여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을 위해 적합한 조건이 마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음료 컵을 매개로 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기에 편리한 컵홀더 형태의 에너지 하베스터를
제작하였다. 컵홀더는 음료를 마시기 위해 손으로 컵을
잡을 때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완화시켜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컵홀더 형태를 이용하면 열전
소자를 컵과 손바닥 사이에 자연스럽게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컵홀더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온도 차를 이용할 뿐 아니라, 부가적 장치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이나 불편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림 1 에 제작된 자가발전
컵홀더의 프로토타입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컵홀더에 삽입된 열전 소자의 한쪽 면은 컵의
외부 면과 접촉되고 반대쪽 면은 컵을 잡은 손바닥과
접촉되도록 하였다. 제작된 자가발전 컵홀더를 실제
냉음료가 담긴 컵에 장착하고 손으로 잡고 있을 때
얻어지는 전력량을 측정하였다. 음료 컵의 외부 온도
6.7 °C 이었으며 손바닥의 온도는 34.8 °C 였다. 그림
2 는 약 2 분 동안 자가발전 컵홀더가 장착된 컵을
손으로 잡고 있는 과정에서 얻어진 전압, 전류 및 전력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개발된 자가발전 컵홀더는 1 Ω
의 부하 저항에서 최대 1.1 mW 의 평균 전력을
생산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가발전
컵홀더의 출력은 LED 와 센서 시스템과 같이 저전력의
전자기기를 구동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고 있지만
열전 소자의 특성상 전압은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소형 전자 시스템 구동을 위해서 3V
이상의 전압이 요구되므로, 자가발전 컵홀더의 출력
전압을 적절히 변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0 mV 이하의출력 전압을 3V 이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파워 컨디셔닝 (Power conditioning)
회로를 구성하여 LED 램프를 구동하였다. 그림 3 과
같이, 60 mV 출력 전압을 3.3 V 로 변환하고 이를
이용해 LED 램프를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 .
평가.

자가발전

컵홀더의

출력

그림 3 . 자가발전
L E D 구동.

컵홀더의

출력을

성능

이용한

결론 및 고찰
최근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얻고, 이를 다시 일상
생활을 보다 즐겁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구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1,
2]. 냉온 음료에서 발생하는 열과 같이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작은 에너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은
다양한 기기들과의 인터랙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에너지 하베스터의 출력 개선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PPG 센서를 이용한 심박수 연동 컵 조명 등과 같이
사용자에게 보다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 인터페이스 기술로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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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있어서 대기시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대기는 현대사회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경험이며 흔히 이로 인해 지각된
대기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용자가 서비스 대기 시간에
미디어를 소비하는데 있어 겪게 되는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 대기시간에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로 인해 사용자가 겪게 되는
경험들을 탐색해 볼 예정이다. 도출된 원인 및 결과
요인을 통해 대기시간의 서비스 경험 디자인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전략
구축 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기시간, 서비스디자인, 미디어, 인지된 대기시간,
서비스 만족도

본문
서론
대기시간(waiting time)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부터 서비스를 이용 하게
되는 순간 까지를 말한다[1]. 대기는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피할 수 없는 경험이며 동시에
흔히 좋지 않은 경험을 유발한다[2].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대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80 년대 후반부터
2000 년대 초반까지 활발히 진행 되었다.

ABSTRACT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대기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인지를 유발한다[1].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대로 대기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인지된
대기시간을 줄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6][7].

Management of waiting time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service sector. Waiting is an
unavoidable
experience
when
receiving
service in modern life, and is likely to affect
satisfaction of service negatively in general.
We will explore cause and effect of customer
wait experience to find out the meaning of
wait experience for customers who use various
media while waiting. Principles of service
design regarding wait experience will be
presented through the factors of cause and
effect, which are derived from the research.
These principles could be considered as a
means to improve the service customer

또한 대기시간과 서비스품질평가, 수용가능성, 만족,
이탈성향 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이
있으며[3][4], 이와 더불어 인지된 대기시간에 대한
관심도 많아 실제 대기 시간을 짧게 할 수 없을 지라도
인지된 대기시간의 감소를 통해 대기의 부정적인
영향은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1][5].
2007 년 아이폰의 출시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스마트폰과 같이 다양한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는 기기가 항상 존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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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대기시간을 지내는
방법 등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정보
중독에 의해 대기시간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을
힘들어하게 되고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 에게는 사용자들이 정보 중독에
의해 끊임없이 정보나 미디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좋은 활용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
연구들은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져
달라진 사용자 경험으로 인한 인지된 대기시간의
원인과 결과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통해 확인해 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8]. 인터뷰는 비 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며 또한 맥락 질문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맥락 질문법을 위해 대기시간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고 대기시간의 길이가 짧은 카페/은행을
인터뷰 장소로 선정하여 방문할 것이다. 참가자에게
우선 간단히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은 이후 카페의 경우 참가자에게
미리 참가비(10,000 원)를 지급하며 원하는 커피를
사오도록 요청한 후 사용자들의 대기시간 사용행태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를 녹화 하며 실제로 참가자가
대기한 시간을 측정 및 기록하여 인터뷰 시 활용할
것이다. 은행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참가비를 미리
지급하고 그 금액으로 통장을 새로 개설하도록 요청한
후 사용자들의 대기시간 사용행태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를 녹화 한 후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카페/은행에서의 관찰을 통해 얻어진 행동과 같은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그들이 대기시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한 이유나 대기시간에 대한 사용경험을
질문할 것이다. 최대한 다양한 시간대에 인터뷰 및
관찰을 진행하여 내적 타당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대기 시간을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인 및 이로 인해
발생 되는 긍정 혹은 부정적인 경험의 유형 등을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밝힌 연구가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시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이전에 비해 특히 한국과 같이 기다림에
관대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서비스 대기시간 관리
기술의 발전으로 객관적인 대기시간이 거의 최적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적화된 대기시간
하에서도 사용자들의 대기시간과 관련된 불만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서비스 만족도 저하
또한 꾸준히 보여지고 있다. 이는 비교적 짧은
대기시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본 인터뷰가 끝난 뒤 모든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다른 직업을 가진 3 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새로운
코드나 테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외적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이 끝난 뒤 분석된 결과를 재 섭외 가 가능한
참가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10 분 이하의 짧은 대기시간과
관련하여 정보 중독이 만연해진 최근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질문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결론

서비스 대기 시간에 매체를 소비하는데 있어 사용자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1. 서비스 대기시간 중 매체를 소비하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2. 서비스 대기시간에 매체를 소비하는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림 1] Pilot FGI 인터뷰 및 Affinity Diagram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서 사용자 대기시간 동안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은 줄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대기시간 경험 디자인
원칙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리는 본 인터뷰에 앞서 파일럿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그림 1]를 진행하였다. 파일럿 인터뷰는
총 5 명(남:1, 여:4) 참가자를 대상으로 약 1 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35.2 세, 나이
범위는 25~53 세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4 명(남:2, 여:2)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 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24.75 세, 나이
범위는 23~29 세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경우에는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모니터에 함께 기록 되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 하여
혹시 발생될 지 모르는 연구자에 의한 오류를 최대한
제거하고자 하였다. 각 인터뷰 내용을 먼저 분석하고

연구 방법
대기 시간에 사용자 내면의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대기시간 대한 인식 또는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로 인한 경험에 대해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관련된 변수들을 발견하여 차후에 정량적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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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ui, Michael K., and David K. Tse. "What to
tell consumers in waits of different lengths:
An integrative model of service evaluation."
The Journal of Marketing (1996): 81-90.

친화도법(Affinity Diagram)[그림 1]을 통해 대략의
결과를 우선 도출해 보았다.
1. 가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인지된 혜택, 요구의 충족, 인지된 생산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5. Pruyn, Ad, and Ale Smidts. "Effects of
waiting on the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
Beyond
objective
time
m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15.4 (1998): 321-334.

2.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맥락은 서비스
환경, 사용자 목적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포함된다.
3. 콘텐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콘텐트는 유용해야
하며, 흥미롭고 또한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6. Giebelhausen, Michael D., Stacey G.
Robinson, and J. Joseph Cronin Jr. "Worth
waiting for: increasing satisfaction by
making consumers wait."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9.6 (2011):
889-905.

4. 단말기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말기는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호
작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활용하여 본 인터뷰의 질문 방법을 좀 더
정교화 하였으며 대기 환경과 대기 시 소비되는
미디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좀더 집중하여 본 인터뷰에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맥락 질문법을 통한 관찰 및 본
인터뷰를 통해 대기시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그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경험을 탐색할
예정이다. 도출된 원인 및 결과 요인을 통해
대기시간의 서비스 경험 디자인 원칙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7. Hong, Weiyin, Traci J. Hess, and Andrew
Hardin. "When filling the wait makes it feel
longer: a paradigm shift perspective for
managing online delay." Mis Quarterly 37.2
(2013): 38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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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to the recognition, even though the
exposure is expired.

요약문
사람은 자유로운 시선운동을 하면서 평균 300 ms
내에서 어떠한 물체나 영역을 인지한다고 한다. 본
연구는 만약 사람의 인지시간이 300ms 보다 빠르게
인지될 수 있다면, 이 인지된 시간은 사람이
주변환경의 정보에 대해서 뇌에서 인지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이 아니라 주변환경의 정보들이 눈의
주변시야(Peripheral vision)에 최소한으로 자극되는
시간(Input time 이라 함)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Task 를 부여할 경우와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여 각
실험에서 측정된 시간을 기록한 후 분석한다.
실험결과 Task 를 부여했을 경우가 Task 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보다 평균인지 시간이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Input time 이 사람의 눈의
주변시야(Peripheral
vision)에서
병렬적으로
주변환경의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뇌에서
진행되는
Feedback+
Feedforward
processing 이 합치면서 병렬적인 인지과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인문사회)
인지과학, Visual attention, Eye movement

1. 서론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한다. 그 가운데 시각은 뇌로 전
달되는 정보의 약 70 %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각
요소로, 어떠한 인지적 과정에 따라 시선이 이동하고,
동시에 수용된 정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
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시각
자극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심리적인 기제는 주
의(Attention)인데,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이론으로 나뉜다. 상향적 주의선택 이론
(Bottom up attentional selection theory)에 따르면
시지각은 특출난(Salience) 자극에 눈이 응시하기 때
문에 색, 조도, 방향 등이 시선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속성들이다. 반대로 하향적 주의선택 이론(Top down
attentional selection theory)에서 시지각은 지식체
계 즉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 기억 등을 토대로 눈의
Fixation과 Scanpath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2]. 시지각은 단순한 시선운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지각을 의
미하므로 시선이동은 지각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활동에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눈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과정이다[3].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experimentally the
amount of time that visual information should be
exposed to retina for human to recognize while
the fovea of the human is fixated on a predefined
point. We intend to discover if there exists any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and complexity of
visual information and the minimum amount of
exposure time required for recognition via
peripheral vision. Specifically, first, we define
the minimum amount of exposure time as the
time for the minimum accumulation of visual
stimulation that can trigger the subsequent
bottom-up and top-down neural processing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유로운 시선운동을 하면서 평균
300 ms 내에서 어떠한 물체나 영역을 인지한다고 한
다[4]. 그러나 본 연구는 자유로운 시선운동이 아닌
사람이 눈을 고정한 상태에서 주어진 상황을 300 ms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인지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의미는 사람이 주변환경의 정보를 뇌에서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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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소요된 시간이 아니라 주변환경의 정보들이
눈의 주변시야(Peripheral vision)에 최소한으로 자극
되는 시간(Input time이라 함)이라 볼 수 있다. 즉 주
변환경에서 눈으로 자극되는 Input time이 존재한다
면 눈의 주변시야(Peripheral vision)에서 정보가 먼
저 인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Input time이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 후, 향
후 연구 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림 2. Task 부여가 없을 경우 실험영상
(B) Task 부여가 있을 경우: 빨간색 원모양이 많
은 가운데 하나의 파란색 원모양을 찾을 경
우(B-1), 다양한 색깔의 원모양이 있는 가운
데 파란색 원모양과 빨간색 원모양을 찾을
경우(B-2).

2. 실험장비 및 실험환경
본 연구에서 사용한 Eye tracker 모델은 Arrington
사의
ViewPoint
GigE-60이며
Mobile용
Monocular 이다. 실험자들은 20 ~ 40 대의 연령의
6 명이 참여하였다. 사용한 실험용 모니터는 17 인치
모니터이며 해상도는 1024 X 768이다. 실험용 모니터
와 실험자와의 거리는 0.827 m이다. 실험자는 턱고정
대를 이용하여 턱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Eye tracker
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자들이
Eye tracker를 착용한 후 실험용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ViewPoint의 프로그램을 통해
9Point Calibration을 실행한다. Calibration이 정확
하게 나오면 주어진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그림 1
참조)

그림 3. Task 부여가 있을 경우 실험영상
(좌: B-1 실험영상, 우: B-2 실험영상)
실험의 실험영상은 처음에는 1 ms로 시작하여 5 ms,
10 ms, 20 ms, 30 ms, 50 ms, 100 ms, 200 ms로 시
간을 늘리면서 실험영상을 실험자들에게 보여줬으며
이후 실험영상이 사라지면 실험자에게 “무엇을 보았
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인지를 못했을 경우 인
지 못한 실험영상만 다시 5 ms, 10 ms, 20 ms, 30 ms,
50 ms, 100 ms, 200 ms로 시간을 늘리면서 실험을
반복하였다. 이 후 실험자들이 답변을 하면 이에 대한
시간을 기록하였다.

그림 1. Eye tracker (좌)와 실험진행방식 (우)

3. 실험방법
4. 실험결과
실험자들은 Viewpoint의 Calibration이 끝나면 실
험을 진행하게 하였다. 주변시야(Peripheral vision)
에서 인지하는 Input time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자
들은 눈을 고정시킨 후 Task를 부여할 경우와 부여하
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여 각 실험에서
측정된 시간을 기록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영상 가운
데에는 검은색 십자가 모양이 있고 실험자들은 십자
가모양에 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 그림 3 참조).

본 연구에서는 실험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실험방법에서 실험자들이 응답했던
설문조사를 토대로 통계를 구하고 이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각 실험에서 실험자들이 인지 했던
시간을 따로 기록을 하고 측정된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표 1. A 실험결과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단위: ms)

색깔

(A) Task 부여가 없을 경우: 8개의 위치에 놓여
진 원 모양이 각각 빨간, 파란, 녹색의 색깔
을 가지고 있는 실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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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26

33

28

29

5

10

0

2.12

표 2. B-1 실험결과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단위: ms)
색깔

파란

전체

평균

25

25

표준편차

5.4

5.4

표 3. B-2 실험결과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단위: ms)
색깔

파란

빨간

전체

평균

28

20

24

표준편차

4

6.3

1.6

Task 를 부여할 경우에 300 ms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주변환경 정보에 대한 것을 인지 할 수 있다면, 이
의미는 사람이 주변환경의 정보에 대해 뇌에서 인지
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변환경의
정보들이
눈의
주변시야(Peripheral
vision)에
최소한으로 자극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실험결과
Task 를 부여했을 경우가 Task 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보다 빠르게 인지했으며, 눈을 고정시킨
상태에서의 실험결과 전체 평균인지 시간이 30
ms
이내로
나왔다.
이는
색깔정보가
눈의
주변시야(Peripheral vision)에 최소한으로 자극되는
Input time 이 30 ms 라 볼 수 있다. 이러한 Input
time 에 대한 결과는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평균 시간인 300 ms[4] 보다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충분한 Input time 을 통해 눈의
주변시야
(Peripheral
vision)에서
병렬적으로
주변환경의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뇌에서 진행되는 Feedback + Feedforward
processing 이 합치면서 병렬적인 인지과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눈을 고정시킨 상태
에서 위치, 다양한 물체 및 다양한 환경에 대한 Task
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여 시각정보처
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 실험의 결과를 보면 녹색을 제외한 두 가지 색깔은
전체 평균 30 ms 내외와 표준편차 5 ms 내외 에서
실험자들이 인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B-1 실험의
경우 파란색을 인지 한 평균 시간은 25 ms 로 A
실험의 파란색 보다 평균 3 ms 로 빨리 인지 하였고,
B-2 실험의 경우에는 A 실험의 파란색의 평균과
동일하지만 표준편차의 차이는 있다. B-2 실험의
빨간색 원의 경우 A 실험의 빨간색 원 보다 평균 6
ms, 빠르게 인지 하였다. 이를 통해 Task 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와 부여했을 경우에 인지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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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서 문자 입력을 이용한 사용자 구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터치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기기에서
문자 입력 패턴을 이용해 사용자를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요약문
본 연구는 터치 입력 기기에서 사용자의 문자 입력
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를 구분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입력 패턴을 정의하였고 사용자 구분
모델을 만들었다. 사용자 구분 모델은 머신러닝을
활용하였다. 사용자 실험을 통하여 입력 패턴을 수집한
후 사용자 구분 모델을 테스트 하였다. 그 결과 해당
연구에서 만든 모델은 높은 정확성을 보임을 확인
하였다.

문자 입력 패턴 정의
문자 입력 패턴은 문자를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성들을 이용해서 정의 하였다. 이는 Buschek et al.
의 연구에서 이용한 특성들을 주로 이용을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쓰인 프로토타입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성들을 추가 하였다. 이용한 특성들의 일부는
표 1 에 나타나 있다. 문자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성의 값들을 이용하여 벡터로 만들고 이를 문자 입력
패턴이라 정의 하였다. 벡터는 한 단어를 입력하면서
발생하는 특성들의 값들로 이루어져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s methods that can
distinguish users with typing patterns. In this
research, we defined the typing pattern and
made user distinguish models. We gathered
typing patterns from users, and tested models.
As the result, we verified that our models show
high accuracy.

표 1. 사용한 일부 특성들 및 설명

주제어

특성

설명

hold time

손가락이 키를 터치한 후에 다시
떨어 질 때 까지 걸리는 시간

flight time

손가락이 키에서 떨어진 후에 다음
키를 누를 때 까지 걸리는 시간

offset x

키의 중심에서부터 실제 터치 지점이
x 축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down
brightness

손가락이 키를 누를 때 IR 센서에서
측정되는 빛의 밝기.

문자 입력 패턴, 머신러닝, 터치 입력

서론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알아내는 것은
다양한 목적과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 기기 혹은
컨텐츠를 개인화 할 수도 있고 기기 보안을 강화 할
수도 있다. 사용자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Buschek et al.[1] 은 사용자의 문자 입력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파악 하였다. Buschek et al.
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이 문자를 입력하는 패턴을
가지고 사용자들을 구분 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기기의 모양은 더 다양해 지고 있다. 사용자의 문자
입력 패턴은 기기의 모양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외에 더 다양한

- 204 -

프로토타입
Heo et al.[2] 의 논문에서 이용한 프로토타입과 유사한
프로토타입을 이용 했다. 본 연구에서는 Heo et al. 의
프로토타입 위에 키보드 레이아웃을 추가하여 키보드로
이용을 하였다. 사용자는 프로토타입을 양손으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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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를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의
모습은 그림 1 와 같다.

알고리즘을 통하여 주인의 데이터와 새로 입력된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한다.

실험방법
총 5 명의 피실험자들에게 앉은 상태로 프로토타입을
들고 화면에 보이는 단어를 입력 하도록 하였다.
피실험자들은 ‘안녕’ 이라는 단어와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5 개의 이름을 입력 하였다. 각 피실험자들은
‘안녕’을 40 회를 입력 하였고, 자신의 이름 역시 40 회,
그리고 다른 피실험자의 이름을 각 5 회씩 입력 하였다.
이 데이터를 사용자 분류 실험과 사용자 거절 실험에서
모두 사용하였다.
사용자 분류 모델의 정확도는 K-Fold Cross
Validation 을 이용했다. 사용자 분류 실험은 두 세부
실험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세 개의 머신 러닝
모델들에 대해 하나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이용해서 정확도를 측정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5 개의 특성들만을 이용하여 모든 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조합들로 이루어진 패턴을 다시 각
머신 러닝 모델에 입력하여 정확도를 평가했다. 이렇게
하여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머신 러닝 모델과 특성
조합을 찾아 내었다.

그림 1. 프로토타입의 모습

시나리오 및 모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용자 구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사용자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
거절이다. 사용자 분류는 현재 기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알아 내는 것이다. 사용자 거절은 특정 사용자
이외에 모든 사용자를 거절하는 것이다. 사용자 거절이
사용자 분류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다. 사용자 분류는
특정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자들 중 입력된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사용자를
고르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용자 거절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해당 사용자가 등록된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 거절 모델 실험 역시 두 세부 실험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주인의 데이터로 학습 시키고,
주인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승인을 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이 비율은 승인 해야 하는 사용자를 얼마나
잘 승인하는지 나타낸다. 두 번째는, 같은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되 반대로 주인이 아닌 사용자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거절 하는 비율을 계산했다. 이 비율은
거절해야 하는 사용자를 얼마나 잘 거절하는지
나타낸다. 각 비율을 정확도로 사용했다. 사용자 분류
모델의 두 번째 실험에서 찾은 조합이 각 사용자의 문자
입력 패턴에 대한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실험에서 그대로 이용했다.

사용자 분류는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Nearest-Neighbor
Classification(KNN), Naïve Bayes(NB), Support
Vector Machine(SVM) 의 세 가지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Scikitlearn[3]를 이용하여 구현 하였다.
사용자 거절 알고리즘은 KNN 알고리즘을 조금 변형
하였다. 먼저, 승인 할 사용자(주인)의 데이터 중,
하나의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 개의 점까지의
거리들을 구한다. 이 과정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더한 값을 승인과 거절의 기준으로 잡는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K 개의 주인
데이터간 거리의 평균을 구한다. 이 값이 기준 보다
크다면 거절을 하고 작다면 승인을 한다. 그 이유는,
새로 입력된 데이터가 주인의 데이터와 유사하지
않다면 데이터간의 거리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실험결과
사용자 분류 모델의 첫 번째 실험 중 단어 ‘안녕’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그림 2 와 같다. 모든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각 특성들을, 그리고 세로축은 정확도를
나타낸다.
사용자 분류 모델의 두 번째 실험 중 단어 ‘안녕’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최종적으로 ‘안녕’
단어에서 가장 좋은 정확도를 보인 특성 조합과
머신러닝 모델은 ‘down size, up x, down x’와 SVM
이었으며 그 값은 0.935 이다. 즉, 해당 모델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자를 충분히 구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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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용자 분류 모델의 경우 SVM 과 특성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충분히 분류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찾아낸 효과적인 특성들은 대부분의 터치
입력 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down
brightness’와
같이
본
연구에서
이용한
프로토타입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비교적 효과적이지 못했다.
사용자 거절 모델의 경우 KNN 을 활용한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 2. 사용자 분류 모델 첫 번째 실험 결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들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먼저 사용자들의 문자 입력 패턴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적의 특성
조합 및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찾는 방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사용자 거절 모델의 알고리즘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이 더 많은 수의 사용자와 다른 형태의 기기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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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용자의 터치 입력의 위치와 크기
정보만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고, 현재 사용자의 승인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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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부족하다. 또 익숙하지 않은 병원 환경 자체가
주는 심리적 어려움은 아동의 정확한 통증 사정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스로 통증의 유무와 정도를 재미있는 도구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의사와 간호사,
부모와의 인터렉션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요약문
통증은 아동의 건강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인형을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통증의 부위와 강도를 직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듦으로써 학령전기의 아동의
통증 사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하고 아동의 흥미와
주의집중을 유발하여 구체적인 통증기록을 유도하는
도구를 구현하였다.

관련 연구
아동 통증사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와 같은
임상 실무자들의 아동의 통증사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어표현을 할 수
있는 아동의 경우에도 대체로 그들이 자신의 통증을
잘 사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는 대답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더해 간호실무자
195 명 중 159 명(81.5%)이 아동의 통증사정이 현재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에는 언어적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보고가
어렵다[8].
의사소통에
있어
성인에
비해
언어표현력이 미숙하고 부족한 아동들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 중 인형을 사용한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증진에 보다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학령전기의 아동에게 인형은
다른 어떤 물체보다도 매력적인 대상이고, 아동의
흥미를 지속시켜 주의집중 시간을 연장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4]. 특히 직접 조작을 가할 수 있는, 특히
인형과 같은 안전한 의학적 도구들을 이용한다면
학령전기 아동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5].
실제
관심전환으로
아동의
통증을
분산시키려 작동인형을 이용한 정맥주사 통증을 분산
연구가 시도된 바 있다[6]. 그러나 통증의 주의분산과
같은 중재적 도구로서의 사용 외에 직접 통증사정을
도와주는 역할과 의사와의 인터렉션을 도와주는
보조도구의 연구는 제한적이다.

ABSTRACT
Pain is one of the critical indicators of healthrelated behavior of children. In this study, we
proposed interactive method for recording
aspect of pain change shape. It attracts
children’s attention to records pain in specific
parts and intensity by using intuitive tool.

주제어
아동 통증 사정 도구, 아동 통증표현, TANGIBLE
OBJECT, PLAYFUL INTERACTION

본문
서론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적 및 정서적 경험으로 정의되는 통증[1]은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건강과
조기이상을 판단하게 하고, 효율적인 간호수행을
위해서도
통증사정이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통증관리는 아동의 건강을 보고하는 역할뿐 아니라
전체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의료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어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2]. 그러나 어린 아동의
경우 통증의 유무와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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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형을 이용해 통증을 아동이
스스로 보고할 수 있고, 일련의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렉션 도구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아동의 통증행동을 평소에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부모가 상세적으로 상태와 정서적인 감정이나
표정을 기록한다. 어플리케이션은 1 차적인 UI
디자인만 하였고, 서버와 APP, Device 간의
인터렉션은 추후 구현할 예정이다.

시스템 제안
통증의 자기보고를 시각화하려는 통증도구에는
VAS(Visual analogue scale)이나 Faces Rating
Scale(얼굴그림 동통척도), 그리고 색체도구(Color
tool, Pocker Chilp Tool) 등이 있다. 현재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아동의 통증사정방법은 Faces Rating
Scale 이다[8].

그림 3. 내장된 아두이노, 압력센서 및 외장 LED
모듈
그림 1. Faces Rating Scale, 얼굴그림 동통척도
(Wong & Baker, 1988)
이 얼굴동통척도 3 세 이상의 아동 환자에게 사용되며,
평가가 쉽고 찡그림 정도에 관한 표정 변화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을 실제 인형에
적용하여 아픈 부위를 직접 누르고, 그 강도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직접 아동이 자신의 통증을
비언어적인 방법이지만 흥미를 느끼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증의 강도는
LED 로 표시하여 직접적인 시각화를 통해 강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형은 LINE 브랜드의
CONY PLUSH DOLL 을 이용하였다.

그림 4. 통증 강도 별 LED 색상
통증 강도는 16 개의 원형 LED 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표시하였다. 강도는 통증이 심해질수록
순서대로 ‘초록색 – 연한 노란색 – 진한 노란색 –
주황색 – 빨간색’ 순이다.

그림 5. 유아 통증 사정 도구 UI(User Interface)
화면 예시
그림 2. 시스템 아키텍처

결론

아동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보고에 더해 변화
과정에서의 통증의 행동 지표, 심리적/정서적인
평가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9]. 본 시스템은 아동의
통증보고가 통증부위, 통증강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아동의 행동지표, 정서적인 반응을 함께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통증의 변화 양상을 기록하고, 아동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의 일관성을 꾀하고자 했다.

실제 임상실무에서 간호사가 아동의 통증을 사정하는
방법에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언어적
표현인 자기보고와 함께 울음양상이나 활동 양상과
같은 통증행동에 관한 지표, 그리고 심장 박동수와
같은 생리적 지표의 준거가 함께 판단의 근거로
작용해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증사정도구가
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통증 사정이 이러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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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8]. 본 연구는 일회적인
통증 사정이 아닌 통증의 변화양상을 다방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아동이 흥미를 가진 상태에서 계속적인
주의집중을 하고 통증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시각적인 도구들을
이용해 통증 사정 도구를 제작하였다. 향후
인형(Device)과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여 직접
아동들과의 인터뷰 및 실험을 한 뒤, 이를 통해 통증을
기록하는 구체적인 방법상에서 도구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Jr PhD., Academic Emergency Medicine,
volume1 17, Issue 1, (2010), 50-54.
8. 석민현, 윤영미, 오원옥, 박은숙, 간호사의 아동
통증 사정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5(3), (1999), 262280.
9. 백승완, 말기질환 어린이의 통증평가, PARTNERS
AGAINST PAIN, Vol.7, No.1, (2007),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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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급으로 변하는 추세에 따라 영상에서 번호판
영역을 찾아야 하는 탐색 영역이 급격히 커지고
있으므로 번호판 검출이 전체 인식에 걸리는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컴퓨팅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특히 영상에 번호판이 하나만 있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식의 전제 조건이 없을 경우
탐색에 걸리는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사고 및 각종 이벤트를 기록하기 위해 많이
장착하는 블랙박스에서 빠르게 번호판을 추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AdaBoost 기반 번호판 검출기를
최적화 하는 방법에 관해 다룬다.

요약문
최근에 주차 관제, 불법 주정차 탐지, 범죄 차량 검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판 인식기는 흔히 PC 나
서버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설계 및 구현된다. 번호판
인식 기술은 크게 영상 획득, 번호판 검출, 번호판
인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번호판 검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번호판 검출기를 ARM Cortex-A8 과
같은 임베디드 프로세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최적화 하는 방법에 관해 다룬다. 제안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full HD 영상 기준 약 2.2fps 의 속도로 자동차
번호판 검출이 가능하였다.

기존 번호판 검출기 소개
기 개발된 번호판 검출기는 modified census
transform (MCT) 특징 기반 AdaBoost 분류기[1]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쉽게 설명해서 영상의 객체
검출에서 많이 활용되는 AdaBoost 검출기로 영상
내의 숫자를 찾고, 비슷한 크기의 숫자가 특정
위치에서 다수 검출되는 경우 이를 엮어서 번호판의
후보 영역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STRACT
License plate recognition (LPR) is used for the
purpose of parking control, illegal parking
detection, vehicle crime arrest. Recently, LPR
is often designed and implemented to
operatively in a PC or server. This paper deals
with the speed optimization of the license
plate detection algorithm to be applied in
embedded processor systems, such as ARM
Cortex-A8. Using the proposed optimization
algorithm, the vehicle black box can detect
license plate about the speed of 2.2fps in full
HD video.

번호판 검출기 속도 최적화
기존의 번호판 검출 알고리즘을 프로파일링 해 본
결과 AdaBoost 숫자 탐색 과정이 가장 많은
시간(92.5%)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탐색 알고리즘은 학습 시에 지정해 놓은 크기
(AdaBoost 학습 샘플의 크기)의 윈도우를 영상의
(0,0) 위치부터 한 픽셀씩 이동시키며, 윈도우 내에
숫자가 포함되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번호판의 특성을 고려해서 탐색 영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특히 하늘, 도로와
같이 edge 가 없는 영역은 굳이 AdaBoost 탐색을
하지 않고 건너 띄어도 영상 내에서 숫자를 찾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위해 먼저 입력
영상에서 수평 방향의 sobel edge 검출을 한 후 일정
문턱 값 내의 부호가 같은 edge 를 연결하였다. 그
결과 edge 가 존재하는 영역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주제어
번호판 인식, 번호판 검출, 임베디드, ARM

서론
번호판 인식은 자동차 번호판이 포함된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 획득 과정, 캡처된 영상에서
자동차의 번호판 위치를 찾는 검출 과정, 번호판 후보
영역에서 글자 및 숫자를 추출하고 인식하는 OCR
과정으로 나뉜다. 카메라 영상의 크기가 VGA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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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결과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두 번째 영상이
edge 를 연결시킨 결과이며, 세 번째 영상은 원본
grayscale 영상과 edge 연결 영상을 AND 연산한
결과이다. 숫자가 포함된 영역은 남고, 단조로운
패턴의 edge 가 없는 영역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변하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 따라서
ROI(width 1620, height 240) 및 글자 크기를
지정(숫자 높이 12~30 픽셀 )한 경우 PC 에서의 동작
속도는 약 5fps 였다. 이 알고리즘을 ARM 크로스
컴파일 후 처음 확인 한 속도는 3.83sec, 즉 0.26 fps
였다. 기 개발된 알고리즘은 OpenCV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OpenCV 의 크로스컴파일 과정도
필요하였고, 이 때 SIMD 가속화 같은 옵션을 모두
켜고 수행하였다.

Edge 가 없는 부분에서 탐색 속도를 높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edge 가 없는
영역에서 AdaBoost 분류를 생략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탐색 윈도우의 (0,0)위치와 (width,
height) 위치가 모두 0 일 경우, 해당 영역에서
AdaBoost 분류를 수행하지 않았고, 반면에 픽셀 값이
0 이 아닌 경우 edge 가 있는 영역으로 보아서 숫자
분류를 수행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edge 가 없는
부분에서 특징 추출을 생략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이
edge 가 없는 부분에서 MCT 특징 추출을 생략하였다.
특징 추출이 생략된 부분은 탐색과정에서 역시
생략되므로 0 값으로 채워도 상관이 없다.

Edge 연결 방법을 적용 후 속도는 약 1sec 로 약
4 배의 속도 향상이 있었다. 이후 AdaBoost 의
피라미드 영상을 만들기 위한 리사이즈 파라미터를
0.95 에서 0.9 로 변경하여 약 2 배의 속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이 과정은 샘플 영상을 보고 검출 성능을
그리 떨어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 수치이다.
최종 속도는 2.2 fps 로 측정되었다. 같은
알고리즘을 PC 에서 수행할 때는 22.9 fps 로
측정되었으며, OpenMP 를 적용 했을 때는 36.7fps
를 기록하였다.

결론
기존 개발된 번호판 검출기를 임베디드 프로세서에
활용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여 동작 속도를
높였다. 번호판의 특징을 분석해 edge 가 없는
영역에서 특징 추출 및 AdaBoost 분류를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최적화 전 0.26fps 에서
2.2fps 까지 약 8 배의 속도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림 1. Edge 가 존재하는 영역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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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번호판 검출을 적용해보기 위한 타깃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블랙박스이며, ARM Cortex-A8
프로세스 1GHz 를 채택한 모델이다. 해상도는 full
HD 이며 30fps 으로 캡처가 가능하다. 블랙박스의
기본 기능은 영상의 캡처이며, 번호판 검출은 해당
기능이 동작하는 중에 수행되어야 하므로 전체 컴퓨팅
자원을 모두 쓸 수 없었다. Intel Core i7, 3.2GHz 의
PC, 단일 코어 사용 기준에서 기존의 번호판 검출기
동작 속도는 5 fps 였고, 블랙박스에서 목표로 하는
속도는 1fps 이상이다.

참고 문헌
1. B. Fröba and A. Ernst, Face Detection with
the Modified Census Transform, Proc.
AFGR., (2004), 91-96.
2. 반규대, 윤영우, 윤호섭, 김재홍, 정명애, 박종현,
차량 번호판 검출장치 및 그것의 동작 방법,
한국특허, 10-2012-0148669.

기 개발된 번호판 검출기는 번호판이 많이 나타나는
영역의 위치 지정과 번호판 내의 큰 숫자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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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Cubit 컨트롤러만의 독자적인 인터랙션을

요약문

발굴하였다.
이

과제는

2015

년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의
MCP(Membership

삼성디자인멤버십과
협업

Convergence

ABSTRACT

프로그램인

This

Project)에서

project

is

one

of

the

from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3 차원 공간의 x, y, z 의 축을 모두

MCP(Membership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형태인 큐브를 모티브로 가지고,

cooperative

3D to 3D, ‘3D 인터페이스 게임을 3D 디바이스로

Design Membership and Samsung Software

다루다’라는 컨셉으로 3D 게임 컨트롤러와 플랫폼

Membership. We created ‘cubit’, new game

‘Cubit’을 제작했다.

platform and new controller, with the concept

Cubit

은

3D 공간을

가장

직관적으로

Convergence

works

group

exhibition

Project)
of

a

Samsung

of ‘controlling 3D-interface-game with 3D-

조작하는

interaction-device’.

컨트롤러입니다. 현실의 움직임을 반영한 조작 방법으로

Cube, the motive of

cubit’s shape, is the basic form of three-

보다 실감나게 3D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사람들이

space’s representation, which has x, y, z axis.

디바이스를 다루는 실제 행동에 대해 집중하여 단순한
키의 조합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Cubit is the most intuitive controller which can

‘동작’을 사용하는 컨트롤러이다.

control three-dimensional space. You can
enjoy 3D contents more realistically with the

이렇게 디자인된 Cubit 은 3D 인터랙션, 새로운 감각,

way of controlling ‘cubit’. We focused on how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people actually ‘handle' devices not ‘control’,

또한, 큐브 컨트롤러만의 독자적인 방식의 인터랙션에

so that we tried to make the most natural and

대한 고찰이 필요했다. 실험을 통해 사용자들이 큐브로

familiar

대표적인 게임 테스크를 수행 시에 어떤 행동 패턴을

controller

which

inputs

not

a

combination of keyboard keys but 'the human

보이는 지 알아보았다. 실험을 토대로 도출 한 동작을

motion’.

- 212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We are trying to convey new 3D interaction
and senses, and to give diverse contents for
users with ‘Cubit’. Therefore, we need some
consideration for developing the originality of
its interaction. We observed user's behavior
pattern when they play games through some
experiments.

Consequently

we

invented

‘cubit’ controller’s unique interaction.

주제어
그림 1. 제스처 컨트롤러와 기존 컨트롤러의 차이

컨트롤러, 게임, 3D 인터랙션, 게임 플랫폼

1. 연구 배경
2. 연구 목표

1.1. 체감형 게임 컨트롤러로의 발전

2.1. 적관적 방식의 컨트롤러 제작

2 차원 환경에서 3 차원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임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에 따라 컨트롤러도 변화해야 한다.

동작 인터랙션을 추가한 제스쳐 컨트롤러가 출시되어도

일반적인 키 방식의 컨트롤러는 3 차원 환경을 2 차원으로

단순한 조작방식으로 금방 흥미를 잃게 되어 지속적인

다룬다는 부조화가 나타났다. 게임 컨트롤러는 게임을

경험을 부여하지 못했다. 단순한 동작 인식이 아닌 3 차원

컨트롤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사용자들의 니즈에

공간의

따라 체감형 컨트롤러로 변화해왔다.

컨트롤러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3D to 3D, ‘3D
게임을

체감형 컨트롤러는 실제 형태를 모방하거나 화면의

축을

3D

잘

나타내고

컨트롤러로

다양한

조작이

다루다’라는

가능한

컨셉을

제안하였다(그림 2). 직관적 방식의 컨트롤러의 제작을

실제감을 부여하려 하였다. 자신이 직접 게임 속에서

통하여, 조작감의 개선, 몰입감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행동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 몰입감을 극대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체감 형 아케이드 게임(총, 레이싱 게임,
스크린 골프, 비행 훈련 등)의 컨트롤러는 단순히 하나의
게임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Wii(모션 컨트롤러)와
Kinect 등과 같은 1 대 다의 동작 인식 체감 형 게임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 모션 컨트롤러를 통해 본체의 성능
향상 없이 컨텐츠를 많이 포괄하며 콘솔 시장의 변화를
도모하려 했다.

그림 2. 컨셉 도식화
1.2. 모션 형 컨트롤러의 한계
콘솔 시장의 변화를 도모하려 한 모션 형 컨트롤러도 흥미

그림 2 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공간을 돌리는 감각을

유발에 그친 컨텐츠의 질림 현상과 서드 파티 개발사의

부여하는 컨텐츠(게임)과 컨트롤러(그림 3)를 제작할 수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끌지 못하였다[1].

있었다. 그러나, 아직 ‘3Dto3D’의 컨트롤러를 활용하는

그림 1 과 같이, 사용하기 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다는

인터랙션

면에서 조작감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가져 사용자들에게

가이드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논문에서는 3D 인터랙션의 발굴을 목표로 하였다.

지속적인 경험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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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 모습

그림 3. 컨트롤러 제작 구성도

3.3 조사 결과

3. 사용자 조사

피험자들이 제시된 제스쳐의 순서마다 점수를 부여하여(첫
번째로 제시한 행동을 3 점으로 하였고, 두 번째는 2 점, 세

3.1. 조사 목표

번째는 1 점을 부여함) 합산한 최종 점수로 계산하였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결과는 표 1 과 같다.

인터랙션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이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을 통해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보았다.
표 1. 조사 결과 표

3.2. 조사 방법

플랫폼 테스크

1~2 가지 이상의 콘솔 게임 경험이 있는 남녀 24 명(평균
25.4 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자에게

전원

개발하려는 디바이스와 같은 크기(사용자 손에 최대한

켜기

맞는)의

(ON)

큐브를

이용하여

게임을

조작하는

상황을

1.

39 점 (19 명)
2.

테스크는

게임플랫폼에서

실제

게임에서

사용하는

테스크

사용하는
총

10

확인

1.

흔든다 21 점

3.

테스크와

상단면 탭 65 점
(22 명)

(OK)
2.

(10 명)

부여하여 실험자가 행동하는 모습을 관찰, 인터뷰하였다.
실험

상단면 탭

전면 탭 13 점
(5 명)

집어든다 14 점

3.

(6 명)

큐브로

바닥을

친다 11 점 (5 명)

가지를
전원

조사하였다.

1.

(OFF)

놓는다

34 점 (14 명)

끄기

실험 안내서(그림 4)와 실험 환경(그림 5)은 다음과 같다.

내려

2.

흔든다 14 점

취소

1.

2.

(8 명)
3.

큐브를

1.

X

를

상단면에

감싼다

3.

뒤집는다
(3 명)

큐브를
4

(Mov

점

그린다 9 점 (4 명)

13 점 (6 명)
이동

25

(9 점)

(Cancel
)

흔든다

방향으로

돌린다 46 점

e)

(15 명)
2.

큐브면
스와이프 22 점
(10 명)

3.

옆면 탭 15 점
(10 명)

그림 4. 실험 안내서
게임 테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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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1.

기울인다 29 점
(13 명)

(Mov
e)

2.

정지

1.

2.

탭한다 18 점

들고

결과를 토대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1 순위의
테스크들을

스와이프 11 점

3.
움직인다

활용하였다.

그러나,

개발환경의

한계로

선택(확인), 취소(정지)의 경우는 각각 원탭과 더블탭으로

(5 명)

(9 명)
3.

내려놓음

32 점(11 명)

(Pause)

방향면을

바닥에

선정하였다.

꼭지점 탭 10 점
(4 명)

4. 결과

17 점 (8 명)
선택

1.

윗면 탭 28 점
(13 명)

(Selec
t)

2.

(11 명)
버튼을

1.

(Zoom

2.

3.

19 점 (8 명)
취소

1.

버튼을

2.

제작했다. 단순한 키 조합이 아닌 기기와 사용자가

앞뒤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기를 완성했다. 또한, 제작에 그치지

움직인다

않고 기기를 이용한 인터랙션 테스크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20 점 (8 명)

in/ out)
누른다

3D 컨텐츠를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컨트롤러를

핀치 줌한다 48 점
(16 명)

줌아웃

옆면 탭 24 점

3.

줌인/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스와이프 19 점
(6 명)

전시 상황에서 프로토타입을 직접 작동해 본 결과,

누른다

테스터들은 ‘공간을 실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34 점 (10 명)

재미있다’, ‘좀 더 많은 조작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집에서

옆면 탭 18 점

TV 앞에서 플레이 해보고 싶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추후

(9 명)
3.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조작도구의 조작감, 몰입감 등의

흔든다 16 점

가치의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7 명)

또한, 현재는 개발 환경에 맞춘 단순한 테스크의 조사만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다. 게임과 플랫폼에 맞춘
피험자들은 평소에 익숙한 동작, 다른 기기(게임 컨트롤러,

다양한 task 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에서 작동 시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ON-OFF,
OK-CANCEL 과 같이 1:1 로 반대되는 동작은 같은

사사의 글

방법이나

이 연구는 “삼성전자 디자인, 소프트웨어 멤버십”의

연계된

동작을

행하였다(원탭:더블탭

,

왼쪽면:오른쪽면 , 탭:탭). 시점 변화와 줌인-줌아웃을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한가지 제스쳐로 통일하는 경향을 보였다. 줌인 아웃의
경우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방식(핀치

참고 문헌

줌

인/아웃)을 취했다. 일시정지의 경우는 동작을 멈추거나

1. 문화기술(CT)

바닥에 내려놓는 등 테스크를 중단하려고 하는 식의

Recognizing

경우 두 손가락으로 스와이프하여 실제로 일시정지를 하는

IEEE
절대값이

아닌

상대

(2010.

10),

Hand-Held

Interface

with

Vibrotactile Feedback for 3D Interaction,

제스쳐를 취하였다.
위치를

5호,

2. S. Kim, G. Park, S. Yim, S. Choi, Gesture-

조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O, X, ll 등을 그림), 일시정지의

면의

리포트

한국콘텐츠진흥원.

행동을 취한다. 또한, 큐브 면에 기호를 그리는 방법으로

또한,

심층

값으로

Transactions

on

Consumer

Electronics(AUGUST 2009), Vol. 55, No.3

인식한다(윗면이 선택이라고 가정한다면, 큐브를 돌려
새로운 윗면이 도착해도 그 면을 여전히 선택으로 인식).
시점변화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든 360 도 혹은 180 도로
돌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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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erface as an authentication method. Conventional
door locks using number combination input on a
visible keypad has the main drawback of user’s
authentication process being exposed to others. By
utilizing the HMD AR interface that is essentially a
private screen space to the user only, the passcode
is not exposed to others. Moreover, with the smart
lock requiring randomized hand gesture to the user
every time, the passcode is not predictable or
memorable by a third person watching the user’s
interaction, ensuring secure authentication process.
In this approach, Kinect detects the user’s presence,
Leap Motion user’s hand gesture while the HMD
displays the authentication interface. The devices are
connected via Bluetooth and disparate device spaces
are conjoined by user’s hand gesture interaction.

다가올 IoT (Internet of Things) 시대에는 서로 다른
소비자 가전간의 긴밀한 연결과 또 그것의
현실세계와의 통합으로 인해 사용자와 사물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HMD 증강현실 인터페이스상의 무작위
핸드 제스쳐 인터랙션을 인증수단으로 활용하는 통합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을 제안한다. 물리적으로
노출된 키패드에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는것으로
작동하는 현재의 도어락 시스템은 비밀번호가 주변에
노출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HMD 장치를 착용한 사용자에게만 보이는
AR
인터페이스상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을
인증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비밀번호가 주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스마트
도어락은 매번 무작위로 생성된 핸드 제스쳐를
사용자의
HMD
에
전송하여
알려줌으로써
주변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목격하는것을 통해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은 키넥트 (Kinect) 가 사용자를
인식함으로 인증 과정을 시작하며, Leap Motion 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간에
일어나는 핸드 제스쳐를 읽어들인다. 블루투스를
통해 기기간 데이터 의사소통을 이루었으며, 서로
다른 기기의 공간은 사용자의 핸드 제스쳐 인터랙션을
통하여 연결되었다.

주제어
증강현실, 핸드 제스쳐, 사용자 인증, 인터랙션,
스마트홈

1. 시스템 구성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사용자가 착용하는 HMD 장치로
사용자에게만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AR 코드를
인식하기 위한 RGB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다음은
스마트 락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입은 사용자를 인식하는 Kinect, 사용자의
핸드 제스쳐를 인식하는 Leap Motion, PC, 그리고
자물쇠 시뮬레이션을 위한 Arduino Mega 와 Servo
motor 로 구성되어있다. HMD 장치와 PC 간에는
블루투스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스마트 락 부분의 모든 구성품은 유선으로 연결된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제되었다.

ABSTRACT
In the future of IoT (Internet of Things), intimate
communication network between heterogeneous
consumer electronics amalgamated with the real
space will enable fluent real-time interaction. We
present an integrated smart lock system that uses
randomized hand gesture interaction on an H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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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어락 시스템이 갖고 있는
주요 단점중의 하나인 노출된 키패드 인터페이스를
HMD 증강현실 환경에 옮기고 무작위로 생성되는
인증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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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 연결도

2. 시스템 흐름 및 작동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과정은 HMD 와
PC 가 블루투스로 연결된 상태에서 HMD 에 장착된
RGB 카메라가 스마트 락의 표면에 부착된 AR 코드를
인식하는것으로 시작된다. HMD 는 AR 코드를
인식하여 핸드 제스쳐 인터랙션 인터페이스를 띄우고,
스마트 락은 키넥트가 사용자의 뼈대를 인식하고
내부적인 인터페이스를 시작한다. 이 때, HMD 의
인터페이스와 스마트 락의 인터페이스는 물리적으로
별개의 공간이지만 두 공간은 Leap Motion 위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핸드 제스쳐를 동일한 하나의
입력신호로 받아들여 처리한다. 스마트 락은
인증과정의 시작시 무작위로 생성된 비밀번호 패턴을
HMD 에 전송하고 이것은 오직 사용자에게만
보여진다. 사용자가 주어진 패턴을 따라 핸드 제스쳐
입력을 주면, 스마트 락의 PC 는 주어진 패턴과
사용자의 입력을 비교하여 올바른 비밀번호가
입력되었는지 판단한다. 사용자의 입력이 올바른
경우 스마트 락은 HMD 에 피드백을 통해 비밀번호가
맞게 입력되었음을 알리고 Arduino Mega 를 통해
Servo motor 를 컨트롤한다. 만약 사용자의 입력
제스쳐가 스마트 락이 제공한 패턴과 다를 경우
스마트 락은 HMD 에 피드백을 주어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음을 알려준 뒤, 새롭게
무작위 생성된 비밀번호 패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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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y, photo, Social Network Service(SNS)[1].
Life logging has enabled to collect and search
these records. Life logging service was
required not only to provide daily memory but
also to enhance social relation. This study is to
develop social life logging technology that
provides social relations of emotion-centered.
Social life logging extracts the connected
emotional
information
and
leads
to
communication and empathy with others. It
expanded to significant social emotional data
and inferred group emotion by analyzing
patterns and trends of social emotion. In this
research, contents context of consuming
behavior, object information of front view and
cardiovascular response were analyzed with
life logging data. People were grouped socially
based on six basic emotion of Ekman[4].
People who have same emotion were defined
as a social group. This social group offers to
provide a user with a feeling of relief and a
sense of belonging and a social existence in
society[7].

요약문
본 연구는 일상 생활에서 기록되는 다양한 라이프로깅
데이터로부터 특징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소셜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셜 그룹은 두 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특징들이나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집합체이다.
사람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 일기나
사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기록한다[1]. 라이프로깅
연구들은 이런 기록들을 수집하고 검색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소셜 시대의 라이프로깅 서비스는
일상의 기억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감성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제공해 주는 소셜라이프로깅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소셜라이프로깅은 유기적
감성 정보를 추출하고 타인과의 소통 및 공감을
이끌어내며 또한 대중의 유의미한 사회감성 데이터로
확장하고 사회감성 범주화로 패턴 및 트렌드를 분석해
대중의 감성을 추론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소비행태에 따른 콘텐츠 컨텍스트, 정면
시야의 객체정보, 그리고 심혈관계 반응을 추출한다.
Ekman 의 6 가지 기본 감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한다[4]. 같은 감성 유형의 사람들을 소셜
그룹으로 정의하고 연결시켜 범주화 하였다. 이러한
소셜 그룹은 사용자에게 안도감과 소속감, 존재감을
제공해 준다[7].

주제어
라이프로깅, 동기화, 소셜 그룹

서론

ABSTRACT

일상 생활을 기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기나 낙서,
카메라 사진,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 등과 같이
개인만이 볼 수 있는 매체가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SNS 가 있다.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일상을
기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함이다[1]. 이러한 일상 생활의 기록이 라이프로깅

This study is to develop determination method
of social group according to daily life-logging
data. Social group means two or more people
who
share
one
another
to
similar
characteristics and common goals. In order to
remember and to reminisce a moment, people
record daily life using several method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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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된다. 사용자가 일상 생활에서 소비하는
콘텐츠가 모두 라이프로깅 데이터가 될 수 있다[2].

데이터에서 PPI(Peak to Peak Interval)를 추출하고
이를 BPM(Beat Per Minute)으로 변환하여 심박수를
추출한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 되는 생체신호 데이터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와 분리되어 단편적이고
유기적이지 않아 사용자 반응을 해석하기 어렵다.
SNS 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개인의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소통 및 공감이 부재한 상태이다.
라이프로깅 기술은 웨어러블 장비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헬스 케어와 관련된 연구만 나와 있다[3].
따라서 생체신호 데이터와 행동 데이터를 융합해
유기적 감성 정보를 추출하고 타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공감을 이끌어 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별
콘텐츠 컨텍스트와 감성 정보로 대중의 유의미한
사회감성 데이터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감성
범주화로 패턴 및 트렌드를 분석해 대중의 감성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정면 사진 정보
정면 사진 정보는 사용자가 바라보는 시야에서 객체
정보를 뽑아내고 이미지 패턴 분석을 통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정면 사진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목에 걸고 자동으로 촬영한다.
 시간 및 위치 정보
시간 및 위치 정보는 각각 스마트폰의 시간과 GPS
데이터이다. GPS 의 위도, 경도 데이터를 5 초에 한번
저장 되도록 한다. 그 때의 시간 정보도 함께 기록한다.
이 환경 정보 데이터로 사용자의 시간에 따른 환경
패턴을 분석한다.
 콘텐츠 소비행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생체신호 데이터, 정면 사진
정보, 시간 및 위치 정보, 콘텐츠 소비행태에 따른
콘텐츠 컨텍스트 등의 라이프로깅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들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한 후 상황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Ekman 의 6 가지 기본 감성으로
만들어진 분류 유형과 매칭하여 유형을 판별하고자
한다[4].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소셜 그룹을 만들어 준다. 이를 소셜
라이프로깅이라고 한다.

콘텐츠 소비행태는 스마트폰의 사용패턴을 분석해
추출한다. 어떤 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사용 시간을
기록하여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소비 하는지 분석
한다. 이는 정면 사진 정보와 함께 사용자의 경험
정보로써 활용 되며 트렌드를 추론 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5].

소셜 그룹 생성
시간 및 위치 정보에서 환경 정보를 가져오고 정면
사진 정보와 콘텐츠 소비행태에서 경험 정보를
가져온다. 가져온 정보를 이용해 소셜 그룹을 생성 할
비교 대상을 선정한다. 비교 대상에 선정이 되면
생체신호 데이터인 PPG 로 동기화를 판별하여
동기화가 됐을 경우 소셜 그룹을 생성한다[6]. 소셜
그룹 생성과 동시에 소셜 ID 도 발급한다. 그림 1 은
이 과정을 도식화 한 소셜 그룹 생성 개념도 이다.

라이프로깅 데이터 추출
소셜 그룹 생성을 위해서는 먼저 라이프로깅 데이터를
추출해야 한다. 표 1 은 각각의 요소들에서 추출 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표

1 . 라이프로깅 추출 데이터

요소

분류

데이터

생체신호

반응

PPG

정면 사진

경험

객체 정보

시간,위치

환경

시간, GPS

콘텐츠

경험

소비 행태

그림

1 . 소셜 그룹 생성 개념도

결론

 생체신호 데이터

지금까지 라이프로깅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과 그
데이터를 토대로 소셜 그룹을 생성하고 소셜 ID 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소셜 그룹은
사람들에게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안도감과
소속감, 존재감을 준다[7].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추억하며 미래의

다양한 생체신호 중에서 심장 박동 측정을 위해
PPG(Photoplethysmography) 데이터를 이용한다.
PPG 센서는 손가락 끝, 귓불, 발가락 같은 신체 말단
모세혈관에 적외선을 투사하여, 혈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손목형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된 PPG 센서를 사용한다. 측정된 P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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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ends® in Information Retrieval, Vol.
8, No. 1 (2014), 1–107.

삶을 그릴 수 있게 한다. 소셜 ID 는 그룹과 그룹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줄 때 사용 된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된 개념이다. 각각의 소셜 그룹들의
감성을 넘어 소셜 그룹간의 네트워크로 확장되면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의 감성에 따른 행동
패턴과 트렌드를 추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Burns, W., Nugent, C., McCullagh, P., &
Zheng, H.. Design and evaluation of a
smartphone based wearable life-logging
and social interaction system. In ComputerBased Medical Systems (CBMS), 2014 IEEE
2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2014),
435-440.

이 후 연구에서는 라이프로깅 데이터를 이용해 실제로
소셜 그룹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룹핑된
사용자들이 실제 비슷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4. Ekman P., Friesen W. V., & Tomkins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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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se Leap Motion to perform desired tasks
in the 360 degree virtual environment which is
similar to conventional GUI operating systems.
For this purpose, we have implemented simple
operating system kernels and file system which
can execute and manage multi threads
simultaneously using basic mechanisms from
Unity3D, the game development platform. Our
simple multi-tasking operating system can run
own simple software applications including
memo pad, painter, and media player. Users
can use 360 degree area just like the desktop
of Windows Operating System (OS) using the
head mount display; as is in conventional GUI
OS, users can locate favorite applications on
360 degree working area. Using gesture
recognition instead of mouse pointer, users
open, relocate and close applications. Also,
they can type with a virtual keyboard. From
user experience points, users can utilize 360
degree area unlike the conventional operating
systems which provide limited rectangle area.
We have found that users often tend to prefer
specific working zone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asks. We expect our prototype will provide
valuable insights to develop and improve user
experience in the emerging virtual working
environments.

요약문
3 차원 가상 공간 내에서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기반 컴퓨터 작업 환경을 구현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HMD (Head Mount Display)인
Oculus Rift 를 착용하고 360 도 가상 환경에서 GUI
운영 체제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제스처 입력 장치인
Leap Motion 을 이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게임 개발 플랫폼인
Unity3D 가 제공하는 기본 메커니즘 위에서
자체적으로 스레드(thread)를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실행,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체제 커널과 파일
시스템을 구현했고 이러한 플랫폼 상에서 메모장,
그림판,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자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사용자는 HMD 를 착용해서 360 도 공간
모두를 Windows 운영체제의 바탕화면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GUI 운영체제에서처럼 응용
프로그램은 아이콘 형태로 360 도 가상 공간 상에
배치되고 마우스 대신 제스처 인식을 통해 실행,
종료를 수행한다. 텍스트 입력을 위해 가상 키보드를
공간에 배치해서 손가락 인식을 통해 입력이 가능하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사용자는 모니터 등의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360 도 전체를 작업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확장된 공간에서 사용자는
직관적으로 작업의 특성에 따라 공간 활용을 수행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로토타입은 향후 등장하게 될 유사한 컴퓨터 작업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을 연구, 개선하기 위해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ABSTRACT

가상 현실, HMD, 제스처 인식, 작업 환경 사용자
경험, Unity3D, Leap Motion

We present a prototype to implement a threedimensional virtual working environment
based on Graphical User Interfaces (GUIs).
Users put on Oculus Rift (head mount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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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결과
그림 2 에서는 HMD 장치로 본 시스템 사용 환경
모습을 제시한다. 실제로 HMD 장치로 봤을 때에는
이 상황이 3 차원 가상 공간으로 인지된다. 그림
3 에서는 사용자의 사용 모습을 제시한다.

그림

1 .

제안하는 시스템 (RGB OS)의 구조

개요
보다 저렴하고 대중적으로 보급 가능한 Wearable
장치와 HMD(Head Mount Display) 등의 가상 환경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컴퓨터 작업 환경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모니터로 표시되는 2 차원 작업 공간을 이용하는
기존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운영체제
환경에서 벗어나 360 도 범위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3 차원 가상 공간으로 확장해서 사용자의
작업 효율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그림 2.

HMD 로 본 가상 공간 내 작업 환경

기존 연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환경과 유사한 환경이 발표(예.
Virtual Desktop [1])된 바 있으나 이러한 환경은
2 차원인 Windows OS 바탕화면을 단순하게 Oculus
Rift 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또한 본 연구에서 제스처
인식을 이용해서 가상 환경 내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마우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그림

시스템 개요

사사의 글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HMD 인 Oculus
Rift[2]와 제스처 인식 장치인 Leap Motion[3]을
이용하고 주로 게임 개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Unity3D[4] 상에서 환경을 개발했다. Unity3D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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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OS)의 기본적인 멀티스레딩 또는 멀티태스킹
메커니즘을 직접 C# 언어로 구현한 후 메모장, 그림판,
미디어 플레이어 등의 전용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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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an alternative approach – it uses a nonscreen input surface to enter text. To achieve this goal, we
used the EdgeTouch hardware platform [4], a system that
features a watch-sized device with a touch sensor around its
rim, fully offset from its front-mounted screen. Furthermore,
we note than most current text entry research for wearables
focuses on Latin characters. As such, these results may not
be optimized for, or directly applicable to, input in other
character sets, such as Korean language input. Accordingly,
we focus on the design of an input system for Korean text
entry.

Touchscreen text input for wearable devices such as smart
watches is challenging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input and
display surfaces. Hitting the tiny keys is hard and obstructs
the display. This prevents users from observing previously
entered text.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paper explores the
design of a text entry system based on input to a touch
sensor located around the edge of a watch device, offset
from the front mounted screen. To map characters to edge
locations, we assessed the reachability of different sites and
mapped the Ez-Hangul layout of smartphones to these areas
based on the usage probability of letters derived from a
corpora of daily conversation. In a pilot user study
assessing performance, participants achieved an average of
9.97 WPM with 16.08% TER and 1.29 KSPC. We conclude
by highlighting ways to improve the design to yield more
rapid and reliable performance.

The remainder of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our Korean
language text entry system. We conclude with directions for
future work on this topic.
METHODS

Author Keywords

Hardware Platform - EdgeTouch

Korean text entry, EdgeTouch, Smart watch.

The EdgeTouch [4] device features 24 capacitive touch
sensors situated equidistantly around a 6 cm flat cylindrical
object (15° inter-sensor spacing) and an optional 1.5 inch
square front-mounted screen. The device was modified to
include mounting points for two watch straps (Figure 1.a)
that enabled it to be securely worn on the wrist.

INTRODUCTION

Text entry on wearable devices such as smartwatches is
currently attracting considerable research interest. This is
because many of the key interaction scenarios for these
portable connected devices (such as messaging or
navigation) rely on text input, but their small size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for this type of interaction. For
example, watches suffer from an extreme case of the fat
finger problem [6] a term referring to the fact that a users’
input on a touch screen obscures both displayed targets and
feedback. To address these problems, researchers have
proposed smart watch based text entry systems that require
multi-stage input. For example, Zoomboard [5] relies on a
two-click system. The first touch selects an area of an
onscreen keyboard, which is them shown enlarged in a popout window. The follow up click selects a specific key.
Attempting to reduce the amount of additional input
required in this kind of process, Splitboard [2] presents two
optimized arrangements of keys and allows users to swipe
to move between these. This system allows larger targets
while requiring fewer keystrokes per character of input.

a) First prototype

b) Reachable area of EdgeTouch

Figure 1. EdgeTouch with Korean Text entry
Keyboard Layout Design

We ran a short informal pilot study to assess the
reachability of each of the 24 sensors on the EdgeTouch
device. The format was simple. First the screen was
removed from the device and a paper overlay placed o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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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howed the location of each sensor with a numbered
dot. Four right-handed participants (two female) then
donned the prototype and indicated the targets they could
comfortably reach with their thumb while their index finger
touched the 3rd location and with their index finger while
their thumb touched the 15th location. The 3rd and 15th
locations were used as anchor points reduce the variability
in the reach data. This data was averaged to create a final
reachability map, as show in Figure 1.b. The bottom left
portion of the image is reachable with the thumb and the
top right with the index and/or middle finger. These two
regions contain a total of 15 separate edge mounted sensors.

4.
5.

User taps ‘ㅏ’ followed by ‘ㅣ’ to generate vowel ‘ㅐ’.
Finally, user taps ‘ㅇ’ button to type the last sound
(종성) and then taps space button complete the
syllable. The user can tap the ‘delete’ button to
erase a previous keystroke at any time.

Experimental Design

A total six participants (three female, mean age 23.7,
SD=0.52) were recruited. During a short training session
participants typed the test phrase ‘약초 곁들인 훈제 슈크림 와플
받아요’ five times. This phrase was selected as it contains all
Korean characters. In main experiment participants typed
four sentences extracted from a language corpus [1] and
shown in Table 1. The phrases were experienced in the
same order by all participants and each was entered five
times.

In order to determine an optimal mapping of Hangul
characters to these locations (Figure 1.a) we calculated the
frequency of each letter (Figure 2.a and 2.b) in four
conversation corpora using the Hanmaru 1.0 system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 The most frequent set of letters strongly resembles the
subset of characters used in Ez-Hangul (Figure 2.c) so we
referred the Ez-Hangul to design our final key layout which
is shown in Figure 1.a.

Session

Sentence

Training
First
Second
Third
Fourth

약초 곁들인 훈제 슈크림 와플 받아요
등기로 보내면 얼마에요
너무 가까이 대고 말하니까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
가기엔 정말 최악이야

Table 1. Phrases entered during the experiment
RESULT AND ANALYSIS

We measured Key Strokes Per Character (KSPC) as a
theoretical characterization of text entry efficiency and
Words Per Minute (WPM) and Total Error Rate (TER) to
assess more practical aspects of performance. In this
exploratory analysis, we examined the effects of gender (e.g.
as it may represent factors such as hand size), variations
among the four different phrases, and practice effects
within repetitions of each phrase. Due to the small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study, we did not perform formal
statistical testing.

Figure 2. Usage frequency of each Hangul consonant and
vowel, and the layout of the Ez-Hangul keyboard for mobile
devices.
Text Entry Software

An Arduino connected to the EdgeTouch detected finger
touches and sent this data to a Visual Basic 10 PC
application which displayed transcribed letters on a
computer screen. Due to limitations in the visual display
capability of the screen on the EdgeTouch screen (no ability
to display Hangul characters) we displayed the letters on a
tabletop computer screen (a SUR 40 device) and ensured
that all text entry tasks took place with the watch unit
positioned directly adjacent to the displayed information on
the tabletop computer.

During the training session, all participants showed a trend
for increasing WPM and decreasing TER (Figure 3).

Typing rules in this text entry system were similar to ‘EZHangul’: six consonants (ㄱ,ㄴ,ㄹ,ㅁ,ㅅ,ㅇ), six vowels (ㅏ, ㅓ,
ㅗ, ㅜ, ㅡ, ㅣ), add stroke, double, space, and delete buttons
are provided with single key press. Typing process of ‘쨍’ is
presented below to illustrate the operation of the system:
1.
2.
3.

Figure 3. Serial change of WPM and TER during training
session

With the four phrases in the main session we noted
differences between the genders. In terms of TER, male
participants averaged 9.11% (SD=9.45) while female
participants produced a mean of 23.14% (SD=16.14). WPM
showed a similar trend: males produced a higher level of
performance (mean=10.92, SD=1.43) than females

User taps ‘ㅅ’ button.
User taps ‘add stroke’ button to generate ‘ㅈ’
User taps ‘double’ button to generate desired initial
sound (초성)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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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9.02, SD=1.39). This data suggests that males could
use the EdgeTouch device more rapidly and accurately than
females. We attribute this to the variations in hand size
among the participants – the larger hands of males enabled
improved performance. Results were stable among the
different sentences and repetitions in terms of both WPM
and TER. Therefore, we conclude that the short training
session sufficiently trained users to operate the system –
there were minimal subsequent learning effects.
Finally, the system yielded an overall KSPC of 1.29, as
derived from the final mean WPM and KSPC. The value of
KSPC was computed based the full set of Korean letters
used in the phrases and shows that some characters (e.g.
vowels such as “ㅔ”) require several key presses in the
system. The relatively low value reflects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tter frequency model [3] used in
the design.

Figure 4. Typing a character on the revised prototype

In conclusion, this paper has presented a system for
entering Hangul text using a sensor location on the edge of
a watch-sized device. A preliminary study revealed good
performance in terms of KSPC, WPM and TER and
highlighted areas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most
notably in optimizing the key layout for participants with a
range of hand sizes. We used these results to iterate and
improve the system and subsequent experiments will more
fully investigate the viability of text entry using this input
technique.

DISCUSSON AND LIMITATION

Text entry system using the edge of a wrist mounted
wearable is a novel approach that participants were
unfamiliar with. The results of the pilot study indicate that
participants were able to pick up the scheme and input style
with a very short time period. The training session was
approximately 12 minutes in length and we observed
consistent improvements in WPM and TER throughout.
This indicates the technique can be rapidly picked up by
users. In comparison with prior literature, both the KSPC
and WPM values are favorable compared with state of the
art techniques such as Zoomboard [5] – users of this prior
system achieved a maximum WPM of 9.3 and a KSPC of
2.15. TER levels in our system remain somewhat high, a
problem we attribute in part to the unfamiliarity of the
scheme and in part to difficulties experienced in reaching
required targets – not all areas of the edge of a device are
equally accessible to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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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본 연구는 공간형 증강현실 (SAR, Spatial Augmented
Reality) 게임 환경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강건하고
일관성 있게 검출 및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RGB-D 기반
특징 표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1) 얼굴의
표면 법선 벡터 (Surface Normal Vector) 값들의
차이를
Local
Angular
Pattern
(LAP)으로
정의함으로써 조명 변화에 강건하며 2) 로컬 얼굴
좌표계의 (Local Face Coordinate) 관리를 통해 큰
얼굴 회전에도 일관성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3)
컬러와 깊이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특징들보다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추후 공간형 증강현실
게임 환경뿐만 아니라 조명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환경에서 얼굴 검출 및 추적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Spatial Augmented Reality,
Extraction, RGB-D Feature

Facial

Feature

연구배경
IllumiRoom [1]과 RoomAlive [2]와 같은 공간형
증강현실(SAR, Spatial Augmented Reality) 게임
환경은 실제 환경에 가상 객체 및 게임 환경을
투사(projection)하여 몰입감을 높여주는 체감형
게임으로써 최근 조명 받는 미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게임 환경에서 사용자의 몸 및
얼굴 자세 추정 기술의 적용은 사용자 시점에 따른 장면
전환과 같은 인터렉티브(interactive)하면서 몰입감
있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형 증강현실 게임 환경에서는 실제 공간에
투사되는 컨텐츠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변화됨에 따라
방의 조명 변화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사용자들의
얼굴의 위치와 방향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RGB 기반의 특징점 검출 방법은
조명변화 및 얼굴 회전에 강건하지 못하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RGB-D feature definition
method which can be utilized to detect and track
human faces in Spatial Augmented Reality (SAR)
gaming environment with consistency. The
proposed method is characterized by its 1)
robustness in brightness by applying Local
Angular Pattern which is defined by difference of
Surface Normal Vectors, 2) rotation invariance by
managing local face coordinate and 3) potential
improvement
of
stability
by
mutually
supplementing color and depth features. The
proposed method is applicable to face detection
and tracking in SAR gaming environment or
indoor/outdoor settings where challenging
lighting conditions could occur.

따라서 본 논문은 컬러와 깊이 영상의 특징을 조합하여
다양한 조명상태가 발생하는 증강현실 게임환경에서도
일관성 있고 강건한 얼굴의 RGB-D 특징을 정의한다. 이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1. 얼굴의 3 차원 정보를 담고 있는 Local Angular
Pattern (LAP) 정의. 얼굴의 표면 법선 벡터
(Surface Normal Vector)의 국소적 (Local)
값들의 차이로 정의한 Local Angular pattern
(LAP)은 조명 변화에 때문에 컬러 영상이
saturation 되는 환경에서도 강건한 깊이(depth)
특징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회전에 강건한 특징을 위한 로컬 얼굴 좌표계 관리.
깊이 영상으로 얻은 LAP 특징을 얼굴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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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에 기반한 Local Face Coordinate 좌표계
설정 및 특징 관리를 통해 특징의 값이 얼굴의
회전에 독립적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3. RGB 특징과 Depth 특징의 조합. 컬러 특징이
영상의 질감(texture)를 보존한다는 장점과 깊이
특징은 조명변화에 강건하다는 장점들을 취함과
동시에 각각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RGB 와
Depth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특징을
정의하였다.

그림 2. 주요 얼굴 랜드마크 기반 로컬 좌표계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시켜주는 Transformation Matrix 를
구하는 과정
Transformation Matrix
은 회전(rotation)값과
선형이동(translation)의 값으로 결정되며 아래의
수식을 통해 얼굴 방향에 일관된 3 차원 좌표들은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될 수 있다 (식 1).

관련연구
기존 RGB 얼굴 feature 들의 한계. 기존에 객체 인식 및
추적에서
특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징들은
SIFT[3]는 HOG[4], Viola-Jones[5], LBP[6] 등이 있다.
그러나 [3,4]는 회전과 크기변화에는 강건하나 대상의
형태가 바뀌거나 코너점 검출에 실패한다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5,6]는 영상에
명확한 색상대비가 존재하지 않으면 특징으로써 활용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1)
Camera

Local/Face

은 카메라의 internal calibration matrix
,
rotation matrix 및 translation vector 로 이루어져 있
다 (식 2).
|
(2)

얼굴 조명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특징들. 위에 설명된
단점에도 조명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Line Edge
Map[7], Retinex approach[8]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7]는 조명에 불변하지만 얼굴 전체 윤곽정보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응용이 얼굴 검출 만으로 제한되어
있고 [8] 은 영상의 조명을 비선형적 (nonlinearity)으로
정규화시키기 때문에 조명상태가 복합적인 영상에서는
성능예측이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 외의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카메라와 로컬 얼굴 좌표계간의 Transformation 의
rotation matrix 는 역행렬을 camera 시점의 표면 법선
벡터 영상에 적용함으로써 얼굴 회전과 시점 전환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표면 법선 벡터 영상이 생성되도록
보정하는데 사용된다 (식 3).

연구방법

⋮

그림 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RGB-D 특징은 아래와
같은 순서를 따른다.

R

=

⋮

(3)

그 후 보정된 표면 법선 영상과 회색조 영상의 각각의
픽셀은 Locality Principle[9]이 적용되어 RGB-D
특징의 값으로 표현된다 (그림 3).

그림 1. RGB-D 특징 정의 블록 다이어그램
먼저 RGB-D 카메라에서 얻은 컬러와 깊이 영상은
병렬적으로 회색조(grayscale) 그리고 표면 법선
벡터영상으로 변환이 된다. 이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림 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얼굴의 주요 랜드마크를
참조하여
카메라
좌표계와
로컬
얼굴
좌표계의 Transformation Matrix 를 구하게 된다.

그림 3. 표면 법선 영상에 Locality Principle 을
적용하는 과정
각 픽셀에서 얻은 국소적 표면 법선 벡터 값들은 pivot
표면 법선 벡터와의 내적(inner product)를 통해
사이각이 threshold 보다 작을 경우 0, 클 경우 1 을
고려하여 깊이와 방향을 고려한 특징을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0 과 1 로 이루어진 8 자리 0~255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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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2013.

값으로 나타낸 특징은 LAP 아래의 식을 따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식 4).
,
∙‖ ‖

,

0,
1,
0

1

⋯

7

2. Jones, Brett, et al. "Roomalive: Magical
experiences enabled by scalable, adaptive
projector-camera units." Proceedings of the 27th
annual ACM symposium on User interface
software and technology. ACM, 2014.

(4)

3. Lowe, D. G., “Distinctive Image Features from
Scale-Invariant Keypoints”, IJCV 2004.

여기서 P , Ϯ , 는 각각 RGB-D 특징, LBP, 그리고
LAP 의 i 번째 픽셀이다 (그림 5). 이렇게 정의가 된
픽셀들은 전체적으로(holistic) 얼굴 검출 및 추적에
사용될 수 있으며 부분적(patch-based)로 추출하여
얼굴 인식 및 랜드마크 검출에도 활용될 수 있다.

4. N. Dalal and B. Triggs,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s for human detection," CVPR 2005.
5. P. Viola and M. J. Jones, "Rapid Object
Detection using a Boosted Cascade of Simple
Features," CVPR 2001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RGB-D 특징은 조명 환경 및 얼굴
회전에 강건한 특징임과 동시에 컬러와 깊이 영상의
단점을 상호 보완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특징은
공간형 증강현실 게임 환경에 그 응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명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실내/외
환경에서 얼굴 검출 및 추적 어플리케이션에 추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6. Ojala, T., Pietikäinen, M. and Harwood, D., A
Comparative Study of Texture Measures with
Classification Based on Feature Distributions.
Pattern Recognition 29(1):51-5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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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on the object using augmented
reality display and smart watch.

요약문
일정 관리 (혹은 알림)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림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
조건은 시간 혹은 장소의 설정이 모호하면 사용할 수
없고 장소 조건이 세밀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주제어
증강현실, 알림, 일정, To-do list, Remainder

서론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 이외에 밀접하게 관련된 ‘무엇’을 알림의
조건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증강현실
장치와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일정 혹은 계획된 일과
같은 정보를 이와 관련된 물체에 저장하고 보여주는
알림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구현하였다.

우리는 계획된 일이나 꼭 수행해야 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일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다. 대표적인
일정관리 서비스로는 Google Calendar[1], iPhone
Calendar 등이 있는데 이들 서비스 모두 알림을
위하여 시간을 설정하고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시간이
필요 없는 일정 또한 임의의 시간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ABSTRACT
Time and location are used for notification
triggers in schedulers or remainder systems.
However, they cannot be used when time
and/or location is uncertain or location
condition is inaccurate.

이런 한계로 인하여 장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알림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일정관리서비스가 관리하는
개별의 일정은 대체로 시간에 기반을 두거나 장소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2]. 그러나 기존에
연구에서 사용한 장소는 그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행위에 대한 조건이 되기 어렵다[3, 4].

This study uses “what” in the 5W1H to solve
the problem.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system that attaches information about an
alarm for a schedule or a to-do list to an
object closely related to the alarm and displays

어떤 사건을 서술할 때 육하원칙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정이 ‘무엇’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 할

그림 1. Head Mouse 의 선택을 위한 포인터가 화면의 가운데 있다. 마커에 손잡이가 나타나며(a) 이 마커를 화면 가운데
위치시킬 경우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정보가 표시된다(b). 스마트워치의 Pinch Zoom In 제스쳐를 통해 선택을
고정하게 되면 화면 가운데 리스트가 표시된다(c). 항목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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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무엇’을 새로운 알림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은 충분히 크기가 작으므로
정밀한 알림 조건이 될 수 있다.

입력방법은 문자입력이 가능해야 하며, 메뉴 이동 등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야 한다. 위 조건과 대중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워치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획 및 일정을 서술하는 육하원칙
중 무엇에 해당하는 물체를 이용하여 알림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스마트워치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상
키보드를 내장하고 있으며 장치의 장착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낮은 장점이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

 물체인식 방법

먼저 기존 알림 시스템의 문제점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밀한 장소 구분이 힘든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잦은 물체 인식이 필요한 본 시스템은 마커를 이용한
방법을 선택하였다. 최초 1 회 마커를 물체에
부착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인식률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다.

관찰 결과 대체로 포스트잇에 계획을 적어 책상 혹은
모니터와 같이 시선이 자주 머무는 곳에 두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운동과 관련된 계획을 경우
포스트잇에 적어 운동복에 붙여놓는 등, 계획과
관련된 물체에 알림을 붙여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드웨어
 HMD
현재 완전한 증강현실을 지원하는 장치가 없어
가상현실 장치인 Oculus Rift DK2[5]에 2 개의
Microsoft
Lifecam
웹캠을
부착하여
Stereoscope 를 구현하였다(그림 2).

또한, 포스트잇을 방 문 앞, 화장실 앞, 거실 가운데 등
꼭 거쳐야 하는 공간에 두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워치

위 내용을 통해 알림을 갖는 물체 자체가 이것과
관련된 일정을 기억하는 데 좋은 알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 S 제품을 이용하였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방법으로 이용하는 상, 하, 좌, 우 Swipe Gesture 를
위한 좋은 Affordance 를 가졌다.

시스템 디자인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하여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그것과 관련된 물체 혹은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전자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다.
1. 디스플레이 방법
2. 입력 방법
3. 물체 인식 방법
 디스플레이 방법
디스플레이 장치로 HMD (Head Mount Display)가
선택되었다.

그림 2. Oculus Rift DK2 와 웹캠을 이용하여 구현한
증강현실 장치.

HMD 는 사용자가 직접 장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며, 사용자가 바라보는 모든 공간과
물체에 대하여 본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택하게 되었다.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는 Unity3D[6] 엔진을 이용하였다. 웹캠을
통해 입력된 영상에 Unity3D 로 만들어진 가상의
물체를 합성하여 출력하였다. 마커의 인식을
위하여서는 NyARToolkit[7]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스마트워치와 본 시스템 간 통신을 위하여 웹소켓을
사용하였는데 websockt-sharp[8]을 이용하였다. 또,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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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식은 JSON 으로 서버에서 JSON 해석을
위하여 Newtonsoft 의 Json.NET[9]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마커가 화면 중앙에 위치하면 선택하는
방법으로 Head Mouse 를 구현하였다.

알림은 집, 가게 등과 같이 매우 거시적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간은 시각적으로 구분 가능한
범위로 세분되어 더 세밀한 단위의 알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워치용 클라이언트는 HTML5 와 jQuery,
tau.js 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증강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혹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액션

그리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시대를
맞이하여 각 물체가 갖는 정보를 증강현실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이 정보를 이용한
시스템과 인터액션 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시스템은 스마트워치의 제스쳐 인터액션과
가상키보드, 그리고 HMD 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Head Mouse 를 이용하여 인터액션 한다.
Head Mouse 는 화면 중앙에 표시된 빨간 점에
원하는 마커를 위치함으로써 물체를 선택한다. (그림
1a, b)

다만, 정밀한 증강현실 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초점
변경으로 인하여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무게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개선할 점이 있으며 마커를
물체 혹은 알림을 표시하고자 하는 공간에 부착해야
하는 불편은 본 연구가 가진 한계라고 생각한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Pinch Zoom In 제스쳐는
시스템에 Head Mouse 를 통하여 선택한 물체에
대한 제스쳐임을 알리고 시스템은 선택된 물체의
내용을 화면에 고정한다(그림 1c). Swipe Up /
Down 제스쳐는 리스트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한다. Swipe Left 제스쳐는 선택한 항목에
관해서 세부내용을 확인하거나 해당 항목을
스마트워치를 통해 입력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그림
1d). Swipe Right 제스쳐는 상위 단계로 돌아가기
위하여 사용되며 Pinch Zoom Out 제스쳐는 선택된
물체를 선택취소 할 때 사용한다. 또 스마트워치를
Long Press 하는 경우 추가 / 삭제 모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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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또한, 타 프로그램에서의 극좌표계 텍스트
배치의 표현은 매우 제한적이다.

요약문
최근

극좌표계로

텍스트를

배치하는

방안의

따라서 본 연구는 웹 상에서 극좌표계 텍스트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CSS 표준은 극좌표계

배치하기 위한 CSS3 사양을 확장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극좌표계 텍스트 배치 사례를 조사하고,

텍스트 배치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CSS3 스타일시트를 사용하여 웹 상에서 극좌표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설계에 필요한 개념을 모델링한

텍스트를 배치하기 위한 확장사양을 제안한다. 이를

후, CSS3 확장 사양을 제안한다.

위해, 극좌표계 텍스트 배치 사례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필요한 개념을 모델링한다.

2. 극좌표계 텍스트 배치를 위한 사례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

ABSTRACT

기존 극좌표계 텍스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문장 배치

Recently, a need for a way to place texts in the

사례는 흔했으나, 문단으로 배치한 사례도 있었다. 또,
세로쓰기로 배치한 사례도 있었으며, 사용자 가독성을

polar coordinate system is increasing. However,
there is no such a method for polar coordinate text

고려하여 중력방향으로 배치한 사례도 있었다.

layout in C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CSS3 specifications for laying out polar coordinate
text on the web. For this, we investigated the existing
examples and analyzed the requirements to design
required concepts. Based on the design, this study
suggests CSS3 extensions.

주제어
CSS3, TEXT LAYOUT, POLAR COORDINATE
SYSTEM

1. 서론
그림 1 . 극좌표계 텍스트 문단 배치 사례 예시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원형 디바이스들이 출시되고,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시각화 분야가
떠오르면서

텍스트의

원형

배치에

대한

다음으로, 타 프로그램의 극좌표계 텍스트 배치
방법을 조사한 결과, 입력형태, 반지름, 중심점,
시작각도, 들여쓰기, 정렬, 수직정렬, 문장방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로고나 포스터, 접시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사양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그림 2).

최근 웹이 앱 구동 환경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종합하면, 문장 및 문단 입력, 여러 방향의
텍스트 입력, 수직 텍스트 입력, 같은 영역 내 좌표계가

이런 환경에서 기존 CSS, SVG 등의 웹 표준은
텍스트를 극좌표계로 입력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서로 다른 텍스트 입력, 텍스트 진행 방향의 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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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타이포그래피 관련 속성 적용으로 요구사항이

위치
방식

정리된다.

position 속성을 사용하되, 중심점(fan-center)을 기
준으로 배치

도안

다음으로, 기존 CSS 의 문장방향에는 ltr, rtl, tb 의
그림 2 .

방향만

타 프로그램의 극좌표계 배치 사양

표

화면 표시 형태를 선택 방안

②
③

CSS 박스모델과 같은 부채꼴의 서식모델
극좌표계의 텍스트 방향성에 대한 모델링

④

문장 또는 문단 방향의 중력방향 옵션

⑤

극좌표계에 적용되는 타이포그래피 속성

극좌표계에는

시계방향(cw),

반시계방향(ccw), 밖에서 안쪽(inward), 안에서
바깥쪽(outward)으로 이동하는 네 가지 방향성이 있다.

요구사항 분석 결과, 극좌표계 텍스트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있다면,

2 . 극좌표계와

직교좌표계[3]

방향성 비교

(a) 극좌표계
방향

cw, ccw, inward, outward

가로
쓰기

이 중, ②부채꼴 서식모델과 ③극좌표계의 방향성의
개념에 대해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3. 극좌표계 텍스트 배치를 위한 개념 모델링
CSS 비주얼 서식모델 정의[1]에 따르면, CSS 박스
모델을 따르는 박스의 레이아웃은 박스 유형, 면적,

세로
쓰기

위치방식 등으로 정의된다고 한다. 따라서 팬 모델도
이에 따라 분류하여 모델링하였다.
표

1 .

부채꼴

서식모델과

박스모델[2]

비교
(b) 직교좌표계

(a) CSS Box Model
유형

block, inline, inline-block등

면적

width, height 속성으로 너비, 높이 지정

위치
방식

position 속성으로 위치 방식을 지정한 후, 좌상단점
(left-top) 기준으로 배치

방향

ltr, rtl, tb

가로
쓰기

도안
세로
쓰기
(b) Fan Model
유형

fan-block, fan-inline

면적

fan-angle, fan-radius 속성으로 각도, 반지름 지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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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SS3 확장사양 설계

들여
쓰기

본 논문에서 모델링한 개념을 바탕으로 크게
부채꼴 모델 설정, 방향 설정, 타이포그래피 설정의

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CSS3 확장사양을 설계하였다(표

정렬

3). 화면 표시 형태를 선택할 방안으로 기존 display
속성의 값을 확장하였으며, 부채꼴의 서식모델을

text-indent :
<length> |
<percentage>

타이포

위해 팬 모델의 각도와 반지름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을 추가하였으며, 위치 지정 방법으로는 기존의

그래피

-fan-align :

end | left | right |

start-edge | end-

center

edge | center

공백

normal | pre |

표시

nowrap | prewrap | pre-line

설정

position 속성을 사용하였다. 또, 극좌표계 텍스트의

vertical-align :

다양한 방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장 방향, 문단
방향, 텍스트 오리엔테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length> |

속성들을

확장하였다.

또한,

극좌표계에서도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들여쓰기, 정렬,
수직정렬, 공백처리를 위한 속성을 추가하였다.

기본
정보
표시
형태

너비
부채꼴
모델

높이

설정

기준
점

문장
방향

사양

제안

확장 사양

display : inline |

display :

block | inline-

-fan-inline | -fan-

block

block

width : <length> |

-fan-angle :

auto

<angle> | auto

height : <length> |

-fan-radius :

auto

<number> | auto

position : static |

position : static |

relative | absolute

relative | absolute |

<percentage>

<length> |

| baseline | sub |

<percentage> |

정렬

super | text-top |

baseline | sub |

text-bottom

super | text-top |

|middle | top |

text-bottom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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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dir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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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오리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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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fan-white-space :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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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확장
사양 비교

<length>

text-align : start |

white-space :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 위치 방식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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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ori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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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반 피부색 증폭을 통한 생리신호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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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문

오늘날 심박수나 호흡 등의 생리정보를 추출을 위해
접촉식 방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무언가를 부착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준다. 최근, 이러한 불편함이 없는 영상
기반의 생리신호 측정 방법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신호가 매우 미미하고 동잡음에 의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부색
증폭을 통한 새로운 생리신호 성분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얼굴을 포함한 동영상에 적용한 결과,
제안한 방법을 통해 원본 동영상에서 미미했던
심장박동 신호가 확연하게 드러남을 확인하였다.

심박수 등의 생리신호는 매우 미미하여 사람의
육안으로 인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날에는
근거리에서 피부에 적외선 조명을 투과시켜 혈류 양을
측정하는 PPG (PhotoPlethysmoGram) 센서 또는
피부에 전자극 센서를 부착하여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ECG (ElectroCardioGram) 센서 등의
접촉식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1][2].
최근에는 이러한 생리신호를 영상 기반의 방법을
통하여 획득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MIT
미디어 랩에서는 시계열 영상에서 피부 픽셀의
화소값을 분석하거나 심장 박동 시 혈액 유입으로
인한 머리의 미세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심박 신호를 추출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3][4].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동잡음과 같은 노이즈로 인해 정확한
생리신호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ABSTRACT
These days, to measure physiological signals
such as heart rate or respiration, contact
methods have been used widely. However,
these types of method provide discomfort that
something attached to the body. Recently,
image-based methods that do not need to be
attached are being studied actively, but the
signal is insignificant and has poor quality due
to the motion artif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image-based physiological
signal extraction method by using skin color
magnification. The result of applying facial
video shows that the proposed method is
revealing the noticeable heart rate signal from
the input video.

본 논문에서는 피부색 증폭을 통한 새로운 생리신호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혈류의 흐름에 따른
피부색의 미세한 변화를 증폭하기 앞서 대표적인
컬러모델 중 YCbCr 모델에서의 피부색 분포를
분석하였다. YCbCr 컬러모델에서 Y 는 조명 성분을,
Cb, Cr 은 각각 푸른 색차, 붉은 색차 성분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한 사람의 피부색은 조명 성분
Y 를 배제한 Cb-Cr 평면상에서 다음 그림 1. (a)와
같은 일정한 군집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 a )

Color magnification, Physiological signal
extraction,
Non-contact
biosignal
measurement

( b )

그림 1 .
동일 입력 영상에
전후의 피부색 및 C b ,
Cr
비교. ( a )
증폭 전.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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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한 방법으로 획득한
신호에서는 육안이나 원본 영상 신호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정보 즉, 혈류 양의 변화로 여겨지는
특징이 눈에 띄게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사람의 피부색이 혈류 흐름에 따라 미세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제안한 피부색 증폭
방법을 통해 눈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미미한 수준의
변화를 확대하여 검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특징에 착안하여, 그림 2 와 같은 방법으로
피부색 중심으로부터 유클리드 거리가 d 인 피부색
픽셀을 Cb-Cr 평면상에서 방사 방향으로 n 배
증폭시킴으로써 미세한 피부색 화소 차이를 큰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결론

( a )

본 논문에서는 영상을 기반으로한 피부색 증폭 방법을
통해 혈류 흐름으로 인한 미세한 피부색 변화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사람의 생리신호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방법은 특수 카메라가 아닌 일반
가시광 카메라를 통해서도 적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접촉식 방법으로 생리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 차원 피부색 증폭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방법들과 비교하여 보다 뚜렷한
생리신호 성분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 b )

그림 2 .
피부색 증폭 방법의 개념도.
( a )
전체 피부색 픽셀 관점에서의 증폭
예시.
( b )
한 픽셀 관점에서의 증폭
예시.
본 방법을 통해 20 배 증폭한 얼굴의 피부색 영상 및
Cb, Cr 컬러 성분 분포는 그림 1. (b)와 같으며, 이를
실시간 웹캠 영상에 적용하여 얻은 시계열 신호는
아래 그림 3. (b)와 같다. 본 논문에서는 신호값으로
피부색 픽셀들의 평균 (Cb+Cr)/2 값을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심박수 뿐만
아니라 호흡 등의 추가적인 생리 신호를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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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그림 3 .
동일 웹캠 영상으로부터
결과 신호.
( a )
증폭 전 영상
( b )
증폭
후
영상
신호.
동시에 측정한 P P G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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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ed for performing facial gaze tracking and
eye gaze tracking.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초대형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Kinect
v2 를 이용한 새로운 얼굴 및 안구의 시선추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에 제안된 방법과는
달리 별도의 calibration 단계를 거치지 않고 큰
화면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시선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Kinect v2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에서 Kinect v2
HD(High Definition) face model 이 제공하는
1436 개의 얼굴 포인트 중 주요 포인트(눈, 입)를
검출하였다. 얼굴의 시선추적에서는 주요 포인트들이
이루는 평면과 법선 벡터를 계산하였다. 안구의
시선추적에서는 가시광선 영상 이진화를 통하여 동공의
중심 및 안구의 회전 중심을 검출하였다. 특징들을
이용하여 시선추적 벡터를 추출하였고 이 벡터와
디스플레이의 교점을 얼굴 및 안구의 시선추적의
요소로 사용하였다.

주제어
Kinect v2, 시선추적, HCI

본문
먼저 얼굴 시선추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징 점이 이루는
평면 및 법선 벡터를 계산한다. Kinect v2 로 촬영된
영상에서 HD(High Definition) face model 이
제공하는 1436 개의 얼굴 포인트를 이용하여 양쪽 눈과
입 주변의 포인트들을 추출한다. 그림 1. 에서와 같이
양쪽 눈과 입 주변의 포인트들을 평균을 내어 얼굴
포인트를 3 개의 평균점으로 나타낸다. 다음으로,
3 개의 포인트를 지나는 평면을 구하고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를 계산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new facial gaze
tracking and eye gaze tracking method in large
display. Compared with previous method, the
proposed method can track facial and eye gaze
direction accurately and real-timely without
separate calibration step. At the captured image
by Kinect v2, the face key points are selected
among Kinect v2 High Definition face model.
Then, the planar equation is defined by the key
points and the normal vector of the planar is
calculated at facial gaze tracking. At eye gaze
tracking, pupil center and rotation center of
eyeball are extracted by binarization of visible
light image and using boundary point of the eye,
respectively. After that, facial and eye gaze
vector is calculated respectively. Consequently,
the intersection point between facial, eye gaze
vector and display plane is calculated and

그림 1 .
법선 벡터

얼굴의

주요

포인트의

평면과

다음으로 안구 시선추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공중심 및
안구의 회전중심을 계산한다. 동공 중심을 계산하기
위해 눈 주변 특징 점의 좌표 값을 이용하여 그림 2.
(a)와 같이 눈 영상을 구한다. 눈 영상은 배경과 분리할
수 있는 임계 치를 설정하여 그림 2. (b)와 같이 이진화
하여 눈의 동공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임계 치는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하여 결정한다. 그림 2. (c)와 같이
컴포넌트 라벨링을 통해 정확한 동공 영역을 추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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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추출된 동공 영상에 대해 무게중심을 계산하고
무게중심을 동공의 중심점으로 사용한다.

(a)

(b)

평행 이동함으로써 수행된다. 하지만 현재 구해진
교점은 mm 단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상의
픽셀단위로의 변환이 한번 더 필요하다 [3]. 변환은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를 모니터의 실제 크기로 나눠준
값을 곱함으로써 수행된다.

(c)

그림 2 .
동공 중심점 추출
영상
( b ) 이진화
영상
라벨링 영상

마지막으로, 법선 벡터에 평행하고 평면의 중심을
지나는 시선추적 벡터를 계산한다. 마찬가지로 동공의
중심과 안구의 회전중심을 지나는 시선추적 벡터를
계산한다. 그림 5. 에서와 같이 각 시선추적 벡터와
디스플레이가 만나는 교점을 계산하고 그 교점을 얼굴
및 안구 시선추적의 요소로 사용한다.

과정 ( a ) 눈
( c ) 컴포넌트

안구의 회전 중심을 계산하기 위해 그림 3. (a) 에서와
같이 두 경계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직선의 중심을
구한다. 각막 표면 13.5mm 뒤에서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구의 회전 중심은 그림 3. (b)에서와
같이 Kinect-depth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선의
중심으로부터 13.5mm 뒤에 있는 3 차원 공간상의 점을
찾음으로써 계산된다 [1].

(a)

결론
본 논문에서는 Kinect v2 를 이용한 얼굴 및 안구의
시선추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Kinect v2 에서 제공하는
얼굴 특징 점을 사용하여 이 특징 점들이 이루는 평면과
법선 벡터, 동공의 중심과 안구의 회전 중심점을
검출하였다. 시선추적 벡터를 계산하여 디스플레이와의
교점을 시선추적의 요소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Kinect v2 카메라가 장착된 모든 장치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선추적 방법이며,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별도의 calibration 단계 없이 큰
화면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시선추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

그림 3 .
안구의 회전
( a ) 눈
경계의
중점
회전 중심 추출

중심점 추출 과정
검출
( b ) 안구의

계산된 특징들을 바탕으로
시선추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행된다.

실제 디스플레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환이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R0126-15-1045, 융·복합 콘텐츠 Social 감성인지와
Social Intelligence 모델 활용 Life Logging 기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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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의 3차원적 위치. (1997), 255-278.

그림
4 .
좌표체계의

카메라
좌표체계와
기하학적 관계[ 2 ]

2. Kim, H., Kim, Y., Ko, D., Kim, J., Lee, E.:
Pointing Gesture Interface for Large Display
Environments Based on the Kinect Skeleton
Model,
Lecture
Notes
in
Electrical
Engineering. 309, (2014), 509-514.

디스플레이

3. Coordinates
transformation
information,
https://groups.google.com/forum/#!topic/op
en- kinect /ihfBIY56Is8

그림 4. 에서와 같이 카메라 좌표체계의 원점과
디스플레이 좌표체계의 원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선추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좌표체계의
원점을 이동하는 변환이 필요하다. 변환은 카메라
좌표체계의 원점을 디스플레이 좌표체계와의 차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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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얼굴 및

안구

시선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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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반 손가락 길이 비율을 이용한 생체 인식
Image Based Hand Biometric Using Ratio of Fingers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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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 따라서 센서가 없는 기기들도 카메라를
사용하여 얻은 손바닥 영상을 이용하여 개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기존에 휴대용 기기들에서는 지문인식을 개인의
인식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지문인식 전용 센서가 없는 기기에서는 활용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별도의
센서 없이 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바닥
영상을 얻고, 사람마다 각 손가락의 비율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개인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이
생체정보는 보편성과 획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효과적이다.

ABSTRACT
Fingerprint recognition has been generally
used to personal authentication on portable
smart devices. However, it cannot be used in
device that doesn’t have a fingerprint sensor.
In this paper, we got palm image with a
camera without specific sensors and suggest
an algorithm that authenticates the individuals
through the fact that every person has a
different ratio of four fingers’ length. It is
useful to deny others access through using the
proposed method as 1:1 verification, because
it has a good universality and collectability.

그림 1.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한 흐름도
이 알고리즘은 우선 이미지 크기 조정 후,
RGB 영역의 이미지를 HSV 와 YCbCr 영역으로 변환
후 피부색을 찾는다. 이 후 손가락 끝 점을 찾아내어
각 손가락들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이 비율이
사람마다 다른 점을 착안하여 이를 생체인식의 정보로
사용하였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자세한 흐름도는
그림 1. 과 같다.
첫 번째는 ‘Image Resizing’ 단계로 이미지
크기조정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수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지의 크기를 줄인다. 두 번째 ‘Skin color
based segmentation’는 RGB 영역에 있는 이미지를
YCbCr 과 HSV 영역으로 변환하여 training
set 으로부터 얻은 RGB-H-CbCr 영역에서 피부색을
찾아낸다 [2]. 그 다음 단계는 ‘Orientation
Estimation’으로 손바닥의 이미지가 회전되었을 경우
이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단계로 회전된 각도를 구하는
방법은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의 (a)와 같이 손바닥
영역에서 영상의 수직방향에 대한 무게중심을 구하여
이를 지나는 직선을 구한 후, 이 직선과 수평방향과의

본문
휴대용 기기를 비롯하여 많은 기기들이 사람의
생체인식정보로 지문인식을 사용하고 있다[1].
지문인식은 비교적 저렴한 장비와 지문이 손상되지
않는 한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점때문에 오래전부터
개개인을 인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는
접촉식이며 전용 센서를 이용하여 영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센서가 없다면 지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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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가 회전한 각 θ값이 된다. 영상을 θ만큼
역회전하면 그림 2. 의 (b)와 같이 손바닥 모양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다.

( a )

( b )
그림 4. ‘ Horizontal Profile’
단계로 영상의
가로방향으로 피부색 수를 나타낸 그래프로 손가락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 그래프

그림 2. ‘ Orientation Estimation’ 단계로 (a)는
회전하기 이전의 영상, (b)는 회전한 이후의 영상
카메라와 물체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이미지에서
물체는 크게 보이고 거리가 멀면 작게 보이기 때문에
획득한 영상마다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고려하기
위한
단계가
‘Orientation
Normalization’이다. 영상에서 RGB 값이 0 이 아닌,
즉 손바닥부분의 픽섹값의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각 손가락 끝점에서 피부색 값이 줄어들어 그림 3. 과
같은 그래프가 보여진다. 그림 3. 의 a 의 위치는 새끼
손가락의 끝점이며 a 의 길이를 구하여 손바닥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활용한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문인식처럼 별도의 센서없이 사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소개하였다.
카메라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손바닥에서
손가락 길이의 비율을 특징점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손가락의 비율뿐만 아니라 손가락
마디정보 등 손바닥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여 오인율을 낮출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R0126-151045, 융·복합 콘텐츠 Social 감성인지와 Social
Intelligence 모델 활용 Life Logging 기반 기술
개발]

그림 3. ‘ Orientation Normalization’ 단계에서
그림의 수직방향으로 피부색 수를 나타낸 그래프
‘Horizontal Profile’은 대략적인 손가락 모양을
나타내주는데
이전단계와
비슷하게
영상에서
수평방향에서 피부색인 픽셀의 수를 세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 의 그래프 형태와 같으며, (a), (b),
(c)의 길이를 구해서 이에 대한 비율값을 구하여 이
값을 개인을 구별하는 특징값으로 사용한다.

참고 문헌
1.한승진, and 김재성. "모바일기기에서 바이오 인식
적용기술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22.4 (2012): 1420.
2.bin Abdul Rahman, Nusirwan Anwar, Kit Chong
Wei, and John See. "Rgb-h-cbcr skin colour
model for human face detection." Faculty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media
University (2007)

이 손가락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Horizontal Finger
tips detection using ID Mask’ 단계를 거친다.
이는 7bits 의 mask 를 이미지의 배경부분인
오른쪽부터 적용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피부색, 오른쪽은 검은색일 때 가운데 지점이 손가락
끝점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단계를 모두 거치면 생체인식 정보로 사용될 수
있는 손가락의 길이 비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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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Eye: PTZ 카메라를 활용한 외부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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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는다. 특히 눈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는 전

요약문

체 정보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1]. 이러하듯 사
사람은 대부분의 정보를 눈을 통해서 얻는다. 하지만

람의 눈은 정보 수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사람의 눈은 여러 제약들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시야

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여러 제약들을 가지고

를 벗어난 범위의 시각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

있다. 사람의 시야는 수평으로 200도, 수직으로 135

하며 두 곳을 동시에 응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도로 제약적이다 [2]. 그래서 사람은 시야를 벗어난

연구에서는 사람의 시야와 응시에 대한 제약들을 극

범위의 시각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복하기 위하여 PTZ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사람은 두 곳을 동시에 응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추가적인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Third-Eye 시스템을

곳의 시각정보를 동시에 인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현하였다. 그리고 Third-Eye 시스템의 잠재적인 이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시야와 응시에 대한 제약들을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극복하여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Third-Eye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ABSTRACT

Third-Eye 시스템

Humans obtain most information through eyes,
but human

eyes

have limitations.

Humans

cannot obtain information in outside of fieldof-view and are very difficult to gaze at two
spots

simultaneously.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Third-Eye system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of human eyes. Our goal was to
augment a human eye by utilizing an external
PTZ camera (Third-Eye) that provides additional
views. We have performed two experiments to
verify the potential benefits of Third-Eye system.

그림 1. Third-Eye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주제어

Third-Eye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Pan-Tilt-Zoom
(PTZ)

Third-Eye, external vision, PTZ camera, optical

카메라와

Mounted

see-thtough HMD

Optical

Display

see-through

(HMD),

Gesture

Head-

detection

device,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Third-Eye 시스템에
사용된 PTZ 카메라는 Pan과 Tilt가 각각 최대 200

서론

도와 50도로 제어가 가능하고 Zoom은 광학 줌으로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실제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최대 10배까지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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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탐지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Marker 기반으로 관심 대상을 탐지하는 방법
이다. 관심 대상에 Marker를 부착하고 해당 Marker
를 지속적으로 탐지하면서 PTZ 카메라를 제어하여
추적한다. 두 번째는 Speeded-Up Robust Features
(SURF)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 기반으로 관심 대상
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관심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미
리 등록을 한 후 카메라 영상 내에 관심 대상이 있는
지 SURF 기술을 사용하여 등록한 이미지와 비교를
통해 검사한다. 관심 대상이 탐지되면 좀 더 정확한

그림 2. Third-Eye 시스템 아키텍처

탐지를 위해서 카메라 영상 내에 있는 관심 대상의
Third-Eye 시스템은 크게 서버 부분과 클라이언트

이미지를 추출한다. 이 추출한 이미지를 가지고 지속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2). 서버 부분에는

적으로 탐지하면서 PTZ 카메라를 제어하여 추적한다.

PTZ 카메라와 Gesture detection device (손동작 감
PTZ 카메라 제어

지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며 영상 안정화 및 관심 대
상 탐지, PTZ 카메라 제어 등을 수행한다. 클라이언

Third-Eye 시스템은 네 가지 경우에 PTZ 카메라를

트 부분은 Optical see-through HMD에 탑재되며

제어한다. 첫 번째는 관심 대상을 탐지하기 위해서 일

사용자 화면 관리 및 제스처 인식 등을 수행한다.

정 각도로 Pan과 Tilt를 제어한다. 두 번째는 관심
대상을 추적하기 위해서 관심 대상의 위치를 분석하

영상 안정화 (Image Stabilization)

여 카메라 영상 내의 중심에 오도록 Pan과 Tilt를 제
PTZ 카메라는 헬멧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의

어한다. 세 번째는 관심 대상의 위치가 영상 내의 중

움직임으로 인하여 카메라 영상에 흔들림이 발생한다.

심에 있고 관심 대상의 크기가 임계 값 내에 있는 경

특히 확대가 될수록 흔들림이 더욱 심해진다. 이 경우

우에 관심 대상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PTZ 카메

에 사용자는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시각정보를 인식하

라의 Zoom을 제어한다. 네 번째는 관심 대상을 추적

기가 어렵다. 따라서 흔들림이 없는 안정적인 영상을

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HMD의 방향 센서로 사

제공하기 위해서 Third-Eye 시스템은 Optical flow

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파악한 후 반대 방향으로 Pan

기술을 사용한 영상 안정화를 수행한다. 먼저 카메라

과 Tilt를 제어한다.

영상에서 기준 영상을 선택한다. 그 다음 기준 영상에
인터렉션 (Interaction)

서 강인한 특징점들을 선택하고 이 특징점들을 기준
으로 Optical flow 기술을 사용하여 현재 영상의 흔

사용자와 Third-Eye 시스템 간의 인터렉션은 두 가

들림의 정도를 파악한 후 보정을 수행한다. 기준 영상

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손가락 제스처로

은 파악된 흔들림의 정도가 심한 경우나 일정 주기마

이루어지는 인터렉션이다. 손동작 감지 장치로부터 획

다 다시 선택된다.

득한 두 번째 손가락의 위치는 좌표 변환을 통하여
HMD 화면에 커서로 출력된다. 커서가 일정 영역에

관심 대상 탐지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Click으로 인식되고 수평
Third-Eye 시스템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관심 대상을

으로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한 경우에는 Swipe로 인

응시하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눈으로 응시하고

식된다. Third-Eye 시스템은 손가락 제스처에 따라서

있는 곳을 포함하여 두 곳의 시각정보를 동시에 인식

적절한 처리를 수행하고 처리 결과를 HMD 화면에

하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하여 Third-Eye 시스템은

출력한다. 두 번째는 관심 대상을 추적하는 중일 때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에 상관없이 관심 대상을 지속

HMD의 방향 센서로 이루어지는 인터렉션이다. 관심

적으로 탐지하고 PTZ 카메라를 제어하여 추적해야

대상을 추적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머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Third-Eye 시스템은 관심 대

리 움직임에 따라서 PTZ 카메라를 제어하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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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부터 PTZ 카메라가 어디

관심 대상의 영상과 관심 대상이 있는 방향을 HMD

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HMD 화면에 표시하여 준다.

화면에 출력한다.

결과
Third-Eye 시스템은 사람의 눈의 시야와 응시에 대
한 제약들을 극복하여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시각정보
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Third-Eye 시스템의 잠
재적인 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의 실험
을 수행하였다.
용의자 탐색 및 추적
그림 3은 첫 번째 실험의 과정을 보여준다. Third그림 4. 두 곳을 동시에 응시하기

Eye 시스템은 PTZ 카메라를 제어하면서 사용자 주변
에 용의자가 있는지를 탐색한다. 용의자가 탐지되면

Third-Eye 시스템은 사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고 촬영된 용의자의 얼

요하지만 동시에 응시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관심 대

굴 이미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용의자를 탐지하면서

상을 대신 응시하여 준다. 그 결과로 사용자는 자신이

추적한다. 그에 따른 카메라 영상과 용의자가 있는 방

바라보고 있는 곳을 포함하여 두 곳에 있는 시각정보

향을 HMD 화면에 출력한다.

를 동시에 인식함으로써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시야와 응시에 대한 제약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PTZ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Third-Eye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결과와 같이 Third-Eye 시스템은 사용자
에게 추가적인 시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을 수행
하는 것에 이점을 제공한다. 추후에는 하드웨어 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Third-Eye
그림 3. 용의자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을 보완
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Third-Eye 시스템은 사용자의 시야 밖에 있는 용의
자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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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total interac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environment, including both
natural and social ones. Meanwhile, the user
experience includes sensual, judgmental, and
relationship-forming ones, thus to be

요약문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의 보급은 급격하게 세계를
하나로 연결 시켰다. 네트워크를 통한 SNS,
IOT등과 같은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인간의 삶은
똑똑해지고
있으며,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확장시켰다. 이처럼 ‘연결’을 통한 다양한 대상과의
상호작용은 사용자 경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험은 인간과 환경에 총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며 환경은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사용자 경험 또한
감각적인 경험과 판단적 경험, 관계의 구성적
경험을 통해 얻어지게 되는 것으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은
본래 소속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집단에 소속되게 된다. 사람들은 집단에 소속되어
개인의 정체성과 함께 사회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동조욕구와 집단 사고, 집단 지성과 같은 집단적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 경험은 개인이
사물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도
함께 이해되어야 심도 있게 사용자 경험을 파악할
수 있다.

understood along with the interactions by
social relationships. Besides, human beings
have a natural-born need of belonging and so
belong to any group since birth. People
belonging to any group come to shape
individual and social identities, having a need
of assimilation and taking group actions like
groupthink
or
collective
intelligence.
Therefore, one could profoundly figure out the
user experience by understanding not only the
individual user's interaction with things, but
also the group interaction between people.

주제어
경험 디자인, 공동 경험, 집단 경험, 상호작용

본문
1. 서론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n the present-day society,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has connected the world as one.
The emergence of network services like social
network service (SNS) a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has made human life smarter
than before, extending connection between
people and things. In this way, such
interaction with various objects through
'connection' is also having much influence on
the experience of users. Experience is gained

현대 사회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적, 지리적
한계를 해소하여 세계를 하나로 이어가고 있다.
네트워크는 인간의 삶을 보다 똑똑하게 만들어
사물과 사람, 정보를 광범위 하게 연결하고 있다.
인간관계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집단에
소속하게 되며, 다양한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기존의 사용자 경험은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용자의 환경에

- 245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대해서도 함께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위치 및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여 사용자 경험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연구를
진행 하였다.

따라 다양한 집단의 특성 가지게 된다.
3. 집단과 사용자 경험
총체적인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선 개인이
속하게 되는 집단의 특성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험의 원리 중 상호작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데 상호작용은 집단의 기본적 속성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선 집단의 상호작용원리를 알아야 한다. 집단은
서로 연속적인 클러스터의 형태처럼 이어져있으며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클러스터 형태로
성장해 나간다. 또한 집단에서는 응집력이 집단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데 사용자 경험에서 구성적
경험은 관계의 응집성에 따라 경험의 요인이
달라짐을 말하고 있다. 개인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며 실재감을 가지며, 경험을 내재적
기인과 외재적 기인을 통해 찾는데 외재적
기인점은 주로 환경에 의한 기인점 으로 집단에
영향을 받음을 볼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은 집단에
소속된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영향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문헌
조사를
통한
집단과
경험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규명하고, 집단과 경험의 속성을 통하여
집단 경험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본다.
2. 이론적 고찰
1) 경험의 이론적 고찰
경험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본 것이라 정의 한다. 철학자 듀이(J.Dewey)는
“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상호교섭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행위와
사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인간의 활동과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얻어지는 총체적인 것으로 말했다.
듀이는 경험을 크게 상호작용의 원리와 연속성의
원리, 성장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즉 경험은 인간과
환경의 총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며, 이러한
경험은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 경험은 주로
사용자와 기기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용자 경험의
영역이 포괄적이며 다양하게 정의되면서 흐름이
제품중심에서 점차 인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변화
되고 있다. 김진우(2014)는 사용자 경험을 감각적
경험과 판단적 경험, 구성적 경험 의 속성으로
설명하며 실재감과, 경험의 내. 외재적 요인과
관계에 따라 경험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사용자
경험은
단순히
제품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으로만 보기에는 경험이라는 속성 자체가
타인, 환경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삶의 전체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자 경험의 의미를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경험의 상호작용과 과 집단의 상호작용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경험과 사용자 경험, 집단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경험과 집단을 이해하여 경험
디자인에서 집단 경험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집단의 속성은 상호작용적 면이 중요시
되고, 경험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집단의 경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지 않아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집단의 경험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2) 집단의 이론적 고찰
집단은 여럿의 구성원들이 모여 이른모임을 뜻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집단에
소속되며,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사회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개인은 집단을 자기 범주화와 동일시 과정을
거쳐 사회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집단
동조 심리, 집단 사고와 같은 심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 여러 유형의 집단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유지되며 구조, 상호의존성, 목표, 일체성(응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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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후 집단 모델링을 통한 디자인 방법론
연구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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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의 정보 전달 특성과 관심도에 기반한 가치 정보의 확산
The Spreading of Qualitative Information based on user’s
spreading tendency and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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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간 문장의 유사도를 산출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기법과[3], 웹 컨텐츠를 구성하는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사용자의 흥미도에 일치하는
컨텐츠를 추천하여 반복적인 웹 검색 과정을
단순화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4]. 앞서 언급한 연구들은
정보 수신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정보 확산의 관점에서 수신자의 이웃 노드 들에게 가치가
있는 정보들은 확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확산
과정에서 수신자의 무관심이나 정보 홍수로 인한 정보
소비의 누락으로 이웃 노드 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정보 수신자의
인위적인 전달 행위가 없을 경우 정보의 생존성은 극도로
낮아지므로 이는 전체 네트워크의 정보 빈약이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 수신자의 관심도와
정보 전달 패턴을 기반으로 컨텐츠의 관심도는 낮지만
확산성이 높은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정보 수신자에게
반복 재공하여 정보 확산의 기회를 높일 필요가 있다[2].

요약문
소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정보의
가치를 수신자의 정보 전달 특성과 컨텐츠 관심도를
접목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수신자의 인접 노드 들에게 높은 가치를 가지는 정보를
재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수많은
정보의 범람으로 사용자는 모든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보 확산과정에서 많은 정보
소멸현상이 발생한다. 이 소멸 가능성이 높은 정보 중
가치 있는 정보를 사전에 발견하고 재 공급할 수 있다면
정보의 생존성이 극대화되고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소비할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전체
소셜 네트워크 정보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As an increasing number of information in
social network, we can witness important
phenomena that information becomes extinct
frequently without being spread to other nodes.
We propose a method to maximize the life of
information easily disappear but worth spreading
by estimating degree of user’s interest on
information and investigating which information
was propagated. Even if this type of information
does not play a crucial role to receiver, it can be
a highly important to his neighbor nodes and we
define it as a qualitative information.

정보 분류

정보 확산성

본 논문에서는 정보에 대한 관심도와 확산성에 따라
정보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 정보 수신자는 수신자
관점에서 높은 관심도와 확산성을 가지는 정보를 우선
소비하므로 다른 유형의 정보는 확산 과정에서 높은 소멸
가능성을 가지는데, 그 중 인접 노드 들에게 가치 있는
높은 확산성의 정보를 가치 정보라 정의한다.

관련 연구
정보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정보 전달의
우선순위를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facebook 의
뉴스피드 알고리즘이 있으며 이는 𝐹𝑒𝑒𝑑 = 𝐼 × 𝑃 ×
𝐶 × 𝑇 × 𝑅 로 표현되고 사용자의 흥미(Interest),
정보의 영향력(Post), 정보 생성자의 영향력(Creator),
정보 유형(Type), 정보 생성 시기(Recency)의 요소가
반영된다[1]. 또한 정보 속의 문장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낮은 관심도
높은 확산성

높은 관심도
높은 확산성

낮은 관심도
낮은 확산성

높은 관심도
낮은 확산성

정보 관심도

그림 1. 정보의 분류. 정보에 대한 수신자의 관심도는
낮으나 높은 확산성을 가지는 정보를 가치 정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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𝜎𝑠𝑒𝑠𝑠𝑖𝑜𝑛
)
𝑏 𝑆𝑇𝑟𝑒𝑐𝑒𝑛𝑡
𝜏𝑑𝑢𝑟 × 𝜎𝑓𝑟𝑒𝑞
+ (𝑃𝑇𝑎𝑐𝑡𝑖𝑣𝑒 × 𝐹𝑝ℎ𝑜𝑛𝑒 ×
)
𝑎𝑃𝑇𝑟𝑒𝑐𝑒𝑛𝑡
𝜎𝑚𝑒𝑠𝑠𝑎𝑔𝑒
𝐴𝑓𝑓𝑜𝑛𝑙𝑖𝑛𝑒 = 𝐹𝑛𝑜𝑡𝑖 + (𝐹𝑚𝑒𝑠𝑠𝑎𝑔𝑒 × 𝑇
)
𝑎 𝑟𝑒𝑐𝑒𝑛𝑡

가치 정보의 판정 요인

𝐴𝑓𝑓𝑟𝑒𝑎𝑙 = (𝑆𝑇𝑎𝑐𝑡𝑖𝑣𝑒 × 𝐹𝑠𝑒𝑠𝑠𝑖𝑜𝑛 ×

정보의 Novelty,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의 Social
Affinity, 하위 커뮤니티에서의 Interaction Level 을
근간으로 수신자의 정보 관심도를 측정하며, 실제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이나 정보 전달의 빈도가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이를 가치 정보라 판정한다.
Outer SNS

Affinity Estimator
Interaction Estimator

Information
Buffer

Qualitative
Information

User Interest Analyzed
Response frequency
checker

(5)

의미하며 𝐹𝑛𝑜𝑡𝑖, 𝐹𝑚𝑒𝑠𝑠𝑎𝑔𝑒, 𝜎𝑚𝑒𝑠𝑠𝑎𝑔𝑒, 𝑎 𝑇𝑟𝑒𝑐𝑒𝑛𝑡 는 각각
노티피케이션과 메시지의 빈도, 메시지의 산포, 최근
활동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2. 가치 정보의 판정 및 재 공급 방법
가치 정보는 가치 지수(Qualitative Index)로
표현하며 아래 챕터에서 언급하는 가치 정보의 세가지
판정요인과 각 판정 요인에 대한 정보 수신자의 정보
전달 특성으로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𝑄𝐼𝑛𝑑𝑒𝑥𝑖 = 𝑆𝑁𝑖 × 𝑁𝑆𝑐𝑜𝑟𝑒𝑖 +

(4)

식(3)은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의 SMS 활동에 근거한
친밀도를 의미하며, 𝑆𝑇𝑎𝑐𝑡𝑖𝑣𝑒, 𝐹𝑠𝑒𝑠𝑠𝑖𝑜𝑛, 𝜎𝑠𝑒𝑠𝑠𝑖𝑜𝑛, 𝑏 𝑆𝑇𝑟𝑒𝑐𝑒𝑛𝑡 는
각각 SMS 의 주력 활동 시간, 세션 빈도, 세션 산포, 최근
활동 시간을 나타낸다. 식(4)는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의
통화
활동에
근거한
친밀도를
의미하며
𝑃𝑇𝑟𝑒𝑐𝑒𝑛𝑡
𝑃𝑇𝑎𝑐𝑡𝑖𝑣𝑒, 𝐹𝑝ℎ𝑜𝑛𝑒, 𝜏𝑑𝑢𝑟, 𝜎𝑓𝑟𝑒𝑞, 𝑎
는 각각 주력 통화
시간, 통화 빈도, 통화 지속시간, 통화 산포, 최근 통화
시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식(5)는 정보 제공자와
수신자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활동 정도를

Novelty Estimator

All
Information

(3)

3. Interaction Level in Sub Community
소셜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그 네트워크에 속한 작은
하부 커뮤니티의 구성원인 경우가 있으며 그것은 그
구성원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반영한다. 따라서 하부
커뮤니티에서의 활동 정도를 산출함으로써 정보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다.

𝑆𝐴𝑖
𝑆𝐼𝐿
+ ∑ 𝑖 (1)
𝐴𝑓𝑓𝑆𝑐𝑜𝑟𝑒𝑖
𝐼𝐿𝑗

𝑄𝐼𝑛𝑑𝑒𝑥𝑖 , 𝑁𝑆𝑐𝑜𝑟𝑒𝑖 , 𝐴𝑓𝑓𝑆𝑐𝑜𝑟𝑒𝑖 는 각각 𝑖 번째 정보에
대한 Qualitative Index 와 Novelty Score, Affinity
Score 를 나타내며 𝑆𝑁𝑖 , 𝑆𝐴𝑖 , 𝑆𝐼𝐿𝑖 은 𝑖 번째 정보의 전달
유무를 의미한다.

𝑙𝑗

𝑚𝑗

𝐼𝐿𝑐𝑜𝑚𝑚𝑢𝑛𝑖𝑡𝑦𝑗 = (∑ 𝑃𝑗 + ∑ 𝑅𝑗) ×
𝑖=0

𝑖=0

1
𝑎 𝑇𝑗

(6)

1. Novelty
식(6)은 사용자가 속한 특정 커뮤니티 j 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 𝑃𝑗와 사용자가 커뮤니티의 외부로 확산한
정보 𝑅𝑗 의 합이 클수록, 그리고 𝑃𝑗, 𝑅𝑗 가 최근의
활동일수록 Interaction Level 은 높은 값을 가지며 이는
사용자의 현재 관심사를 의미한다.

Novelty 는 정보의 참신성을 나타내며 수신자가 새로운
정보를 받은 정도를 의미한다. 𝑊𝑒𝑥𝑡𝑟𝑎𝑐𝑡 는 신규 정보에
대한 TF-IDF 벡터이며 𝑊𝑑𝑜𝑐𝑢𝑚𝑒𝑛𝑡 는 누적된 수신 정보의
TF-IDF 벡터라 할 경우, 두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를
통하여 정보의 참신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정보의
참신성은 𝑁𝑜𝑣𝑒𝑙𝑡𝑦 𝑆𝑐𝑜𝑟𝑒 = 1/𝑠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 로 표현되며
유사도와 역수의 관계를 가진다.
𝑠𝑖𝑚𝑖𝑙𝑎𝑟𝑖𝑡𝑦 = cos 𝜃 =

𝑊𝑒𝑥𝑡𝑟𝑎𝑐𝑡 ∙ 𝑊𝑑𝑜𝑐𝑢𝑚𝑒𝑛𝑡
‖𝑊𝑒𝑥𝑡𝑟𝑎𝑐𝑡 ‖ × ‖𝑊𝑑𝑜𝑐𝑢𝑚𝑒𝑛𝑡 ‖

4. 정보 수신자의 정보 전달 특성

(2)

2. Social Affinity
정보 수신자의 반응 정도는 정보 제공자와의 사회적
친밀도에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친밀도는 Real
World 와 Online Social Network 의 친밀도를 모두
반영하여 𝐴𝑓𝑓 𝑆𝑐𝑜𝑟𝑒 = 𝐴𝑓𝑓𝑟𝑒𝑎𝑙 + 𝐴𝑓𝑓𝑜𝑛𝑙𝑖𝑛𝑒 로 표현한다.

- 249 -

앞서 언급한 가치 정보의 판정 요인을 근거로 정보의
관심도를 측정하고 가치 정보의 정의와 같이 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낮지만 인접 노드로 전달한 빈도가 높은 정보를
재 공급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과정은 그림 2 와 같이
실제 외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부터 사용자가 받은
모든 정보의 관심도를 측정하고 관심도 별로 사용자가
인접 노드로 확산한 정보의 빈도수를 측정하는데,
최종적으로 낮은 관심도와 높은 정보 반응 정도를 보이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재 공급하여 인접 노드가 해당 정보를
접할 기회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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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디자인 및 구현

UI
Layer

User Interface
UserActivityMonitor

Classification
Layer

정보 재 확산 시스템은 총 다섯 개의 계층으로 분류된다.
그림 3 의 하부 계층에 존재하는 Gathering Layer 는
시스템의 입력 정보인 시스템 외부의 Social Network
Service 에서 정보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모두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이 정보는 가치 지수가 미 부여된
상태이며, Analysis Layer 의 Context Analyzer
모듈에서 앞 서 언급한 가치 정보의 판정 요인인 Novelty,
Social Affinity, Interaction Level 각각의 지수를 산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Classification Layer 에서
최종적으로 가치 지수(Qualitative Index)를 도출하여
재 확산할 정보를 분류한다. 본 시스템은 현재 Novelty
알고리즘 구현 단계이며, 클라이언트는 Google
Nexus5x 기기의 Android API23 Marshmallow
운영체제, Facebook SDK 4.7, Graph API 2.5,
Apache HttpComponent 4.3 API 를 사용하고,
서버는 Windows7 운영체제에서 Oracle JDK 8.0 과
Apache HttpComponent 4.3 API 를 기반으로
구현하였다.

Resource Classifier

그림 4. 가치 정보 재 확산 시스템의 화면 구성
다음은 Novelty Score 의 산출 알고리즘으로 하나의
정보와 전체 정보 벡터의 코사인 유사도로 도출한다.
ALGORITHM 1. Novelty Algorithm

UiHandler

𝑤
⃗⃗ extract is TF-IDF vector of all documents
𝑤
⃗⃗ extract = {𝑡𝑠1, 𝑡𝑠2, 𝑡𝑠3, … , 𝑡𝑠𝑛, }
Input

PostQueue
PostScoreAllocator

𝑤
⃗⃗ document = {𝑑𝑠1, 𝑑𝑠2, 𝑑𝑠3, … , 𝑑𝑠𝑛, }

PostSorter
Output

Analysis
Layer

Context Analyzer
PostServerBuffer

Context Analyzer
PostClientBuffer

Analyzer Core
Algorithms

Handlers of
Novelty, Affinity,
Sub Community

Post Database

for each element of 𝑤
⃗⃗ extract, 𝑤
⃗⃗ document do

2

𝑡𝑠𝑛 ← 𝑡𝑓𝑛 × 𝑖𝑑𝑓𝑛 ∶= 𝑡𝑓𝑖 × log

3

𝑑𝑠𝑛 ← 𝑡𝑓𝑛 × 𝑖𝑑𝑓𝑛 : = 𝑡𝑓𝑛 × log

Resource
Pool

Gathering
Layer

4
RawResourceStack
ValidationCheck

𝑁𝑘 is novelty score of each document

1

Resource Collecting Interface

ResourceCollector

𝑤
⃗⃗ document is TF-IDF vector of a document

5

𝑘th 𝑤
⃗⃗ extract and 𝑘th 𝑤
⃗⃗ document, do

6

for each 𝑠𝑘 do

7

𝑠𝑘 ←

8

𝑁𝑘 ←

9

그림 3. 가치 정보의 재 확산 시스템 구성도

𝑁
𝑑𝑓𝑛

while let 𝑠𝑘 be the cosine similarity between

Raw Resource Pool
Posts from external social network service

𝑁
𝑑𝑓𝑛

𝑊𝑒𝑥𝑡𝑟𝑎𝑐𝑡∙𝑊𝑑𝑜𝑐𝑢𝑚𝑒𝑛𝑡
‖𝑊𝑒𝑥𝑡𝑟𝑎𝑐𝑡 ‖ × ‖𝑊𝑑𝑜𝑐𝑢𝑚𝑒𝑛𝑡 ‖

1
𝑠𝑘

return 𝑁𝑘

알고리즘 1. Novelty algorithm with cosine similarity

그림 4 와 같이 Novelty 알고리즘에 의하여 정보
수신자에게 재 공급된 정보는 노란색 배경으로 강조되어
표시되며, 정보가 소비될 때까지 재 공급 행위를
반복하고 그 횟수가 각 정보의 좌측에 표시가 된다.

요약
논문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환경의 정보 확산 과정에서
다량의 정보로 인해 컨텐츠 소비나 추가적인 확산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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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기 쉬운 정보를 언급하였고, 이 중에서 정보
확산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정보를 가치 정보라
정의하여 이를 판정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재 공급하는
대략적인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정보의 참신성과
사회적 친화도, 하위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성을 분석하여
정보 수신자의 관심도를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 낮은 관심도를 보이나 정보 전달의 빈도가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후 연구로는
앞에서
구현한
Novelty
알고리즘을
다수의
정보수신자에게 적용하여 정량적인 실효성 산출을 위한
실험이 필요하며, 그 외 Social Affinity 와 Interaction
Level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시스템에 적용하고 동일하게
다수의 정보 수신자를 대상으로 최종적인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다수의 소셜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정의하고자 한다.

사사의 글
본 논문(저서)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
플러스 사업(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Smart Life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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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저작자가 쉽게 전자책을 편집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전자책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질수록 전자책의 구성 또한 다양해지지만
반작용으로 저작자 스스로 전자책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 본 저작도구는 기존의
전자책과 달리 템플릿을 제공하여 저작자에게
해당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식 없이도 페이지를
구성하고, 또한 융합형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콘텐츠 페이지 구성을 위하여 템플릿을
제공하는데 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웹지엘
파일 등 상호작용이 가능한 파일을 포함할 수 있어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자책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본 저작도구는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3D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이는 업로드된
웹지엘 파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존의
전자책에서 동영상, 음악파일 같은 멀티미디어
파일 재생이 가능하지만, 상호작용이 불가능해
학습자와의 지식전달이 일방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웹지엘을 활용하는 경우, 3 차원에서
도형의 위치와 구성을 재조정 하는 것이 가능하며
색을 바꾸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 조작이 가능하다.

요약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인터넷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례 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섰다. 사회의 데이터 처리 능력과 포용능력이
향상되면서 대용량 데이터 콘텐츠가 가능함에
따라 여러 분야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많은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
그리고 사용자를 분석하여 좀 더 나은 제품, 혹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한다. 그 중에서도 학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전자책 또한 빅데이터를 수용하고 분석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가야 한다.

ABSTRACT
Smartphone, tablet PC, and Internet produced
extravagant amount of data. The trade of
massive data has brought era of big-data.
Marketers analyze customers and find out
their needs. This finding is used for product
developments.
Improvement
of
data
processing and data capacity is extending the
usage of big-data in several fields and this
paper extends its use in education using ebook.

본 연구제안의 전자책 저작자를 위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자책의 표지를 업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
템플릿에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업로드 페이지가
있다. 저작도구를 이용한 전자책 저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책 표지와 전자책의 메타
정보를 입력한다. 전자책의 표지를 설정하기 위해
이미지 역시 업로드 한다. 2) 각 페이지의 템플릿
설정을 설정한다. 3) 해당 페이지에 들어갈
텍스트와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2)번과 3)번
과정을 반복하여 여러 페이지의 책을 만들 수 있다.
학습자의 마우스 패턴 분석을 위해서 학습자들이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웹지엘 파일을 클릭하였던
횟수와 특정 콘텐츠에 머물렀던 커서의 시간,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행 후 커서의 정지 시간을
HTML 의 마우스 이벤트 속성을 이용하여
기록한다. 앞에서 언급한 마우스 행동 패턴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이
학습자는 어떠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상호작용
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마지막에

주제어
전자책, 융합형 콘텐츠, 맟춤형 콘텐츠

본론
본 논문에서는 독자의 마우스 패턴을 분석하여
e-book(전자책)을 편집할 수 있는 상호작용
전자책 저작도구에 대해 기술한다. 본 저작도구로
만들어진 전자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독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3D 콘텐츠를
제공한다. 둘째, 독자의 음악,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3D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지엘(WebGL) 상의 마우스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저작자에게 제공한다. 셋째,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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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했던, 또는 머물렀던 객체를 저장하여 독자가
다시 책을 읽을 때, 마지막으로 읽었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우스 패턴 분석을 한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저작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를 이용한
학습자 맞춤형 전자책 개발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현재의 전자책은 대부분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단순한 사운드 형식의 제공을 통해
지식 전달 목적의 형식으로 제작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학습욕구는 체험형 콘텐츠
그리고 좀 더 사실감 있는 실감형 콘텐츠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학습 성향이나
선호하는 콘텐츠 중심에 학습을 통해 좀 더 빠른
이해와 학습의 효과를 얻는 것에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합 콘텐츠를 사용하여
전자책 제작자 또는 학습자가 쉽고 빠르게
전자책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그래픽 파일 등을 포함하여, 학습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자책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국내외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적 변화를 모색하고,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중소기업청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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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관련 연구

이 논문에서는 수신자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수집하여
적합한 미디어 타입을 추천하고 기존에 수신한 정보의
타입을 변환해주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 맞춤형 미디어 타입을 추출할 수 있고,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신 가능성이 높은 미디어 타입을
추천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추천대로 변환된 정보를
제공하여 수신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기존 연구 중 사용자의 스마트폰 로그데이터를
분석하여 능동적으로 일일 운동량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2]. 이는 설문에
의존하던 기존 조사보다 신뢰성이 높았지만 오류가
나는 데이터에 대해 보정하는 기능이 없었다. 또한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한 피드백은 불가능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유형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 데이터
신뢰성이 낮을 때 보정하는 방법과 상황을 인지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해결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recommends and transforms personalized media
type by collecting receiver's communication
records. This system extracts a receiver's media
type usage pattern and recommends a suitable
type is considered a high possibility of receiving
in real time through context-awareness. Finally
it transforms data into recommended type. So
that improve user’s convenience.

개인 맞춤형 미디어 타입 추천 및 변환 시스템
1 절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활용 예시와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2 절에서는 미디어 타입 사용 패턴
분석을 위한 방법을 설명한다. 3 절에서는 수신자의
상황을 인지하는 방법, 4 절에서는 최종적인 추천과
변환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1 절 시스템 개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수신자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주제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서론
사람들이 타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의 다양한 미디어 타입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발신자의 선택으로 수신자의
선호나 상황과는 관련성이 낮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연구인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확장한다[1]. 수신자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수집 및 패턴을 분석하고 상황 인지 정보를
종합하여 미디어 타입이 변환된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 미디어 타입의 변환이 필요한 상황 예시
예를 들어 그림 1 의 (a)와 같이 수신자가 운전 중에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만약 내용을
음성메시지로 변환하여 전달한다면 보다 빠르게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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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 본 논문에서는 장소에 기반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수신자가 집, 회사, 학교와
같은 특정 장소에 있을 경우 특정 미디어 타입을
고정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5].

수 있다. 혹은 (b)와 같이 회의 중엔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이럴 때는 메일 등의 텍스트 형태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시스템은
수신자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미디어 타입을
추천하고 기존에 수신한 정보의 타입을 추천하는
결과에 맞게 변환하여 전달한다.

4 절 미디어 타입 추천 및 변환
추천은 패턴 분석과 상황 인지 결과를 종합한다. 기존
패턴 분석에서 수신자에게 적합한 1 순위 미디어 타입이
있더라도 상황 인지 정보를 종합했을 때 2 순위가 더
적합하다면 이를 추천하는 것이다. 현재 수신한
데이터의 미디어 타입을 파악했을 때 이것이 추천하는
타입과 다르다면 변환한 후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타입 별 세부 변환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타입이 변하더라도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

그림 2. 개인 맞춤형 미디어 타입 추천 및 변환
시스템 개요도

본 논문에서는 수신자에게 적합한 미디어 타입을
추천하고 변환해야 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이후
미디어 타입 사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를
명시하고, 사용자를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 신뢰성을 보완하였다. 또한 수신자의
상황을 인지하여 패턴 분석의 결과로 알기 어려운
정보를 보충해서 최종적으로 미디어 타입을 추천하고
이에 맞게 정보의 미디어 타입을 변환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후 연구로는 미디어 타입 추천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할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상황
인지를 패턴에 적용하는 것이 적용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유용한지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그림 2 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요이다. 시스템은 크게
3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 타입 사용 패턴 분석,
수신자 상황 인지, 앞의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 추천 및
변환 부분이다. 서버에서 다수 클라이언트들의 미디어
사용 정보를 수집한 뒤 시간대별 사용 정도를 분석하여
그래프를 만들고 타입 별 비중을 파악한다. 그리고
상황을 인지하여 현재 추천하는 타입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수신한 타입이 추천 타입과 다르다면 이를
변환하여 수신자에게 맞는 미디어 타입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2 절 미디어 타입 사용 패턴 분석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개개인의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서 사용자의 취향과 의도를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부분으로 채택하였다[3]. 사용자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수집하는데 사용자의 유형을 성별,
나이, 스마트 기기 사용빈도, 직업 등에 따라 구분하여
데이터 신뢰성이 낮을 때 같은 유형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보정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수집만 담당하고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에서
사용자 유형의 정보와 함께 분석하여 사용률이 높은
미디어 타입을 반환한다.
3 절 수신자 상황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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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볼트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천장데크는 폭이
약 640mm 으로 일정하고, 표면은 시멘트 하중에
의한 왜곡 방지를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홈이 파여
있는 형태이며, 길이는 시공현장의 조건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실험은 천장데크의 표면에 장애물이
없고, 비교적 표면의 굴곡이 적은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로봇이 볼트를 해체하는 방법은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영상처리하여
볼트의 위치를 검출하고, 검출된 볼트의 위치에
로봇에 장착된 해체툴을 이용하여 볼트를 해체했다.
실험결과 볼트해체 로봇이 시간당 풀 수 있는 볼트의
수는 800~1000 개 정도이고, 해체 성공률은 약
92~95%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건물공사가
이루어지는 시공현장에서는 천장데크 표면의 굴곡이
심할 수 있고, 천장조명 및 가정용 전기 플러그 배선용
전기줄이나 배수로 관 등의 장애물이 많아, 실제
현장에서의 작업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문
아파트나 대형 쇼핑몰 등의 건축물을 시공할 때
사용되는 천장데크의 해체작업을 위한 볼트해체
로봇을 여러 대 현장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로봇
간의 상호작용과 이들 로봇을 감시하는 스테이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ABSTRACT
We will describe research resul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multiple bolt-unscrew
robots and a surveillance station which is used
to remove the ceiling decks of building
construction.

주제어
Multiple robot interaction, construction robot,
path planning for multiple robots.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물 시공현장에서의
작업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대의 볼트해체
로봇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로봇
간에 혹은 로봇과 사람간의 상호작용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연구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것이다.

본문
본 논문에서 다루는 볼트해체 로봇은 아파트나 대형
쇼핑몰 등의 천장 시공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사용되는 천장 데크(ceiling deck)를 해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용 로봇으로, 로봇 하부에 장착된
영구자석의 힘으로 천장 데크의 표면 위에 붙어서
볼트의 위치를 스스로 찾아 전동 해체툴(unscrew
tool)을 이용하여 볼트를 제거하는 용도로 개발되었다.

그림 1. 천장 데크 모습 및 구조 (데크 후면부(상),
데크 하단부(하))

그림 2. 천장 데크에 부착되어 있는 볼트해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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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볼트해체 로봇은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의 이동을 위해 Omnidirectional wheel 방식 중 메카넘 휠(mecanum
wheel)을 이용한 주행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행 중 충돌할 수 있는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는 전후방에 각각 1 대씩, 총 2 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측방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충돌
가능한 대상을 감지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은 전후방 주행을
할 때, 주행 환경을 지도(map)로 작성하여 저장해
두고, 이 데이터를 경로계획(path planning)을
세우는데 사용하게 되며,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시야각(약 90 도)에서 검출된 장애물을 지도에
미리 기록해두고, 로봇이 측방 주행이 필요한 경우
지도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장애물과 충돌이 생기지
않게끔 경로계획을 세워 이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작업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대상(여기서는 상대방 로봇)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기억하고 있는
지도 상에 사전에 충돌 가능 장애물로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대의 로봇은 상호 간에 서로의
위치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사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계획을 변경하거나, 미리 상대방 로봇의
경로를 예상하여 경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도 미리 추측 가능한 상대방 로봇의
이동경로로는 충돌 방지, 볼트해체 작업의 효율화
등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천장데크의
작업 조건에 의해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 밖에도 볼트해체 로봇이 작업 중 가장 큰
위험요소가 로봇이 중력의 힘으로 추락하는 경우이다.
현재까지 여러 번의 실험에 의해 로봇이 추락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①

로봇이 경로계획 영역 밖으로 이동 주행하는
경우

②

측방 주행 시 로봇의 주행 각도가 일정 각도 이상
틀어지는 경우

③

천장데크와 데크가 이어져 있는 영역을 주행하는
경우

④

천장과 벽면이 이어져 있는 영역에 일정 수준
이상 가까운 경우

따라서, 감시 스테이션에서는 위의 4 가지 경우를
로봇의 위치 추적과 함께 로봇의 방향각을 검출하여,
경험적(heuristic)으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로봇을 긴급 정지(emergency stop)
등의 방법으로 로봇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작업 중 돌발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천장에 부착되어 볼트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이외에 별도의 감시 스테이션
(surveillance station)을 두어 자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천장에서 이동 중인 여러 대의
로봇들의 위치를 추적하여, 여러 대의 로봇이
상호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경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율을 하게 된다.
실제로 감시 스테이션은 각 로봇들이 작성하는
천장데크의 지도정보를 각각 저장 및 업데이트하여
관리하며, 로봇에서 보내 온 지도 상의 자신의 위치와
감시 스테이션이 검출한 위치와의 오차를 계산하여,
로봇이 자신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오차를 보정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로봇 별로 자신이 설정한 경로가 겹치는 경우,
강제로 경로 상에 가상의 장애물을 배치하여, 로봇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그림 3. 감시 스테이션과 볼트해체 로봇 모습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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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morphism manipulation. From these
attempts, we expect that our findings will be
helpful to des ign the interaction way between
user and objects in the next smart home.

요약문
스마트 홈에 대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상용화 되었으나, 현재의 서비스는 사람이 기기들과
인터랙션 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기의 의인화가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긍정적인 사용 만족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2 차원의 의인화를 직접적으로
스마트 홈 환경에 구현 해 보고, 조작간의 차이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다르게 느끼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2 차원으로 구현된 의인화에 대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조작 가능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2 차원으로 구현된 의인화에 따라 사용자의 인지된

스마트 홈, 의인화, Uniquely hum an(UH), Human
nature(HN)

의인화의 수준이 조절 된 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스마트 홈 환경에서 사용자와
기기간 인터랙션 방식을 디자인 함에 있어서 의인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써 활용 될 수 있으며,
의인화의 수준의 조절을 통하여 향후 스마트 홈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긍정적인 만족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인화 디자인을 결정
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게 될 ‘에코(echo)’를 출시하기도 하였다.

주제어

서론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홈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이다. SK 텔레콤, LG U + 등 국내 여러
통신 사업자들이 이미 스마트 홈 서비스들을 활발히
광고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아마존에서도 스마트 홈
플랫폼 시장에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펼쳐질 스마트 홈
환경에서 집안을 관리하기 위한 허브로써의 역할을

그러나 아직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시 되어
있는 스마트 홈 서비스들은 단지 집 밖에서 집안 상황을
확인 하거나, 외출 전 잊고 나온 가스 점검, 문단속,
온도 조절 등에 대해 단순한 컨트롤러 정도의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와 기기들간
인터랙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아직 논의 되지
않은 실정이다.

ABSTRACT
Smart home services started to enter our home.
However the way of interaction between user
and object was not considered in the current
smart home services yet. Based on the previous
anthropomorphism researches, we expected
that anthropomorphized things in the smart
home will improve the whole ex perience. This
study examines the 2-dimiensional concept of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거부감을 최대한 줄이고 앞으로 삶에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홈 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사용 만족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스마트 홈 환경에서
사용자와 기기간의 인터랙션 방식을 디자인 함에
있어서 의인화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anthropomorphism, uniquely human and human
nature, in smart home env ironment. Through
the experiment, we sa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ach anthropomorphism dimensions.
Moreover, level of perceived anthropomorphism
was significantly adjusted by 2-dimensional

의인화의 2 차원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에 사람과 같은
특성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대하거나 반응 하는 것을
뜻한다[1,2]. 의인화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H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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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 되어 온 개념이다.
의인화를 통하여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감정이나
평가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고[3], 기계에 대한
믿음을 높이거나[4], 심지어는 동일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더 똑똑하게 느끼기도 한다[2,5,6].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홈 안의 기기들을 의인화 대상으로
하여 사람들이 의인화 된 기기들과 인터랙션 하도록
하고, 의인화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지된 의인화
수준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해 보았다.
Haslam 에 의하면 의인화는 1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Uniquely human(UH)과 Human nature(HN) 두
가지 차원으로 뚜렷이 구분 될 수 있다[7]. UH 는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으로 다른 종들과
구분되는 것을 일컫는다. HN 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특성들로, mechanistic 과
반대되는 속성이다[7].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기들을 UH, HN 두 차원으로 나누어 의인화 하고,
이러한 의인화 방식이 실제 스마트 홈 안에서
사용자들에게 구분되어 인지 되는지 조작 검정에
초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 하였다. 또한 조작 검정과
함께, 의인화 방식에 따라서 인지된 의인화에 차이가
있는지도 측정하였다.

여자 4 명, 평균나이 25 세)으로, 4 조건에 무선할당
되었다. 피험자는 연구원이 제공하는 스마트 폰을 들고
집 안에서 편안히 쉬도록 안내 받았다.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동안, 피험자들은 기기들로부터 의인화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메시지를 스마트 폰으로 전송 받고,
그에 대해 응답을 하도록 안내 되었다. 기기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집안에서 기기들이 자동으로 청소를 하거나
세탁을 하는데에 대한 확인 요청, 또는 먼지통을
비우거나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을 확인하는 등의 수행
요청이 있으며, 각 기기들이 보내는 메시지의 양 및
피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요청의 양은
모두 파일럿 테스트 및 사전 테스트를 통하여 조절
되었다.
스마트 홈 내에 의인화 되어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 기기들은 총 5 개의 기기로 구성 되었다.
피험자들은 집안에 있는 동안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바디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응답하는
방식의 인터랙션을 20 분 동안 진행한 후, 조작 검정 및
인지된 의인화에 관련된 설문 응답을 실시 하였다

조작 검정
조작 검정은 Haslam[8]의 UH, HN 각각에 대한
10 가지 trait 을 문항으로 변환하여 조작 여부 검정을
시도하였다. 조작 검정 문항은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국문 번역시 뜻이 명확하게 전달 되지 않는
경우나 기기들에 적용 했을 때 그 뜻이 너무 어색하다고
피드백 받은 문항 등을 제외 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5 개씩의 문항을 본 실험에서 조작 검정 문항으로 사용
하였다. 모든 문항은 7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조작 검정에 사용된 문항은 아래 표 1 과 같다.

실험 설계
실험은 2(UH 의인화: 높음/낮음) x 2 (HN 의인화:
높음/낮음)의 피험자 간 설계로 디자인 되었다. 실험의
조작은 Haslam 의 연구에서 UH 와 HN 의 정의 및
특성을 참고 하였다[8]. UH 방식으로 의인화 되는
경우에는 Self-control, Socialization 이 강력하게
조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인터랙션시 존댓말을
사용하며, 사용자에게 처음 말을 걸거나 사용을 중지
하게 하는 경우 항상 인사를 건네도록 하였다. 또한 이

표 1. 조작 검정 문항

조건에서는 각 기기 별로 사용자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여, 기기 별로 고유의 이름을 지니도록
하였다.
HN
방식으로
의인화
되는
경우는
emotionality 가 강력하게 드러나도록 조작 되었다.
이를 위해서 기기들은 “힘드시죠?”나 “피곤하시죠?”와
같이 사용자들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항상
이모티콘을 함께 사용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는 각 기기 별 실사 이미지가 아닌
캐릭터
이미지가
사용 되었다. 네 조건에서
사용자들에게 보내지는 메시지의 양과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모두 동일하게 설계 하였다.

독립변인
Uniquely
hum an

문항
(기기들이 보낸 메시지를 읽고, … )
나는 기기들이 관대하다고 느꼈다.
나는 기기들이 공손하다고 느꼈다.
나는 기기들이 예의 바르다고 느꼈다.
나는 기기들이 버릇없게 느껴졌다.*
나는 기기들이 사려 깊다고 느껴졌다.

Human
nat ure

실험 절차

(기기들이 보낸 메시지를 읽고, …)
나는 기기들이 호기심이 많다고 느꼈다.
나는 기기들이 친구처럼 느껴졌다.

실험은 대학교 내의 한 연구실을 원룸 형태의 집으로
꾸며 놓고 진행 되었다. 참가자는 총 12 명(남자 8 명,

나는 기기들이 쾌활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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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기들이 붙임성 있다고 느꼈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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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검정(단방향)을 실시하였다. UH 의 경우, UH 의
효과를 높게 처치한 집단 (M = 5.66, SD = 0.8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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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기기와 사람간의 인터랙션 방식에 대한
디자인을 고려 할 때, 의인화 레벨의 조절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스마트 홈 환경에서 사람들이 기기나 최신
기술에 대해 가지는 막연한 불안감 등을 해소하고,
안락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지 효과를 확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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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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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초록

본 논문은 본 연구팀에서 개발중인 햅틱 기반 플랜트
안전 훈련 시뮬레이터를 소개하고, 그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encounteredtype 햅틱 상호작용을 수행할 때, 동작 범위가 좁은
햅틱 장비가 사용되면 발생하는 문제로, HMD 를
통해 보이는 가상 객체의 위치에서 햅틱 장비를
마주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 접근방법인 “시각적 안내”를 제시했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실험을 수행했다. 그
결과, 가상과 실제 조작장치 사이의 공간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무 수행 능력의 저하가 “시각적
안내”를 통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유 화학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는 조업자의 부주의나 경험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다 [1]. 이 같은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조업자들이 대처 행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행동을 수반하는 안전 훈련 시뮬레이터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플랜트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조작장치들을 실제와 같은 상태로
제시해야 한다. 사용되는 장치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한 석유 화학 플랜트를 방문했고, 대표
범위를 선정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사이즈, 높이,
그리고 각도를 제시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큰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범위를 선정하여 그
범위를 제시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작하려 한다.
이를 통해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developing haptic
based plant safety training simulator and an
observed problem during the development.
The problem arises when a haptic device that
has small workspace is used for an
encountered-type haptic interaction. The
problem is that an operator cannot encounter
the haptic device at the position of virtual
object that is seen through a HM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 software solution called
“visual guidance” is proposed and the effect is
verified by a pilot study. As a result, a
performance degradation due to a spatial
discrepancy between a virtual and a real tools
was mitigated by applying “visual guidance”.

개발중인 시뮬레이터에서는 플랜트 현장에 있는
다양한 조작장치들을 encountered-type 으로
제시하려 한다 [2]. 이 방법론은 햅틱 장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어야 하는 hold and worntype 햅틱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기본 컨셉은 그림 1 과 같다.
조업자가 head mounted display (HMD)를 착용한
채로, 가상 패널의 가상 버튼을 조작하려 하면 (그림
1 의 좌측), 로봇 끝에 달린 실제 버튼이 가상 버튼의
위치로 이동하여 조업자가 마주치도록 한다 (그림
1 의 우측). 이 방법은 작업현장까지 걷거나 뛰어야
하는 플랜트 안전 훈련 시뮬레이터의 특성 때문에
다른 두 방법보다 더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제어
햅틱 상호작용, 인카운터 타입, 시각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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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로 점점 이동시킴으로써 조업자가
조작장치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론이다.

실제

그림 1. Encountered-type 햅틱 상호작용의 기본
컨셉 [2]
그림 2 는 개발중인 시뮬레이터로, 다섯 개의
조작장치들(3 개의 다른 직경을 가진 휠, 1 개의 레버,
그리고 버튼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조작장치는 좌측
하단부의 회전 드럼에 의해 조업자의 앞으로 이동하고,
드럼 위에 있는 리프트 칼럼에 의해 높이가 조절되며,
리프트 칼럼 위, 박스 좌측에 설치된 스위치 모터에
의해 각도가 조절된다.

그림 3. “시각적 안내”의 컨셉
실제 조작장치를 향해 점점 이동하는 가상 조작장치의
위치는 식 (1)과 (2)에 의해 결정된다.
α =

pcurrent ,f − p pt ,
pf − p pt

(1)

padjusted ,vt = α ⋅ pvt + (1− α ) ⋅ p pt ,

(2)

이 때, p current,f 는 조업자의 현재 손 위치를, p pt , p f ,
p vt ,는 각각 “시각적 안내”가 시작될 때 실제 조작장치,
손, 가상 조작장치의 위치를, 그리고 p adjusted,vt 는
조정된 조작장치의 위치를 나타낸다. 조업자의 손과
실제 조작장치의 위치는 외부에 설치된 위치 추적
시스템에 의해 측정되고, 가상 조작장치의 위치는
훈련 시스템 개발자에 의해 미리 지정된다.

실험

그림 2. 개발중인 햅틱 기반 플랜트 안전 훈련
시뮬레이터

제안하는 “시각적 안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4 와 같은 시뮬레이터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이는
가상환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HMD, 조업자의
머리, 손, 그리고 실제 조작도구를 추적하는 위치 추적
시스템, 그리고 촉감을 제시해주는 실제 steering
wheel 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중인 시뮬레이터는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조작장치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이즈, 높이, 그리고 각도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설치 높이를 예로 들면, 개발중인
시뮬레이터는
0.5-1.6
m
사이에
존재하는
조작장치들만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플랜트에는 0.3m 높이에도 조작장치가 있다. 0.3 m
높이에 있는 가상 레버의 조작 훈련은 개발중인
시뮬레이터로는 할 수 없다 (0.2m 의 공간적 차이가
발생). 이처럼, 햅틱 장비의 좁은 동작 범위로 인해
햅틱 장비를 마주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안내”라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3].

본문
그림 3 은 제안하는 “시각적 안내”의 도식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업자가 손을 뻗어 가상 조작장치를
잡으려 하면, 가상 조작장치를 실제 조작장치가 있는

그림 4. 첫 번째 시뮬레이터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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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에서 언급한 공간적 차이를 임의로 생성해주기
위해, 피험자와 가상 steering wheel 사이의 거리는
1.9, 2.0, 그리고 2.1m 의 세 값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고, 피험자와 실제 steering wheel 사이의
거리는 2.1, 2.2, 그리고 2.3m 의 세 값 중에서
임의로 선택했다. 이를 조합하면, 가상과 실제
steering wheels 사이의 공간적 차이는 가장 작을
때가 약 0m, 가장 클 때가 약 0.4m 가 된다.
실험에는 총 10 명의 대학원생이 참석했다 (평균
나이: 27.2 세, 표준편차: 3.19 세). 실험참가자들은
virtual steering wheel 을 향해 걸어간 뒤, virtual
steering wheel 의 가장 높은 지점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쥐는 임무를 수행했다. 실험참가자들은 실제
환경, 시각적 안내가 없는 가상 환경, 시각적 안내가
있는 가상 환경을 랜덤한 순서로 경험한다.

(a) 임무 수행 시간

실험참가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임무
완수시간과 절대 오차를 측정했다. 임무 완수시간은
virtual steering wheel 을 향해 손을 움직이기
직전부터 임무를 완수 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것이고, 절대오차는 physical steering wheel 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검지손가락 끝에 부착된 광학
마커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다.

(b) 절대 오차

측정 결과는 그림 5 와 같다. 그림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적 안내”가 없을 때의 임무 수행 시간은
현실에서의 그것보다 약 135.21% 컸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였다 (p = 0.005**).
하지만 이 같은 임무 수행 능력의 저하는 “시각적
안내”가 적용되면서 약 26.03% 감소했고, 이 차이
역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p = 0.044*).

그림 5. 실험 참가자들의 임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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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b)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시각적
안내”가 없을 때의 절대 오차는 현실에서의 그것보다
약 59.26% 컸고, 이 같은 임무 수행 능력의 저하는
“시각적 안내”에 의해 20.93% 완화되었다. 하지만
절대 오차 결과에서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p = 0.965, p = 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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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활동 영역이 좁은 햅틱 장비와
encountered-type 햅틱 상호작용 기술을 이용해서
햅틱 기반 플랜트 안전훈련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소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법인 “시각적 안내”를 제안했다. 더
나아가, 이 방법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실험을 수행했고, “시각적 안내”가 공간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무 수행 능력 저하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는
조업자의 안전을 위한 자동 제어가 진행될 것이다.

3. 이창규 그리고 류제하, Encounter-type 햅틱
상호작용을 위한 눈에 보이는 가상 객체의 포즈
조정.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학술대회 2015,
(2015),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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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이론을 이용한 ‘러닝 어드벤처 게임’에서의 맵 생성 방안 제시
Map generating approach of ‘Running adventure game’ using fuzz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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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론

‘러닝 어드벤처 게임’은 그 장르의 특성상 캐릭터가
끊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캐릭터가 달리는
필드 즉, 맵이 연속적으로 카메라에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출시된 모바일 러닝 어드벤처 게임의
경우 처음부터 맵 오브젝트를 모두 설계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맵 오브젝트를 블록화 하여 랜덤으로
생성해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맵 설계에 있어서 디자이너 혹은 기획자에게
많은 작업 시간을 요구하고 반복된 플레이를 할 경우
자칫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맵이 랜덤하게 생성되는 탓에 플레이에 있어서
개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퍼지 이론을 이용한 맵 생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러닝 어드벤처 게임은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3] 국내
러닝
어드벤처
게임의
대표적인
예로는
‘데브시스터즈’사의
‘쿠키런’,
‘위메이드’사의
‘윈드러너’ 등을 들 수 있고 해외 러닝 어드벤처
게임의 대표적인 예로는 ‘Imangi studio’에서 개발한
‘템플런’ 등을 들 수 있다.
해당 게임들의 그래픽이나 조작 방법, 카메라 시점
등 과 같이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캐릭터는 무한히 전진 이동을 하며 장애물들을
극복하여 최대한 멀리까지 이동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들을 ‘러닝 어드벤처
게임’이라는 장르로 표현하겠다.
게임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러닝 어드벤처 게임의
경우 게임오버조건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캐릭터가
무한히 전진 이동을 한다는 전제로 인해 캐릭터가
전진 이동함에 따라 캐릭터가 달릴 수 있는 맵 또한
무한히 나타나야 하는 과제가 있다.

ABSTRACT
Because a character goes forward constantly in
the ‘Running Adventure Game’ genre, A map
– the field of character’s running – must
appear successively in front of the camera. In
the previous mobile running games, whole
map objects were designed before a user
playing it or a map object was generated by
using the blocks of map objects which were
randomly chosen. The former method
demands a lot of time for designers or
producers and may give some boredom to
users who played repeatedly. The latter
method may decrease the probability of a
game, because its map was generated
randoml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olution of above problems using fuzzy theory.

본론에서는 해당 과제인 맵 생성에 대한 기존의
방식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당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퍼지 이론을 이용한 맵 생성 방안을 제시한다.

본론
1. 기존의 접근 방식
1.1 전체 맵 오브젝트를 미리 생성하는 방법
러닝 어드벤처 게임에서의 맵 생성 방식의 대표적인
기존 방식 중 하나는 전체 맵 오브젝트를 미리
설계하고 게임이 실행되면 전체 맵 오브젝트를 모두
불러오는 방식으로 기획자가 의도하는 대로 맵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 맵 오브젝트를 불러 오게 된다면
랜더링을 하여야 하는 객체의 양이 증가하기 떄문에
게임 성능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이 문제는
‘Occlusion Culling’과 같은 기법을 이용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제어
퍼지 이론, 러닝 어드벤처 게임, 맵 생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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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어드벤처 게임에서 카메라는 항상 캐릭터를
따라가기 때문에 캐릭터의 이동에 따라서 카메라 또한
이동하게 된다. Occlusion Culling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전체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모두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다가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카메라의
범위에 진입할 시 활성화 되어 랜더링 해야 하는
객체의 양이 카메라의 범위에 있는 객체에만 해당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적인 접근을
한다면 몇 회 이상 동일 오브젝트가 등장을 한다면
일정시간 해당 오브젝트가 등장을 못하도록 랜덤으로
생성되는 맵 오브젝트의 리스트에서 제외를 하는
식으로 특정 맵 오브젝트만 생성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그림 1-1 대표적인 전체 맵 오브젝트를 미리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한 ‘쿠키런’의 플레이 화면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그림 1-2 대표적인 맵 오브젝트를 블록화하여 랜덤으로
생성해주는 방법을 사용한 ‘템플런’의 플레이 화면

제작자의 관점에서는 전체 맵 오브젝트를
설계하여야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프로그래머에게 많은 작업 시간을 요구하게 되며
플레이 패턴이 비교적 단조로워 지는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유저의 관점에서는 해당 맵 생성 방식은 플레이가
반복될수록 매 플레이마다 같은 맵 오브젝트가 같은
구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지루함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2. 퍼지 이론을 이용한 맵 생성 방안

1.2 맵 오브젝트를 블록화하여 랜덤으로 생성해주는
방법

2.1 퍼지 이론
퍼지 이론은 언어 등의 ‘애매함’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퍼지 집합, 퍼지 논리 등의 개념을
이용하는 이론이다. 퍼지 이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퍼지 집합을 이용하여 나타내는데, 퍼지집합은 각
대상이 어떤 모임에 속한다 또는 속하지 않는다는
이진법 논리로부터, 각 대상이 그 모임에 속하는
정도를 소속함수로 나타내어 표현한다.

러닝 어드벤처 게임에서의 맵 생성 방식의 대표적인
기존 방식 중 다른 하나는 맵 오브젝트를 블록화하여
랜덤으로 연속해서 생성해 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랜덤 생성 특성 상 매 플레이마다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랜덤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플레이에 있어서 개연성이 떨어질
수 가 있다.
예를 들어 밀림 테마 맵 오브젝트와 광산 테마
오브젝트가 있을 때 연속해서 밀림 테마 맵
오브젝트만 생성이 되거나 밀림 테마 맵 오브젝트가
생성된 직 후 광산 테마 맵 오브젝트가 생성되어
플레이의 개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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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테마 맵 오브젝트의 집합과 B 테마 맵 오브젝트의
집합, C 테마 맵 오브젝트의 집합이 있다면 한 테마의
맵 오브젝트가 정해진 일정 구간 동안 생성된 후에
다른 테마의 맵 오브젝트가 생성 되는 것이 아닌, 각
테마 맵 오브젝트 집합의 맵 오브젝트를 랜덤한 횟수
만큼 생성 하여 생성 횟수를 입력데이터로‘많이
생성됨’, ‘적당히 생성됨’, ‘조금 생성됨’
세가지로 구분해 입력 소속 함수를 지정한다. 각 입력
소속 함수의 소속도에 의해 출력 데이터가‘변경’과
‘유지’ 두가지로 구분된 출력 소속 함수를
지정하여 출력 소속 함수의 출력 데이터에 따라 맵
오브젝트의 테마를 변경하거나 유지한다면 플레이
패턴의 개연성은 유지하고 제작자의 관점에서 맵
설계에서 작업 시간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 1 보통 집합 과 퍼지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예

결론
본 논문은 ‘러닝 어드벤처 게임’에서 맵을 생성하는
기존의 방식과 문제점들을 알아보았고 결과적으로
해당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퍼지 이론을 적용한
맵 생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장르가 동일
하더라도 게임은 새로운 창작물이기 때문에 게임
각각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게임 특성에 따라 기존의
방식이 보다 적합 할 수 있을 수 있으며, 게임 특성에
맞게 해당 방안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퍼지 집합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맵 생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구현 방안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퍼지 이론을 이용한
맵 생성 방안의 구현 방식은 기본적으로 블록화한 맵
오브젝트를 생성한다는 부분에서 앞서 얘기한 기존의
접근 방식 중 하나인 맵 오브젝트를 블록화하여
랜덤으로 생성해주는 방법과 유사하며 차이점은 맵
오브젝트를 생성함에 있어 단순히 랜덤에 인한 생성이
아닌 퍼지이론을 이용한 방법을 추가하여 생성 하는
점이다.

또한 ‘러닝 어드벤처 게임’이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사 장르의 게임에도 적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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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utflow. Therefore the system is required
to deal with various situations in real time.

요약문
수처리 시설의 자동 제어 시스템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설정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In this paper, we get the information about
the water level using a real-time image
processing scheme, and store it into a
database along with the information about
other parameters. We propose a mobile flowcontrol app to control the water treatment
facilities anywhere and anytime based on the
information stored in the database.

계절, 날씨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지게 된다. 이 때, 수위는 사용량에 따른
전체적인 유입·유출량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영상 처리를 통해 수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다른 변수들의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처리 시설을 언제
어디서든 제어할 수 있는 모바일 유량 관리 앱을
제시한다.

주제어
영상 처리, 유량 관리, 모바일, 앱

관련 연구
영상 처리를 이용한 기존 연구는 터널, 교량과 같은
구조물의 손상 및 균열을 찾아주거나[1][2][3], CCTV 를
통해 터널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사고를
감지[4]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한다.

ABSTRACT
In the automatic control system of water
treatment, the settings for various parameters
are required.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administrator of this system has a major effect
on determining these settings.
The quantity of water usage varies
depending on several situations such as
seasonal and weather changes. The water level
is important because it is one of main factors
of determining the overall amount of inflow

유량에 대한 기존 연구는 수처리 시설에서의 배수
제어[5]와 약품의 최적화된 주입[6]을 가능하게 하고,
영상 처리를 통해서 수위를 측정하는 방법[7]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영상 처리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은 분석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바일 유량 관리 앱은 영상
처리를 이용해 얻어진 수위와 다른 정보들을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에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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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으며, 앱을 통해 수처리
시설의 전체적인 유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본문

유입·유출량을 결정하는 수위를 비롯한 중요
요소의 데이터를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 및 날씨의 변화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1. 실시간 영상 처리를 이용한 수위 측정

3. 모바일 유량 관리 앱의 UI 구성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여 수면과 수위 측정계의 숫자를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야 수위 값을 얻을 수 있다.
수위 영상 촬영 시 부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 제거와 수면과 수위 측정계의 경계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필터링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좀 더 정확한 수위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영상 처리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수위
값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저장된 수위 값은
다른 변수들과 함께 자동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게
된다.

그림 2. 모바일 유량 관리 앱의 입력 UI
[그림 2]는 모바일 유량 관리 앱의 입력 폼의
예시이다. 유량 관리를 하려는 배수지(장소)를
선택하고 날씨, 기온, 현재 수위, 시간 등과 같은 현재
데이터를 입력한다. 기존 데이터도 입력에 포함되는
이유는 입력을 통해 도출된 값이 기존 데이터의 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올바른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2. 수처리 시설의 자동 제어 구조

그림 1. 수처리 시설의 자동 제어 구조
그림 3. 모바일 유량 관리 앱의 출력 UI

[그림 1]은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처리 시설의
자동 제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실시간 영상 처리를
통해 얻어진 수위 값을 포함한 변수들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게 된다.

[그림 3]은 출력 폼의 예시이다. 좌측은 [그림 2]의
입력 폼에서 선택한 출력 자료(순시, 적산 모두)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다. 우측은 좌측의 그래프에서
점이 찍힌 위치에 대한 값(시간 단위로서 최대
24 개)을 표로 나타내며, 기간에 대한 도출 값도
그래프로 나타내서 한 눈에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수위와 함께 저장되는 다른 변수들은 취수장,
배수지, 회수조, 수용가(가정집, 공장 등) 등으로
보내지게 되는 각각의 물의 양을 가지게 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처리 시설에서의 기존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으며, 유량 관리를 위해 사용되게 된다.

결론

관리자가 제어를 위해 위와 같은 변수들의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면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관리자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보여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영상 처리를 통해 수위 값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다른 변수들의 데이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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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통해 유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7. 권성일, 김원, 이찬주, 김승동, 수면 영상의 시간적
픽셀농도변화를 이용한 수위계측방법, 한국
수자원학회 논문지 제43권 제9호, 2010, 781787.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장마처럼 유입량의
증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예측을 하여 수위를 포함한 각 변수들의
설정을 미리 해놓아야 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각 변수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그에 맞는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유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가 장소에
대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센서, 장비들을 점검하다가 모바일로 받아본 데이터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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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그러나 1세대 키넥트(키넥트1)의 경우 낮은 해상도,

요약문

좁은 인식 범위, 노이즈 등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연구

1 세대 키넥트 보다 높은 성능을 갖는 2 세대 키넥트를
사용하여도, 다수의 인체 골격을 인식하기 힘든 상황

가 있었다.[1]

이 종종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명의 모션 인식

좀 더 업그레이드된 2세대 키넥트(이하 키넥트2)가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 대 이상의 2 세대 키넥트

14년 7월에 발매 된 후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

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서버-클라이언트 구조
로 여러 대의 키넥트를 연결 후, 서버에서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평균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전히 키텍트2를 이용하여 좀 더 정밀한 데이터를 얻기

ABSTRACT

이에 본 논문에선 다수의 인체의 정확한 골격 인식하

Using a Kinect v2 whose performance is higher
than that of Kinect v1, it often happens that
some motion data of many people is los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improve the
accuracy of recognition using more than two
Kinects v2. We construct the server-client
architecture for several Kinects and implement
to compute the average of motion data in the
server, so that the accuracy is improved.

기 위해 1대 이상의 키넥트2를 사용하여 인식률을 높

본론

주제어

PC에 1대의 키넥트2 만을 설치하도록 제한 하였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2]

이는 방법을 제안 한다.

과거 키넥트1의 경우 1대의 PC에서도 다중 연결이 가
능했다.(물론 별도의 USB 카드를 장착하는 편법을 사
용해야 했다.) 그러나 키넥트2 에서부터 오직 1대의

모션인식, 인체인식, Kinect v2

다.(SDK에서 두 번째 키넥트2를 선택할 수 없다.)

서론

때문에 다중 키넥트2를 사용하기 위해선 1PC 1키넥

Microsoft에서 Kinect가 출시된 이후 많은 분야에서

트 로 묶어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며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림 1은 저자가 고안한 다중 키넥트2의 하드웨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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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다.

이다. 처음에 센서를 초기화 하고, 서버와 연결한다.
그리고 키넥트2로부터 Body 데이터를 받는다면 해당
데이터를 소켓통신을 통해 서버로 전달한다.
서버의 경우 소켓을 초기화 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을 기다린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이 완료되고 데이터가 전달된
다면 해당데이터를 다른 PC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는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된다.

그림 1. 다중 키넥트 2 의 하드웨어 구성
그림1과 같이 키넥트2는 각각의 별도의 컴퓨터와 연
결되어있고, 해당 컴퓨터들은 TCP/IP 소켓 통신을 통
해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림 4. 수식

이에 프로그램은 Client-Server Model로 되어있으

수식 n은 연결된 장치의 전체 숫자를 의미하며 X는 관

며, 클라이언트 순서도는 그림2, 서버 순서도는 그림3

절의 3차원 좌표를 의미한다. 즉, 전달받은 데이터를

같다.

평균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한다.

실험 결과
실험은 그림4와 같은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험자
들은 두 대의 키넥트2 앞에서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으
로 실험하였다.

그림 2. 클라이언트 순서도

그림 3. 서버 순서도
클라이언트의 경우 키넥트2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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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제 장면과 2 대의 키넥트로 인식한 스켈레톤

트2를 이용하여 좀 더 정밀하고 더 많은 사람의 인식

그림 6 은 춤을 추는 장면에서 1 개의 키넥트 2 로
인식하였을 때와 2 개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의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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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끊김 없이 인식된 화면(2 개의 키넥트 2)과 끊김이
있는 화면(1 개의 키넥트 2)
특히 그림 7 과 같은 경우는 손의 상태(손을 쥐고
있는지 펴고 있는지)를 파악할 때 아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활동적인 인체의
모션 중에서도 가장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 7. 손의 상태가 잘 인식된 화면(2 개의 키넥트 2)과
손의 상태에 끊김이 있는 화면(1 개의 키넥트 2)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키넥트2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사
람을 역동적인 움직임에서도 정확하게 골격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고, 실험을 통해 실제로 관절 데이터를 잃
지 않고 인식되는 것을 보았다.
추가적으로 키넥트2의 카메라 행렬을 통해 다중 키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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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요소 기술을 설계하고 대표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현한 예를 제시한다.

요약문
본 논문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를 위한 다중감각
(시각/청각/촉각 등) 피드백의 표현 기술과 피드백
제공 방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설계 및 구현 예시를
위해 스마트워치에 설계 및 구현된 시각, 청각, 촉각
피드백 기술 및 다중감각 피드백 기술을 소개한다.

다중 감각 표현 기술
그림 1 의 예시처럼, 안경형 및 시계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다중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피드백을 생성하고 제공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lti-modal
feedback method covering visual, auditory and
tactile sensory for users of wearable devices.
Specifically, we introduce visual, auditory and
an integrated multi-modal feedback designed
and implemented on smartwatches.

주제어
웨어러블 컴퓨팅,
인터페이스

그림 1. 다중 감각 표현 기술 예시
다중감각,

피드백,

사용자

시각 피드백 (VISUAL FEEDBACK)
시각 피드백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화면을 통해
동적으로 변하는 시각적 정보를 제공한다. 시각
피드백에 대한 연구는 PC 환경 및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다양한 연구와 기법이 이미 연구 개발되었다.
이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시각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서론
사용자가 항상 착용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UI/UX 는 장단점이 혼재한다.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피드백
(Prolonged
Feedback)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생활
중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피드백은 다양한
한계와 단점이 있다. 사용자의 현재 상황 및 주변 환경
(소음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피드백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운동 선수에게
진동을 통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시끄러운 콘서트
장에서 음성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UI/UX 기술, 특히
피드백 기술은 사용자의 특정 감각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다중 감각의 조화로운
표현과 융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생성 및 제공 될 수 있는 다중 감각

 Self-revealing UI: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한 Visual Cue 또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며,
그 액션에 대한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UI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 시, 사용자의 불필요한
액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Message Dialog UI: 텍스트, 아이콘 또는 그림을
포함하는 정보를 단말 화면에 출력하여 사용자의
관심을 환기 시키고, 중요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UI다.
 FlyOut UI: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화면을
터치하거나 특정 액션을 취할 경우,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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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보가 도착 했음을 알리기 위한
Notification은 짧고 반복적인 진동 (250, 200,
250, 200, 250, 200: 250ms를 기다린 후,
200ms 동안 진동, 250ms 멈추고, 다시 200ms
진동, 250ms 동안 멈춤)과 같은 패턴을 재현한다.

현재 활동 및 액션과 관련된 정보, 질문, 옵션이
포함된 메뉴 등 부가/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UI이다.

청각 피드백 (AUDITORY FEEDBACK)

 Warning/Alert와 같은 경고적인 정보는 사용자가
확인하여 끄기 전까지 진동을 반복하도록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2,000ms 동안 진동하는
패턴을 10번 반복 재생하여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각 피드백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스피커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음향으로 제공되는 피드백으로, 음성
형태의 Recorded Voice, 음악 등의 Audio Clip 과
단순 주기로 반복되어 재생되는 Beep Pattern 등이
있다. 청각 피드백은 사용자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주시하지 않는 상황에도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공장소 및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짧은
Beep 을 통한 간단한 피드백 제공과 이어폰/헤드폰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청각 피드백이 유용할 수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청각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진동 피드백의 경우, 사용자가 다 수의 패턴을
구분하기 어려움으로 적은 수의 확실히 구분되는
진동 패턴을 통해 사용자에게 초기 피드백 제공 후
(새로운 정보 도착, 에러 발생 등), 사용자가 다른
감각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Recorded Voice: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자연스럽지만, 정보의 요약 및 축약이 어렵다.
그림 2. Notification 및 Alert 진동 패턴 예

 Audio Clip: 음악 등을 재생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 원음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필요한 오디오 데이터가 로컬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외부 연결
및 다운로드의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

다중 감각 피드백 구현
설계한 다중 감각 피드백 표현 기술은 Android Wear
OS 를 사용하는 스마트워치에 구현 및 적용하였다.
다중 감각 피드백 재현을 위해 각 감각 피드백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일치 시키고, 피드백의
길이(Length), 간격(Interval), 세기(Intensity) 등의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생성하였다.
안드로이드 API 의 경우 Beep Pattern 을 발생할 수
있는 ToneGenerator 클래스를 통해 startTone(int
toneType, int durationMs) 함수를 사용하고,
진동의 경우 Vibrator 클래스의 vibrate(long[]
pattern, int repeat)를 사용하였다. 아두이노와 같은
외부 센서와 연동 시에도 신호 발생 주기 및 딜레이를
조정하여 다중 감각 피드백의 제공 시작 포인트, 종료
포인트, 피드백 세기를 조정하였다.

 Beep Pattern: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Beep 음을
통해 사용자에게 간단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복잡한 패턴이나, 사용자가 패턴 간 구분할 수
없으면 피드백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에 대한 고려와
검증이 필요하다.

촉각 피드백
웨어러블 단말기를 통해 사용자가 착용한 손이나
접촉한 피부에 진동을 전달하는 피드백도 가능하다.
단말에서 실행 중인 앱(App)이나 수행 결과에 따라
진동을 달리하는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 앱에 대한 피드백은 300ms 동안의 진동, B 앱에
대한 피드백은 800ms 동안의 진동을 제공하는
것처럼, 진동 길이를 다르게 하면 피드백 제공자를
구분할 수 있다. 진동 패턴은 세부 적으로 여러 개의
진동을 포함할 수 있으며, 진동/멈춤 간격, 반복
여부/횟수로 설정한다.

 시각 피드백 구현: 사용자가 현재 UI 이벤트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화면상에 제공한다.
예) 클릭(,진한 파란)과 롱 클릭 (,밝은 파란색)
 청각 피드백 구현: 사용자의 액션에 대한 결과를
음향으로 제공한다. 예) 성공 시 짧은 단발성 Beep
발생, 실패 시 길고 반복적인 Beep 발생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단말의 경우
(Android/Android Wear), Vibrator 클래스를
통해 사용할 진동 패턴을 설정한다.

 촉각 피드백 구현: 사용자의 액션에 대한 결과를
진동으로 제공한다. 예) 성공 시 짧고 약한 진동
발생, 실패 시 강하고 반복적인 진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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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감각 정보 전달: 위 세가지 피드백을
사용자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입력하는 응용
[1][2]에
적용하였다.
성공적으로
PIN을
입력하거나 입력에 실패 시, 시각, 청각, 촉각
피드백이 동일한 주기로 동시 발생된다. 그림 3은
스마트워치에 구현된 시각/청각/촉각의 다중감각
피드백을 동시에 제공하는 PIN 입력 응용과
스마트워치에 적용하기 위한 진동 패턴을 저작 및
테스트하기 위한 진동 출력 패턴 저작 앱을
나타낸다. 사용자가 정확한 PIN 입력을 통해
인증을 하면, 해당 PIN 입력 응용은 시각 피드백
(성공 메시지 출력), 청각 피드백 (짧은 Beep 음
발생), 촉각 피드백 (짧은 진동 발생)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반면 PIN 입력과 인증에 실패하면,
시각 피드백 (실패 메시지 출력), 청각 피드백 (긴
시끄러운 Beep 음 발생), 촉각 피드백 (길고
반복적인 진동 발생)이 재현된다.

피드백은 짧게 주는 것이 유요 하다. 반면 3 번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화면에 의도를 가지고 집중 및
주시하고 있으며 (“sustained visual attention”[1]),
스마트워치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시각/청각/촉각 피드백도 상대적으로 길게 줄 수 있다.
표 1. Disposition 에 따른 시각, 청각, 촉각 피드백 제공
Disposition

시각

청각

촉각

Arm at rest

X

O

O

Arm raised, Wrist rotated

O

O

O

(Short)

(Short)

(Short)

O

O

O

(Long)

(Long)

(Long)

Arm raised, Wrist rotated,
Interacting with other
hand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중 감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다중감각 표현 기술의 설계와 구현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환경에서
개별 감각의 피드백과 더불어 다중 감각의 일치
(피드백 세기, 시작 및 종료 시점)와 동시 재현을 통해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의 상황
(Disposition 등)에 따라 유효한 피드백을 선정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N0001228,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UI
한계 극복을 위한 UI/UX 기술 개발]

그림 3. 스마트워치에 적용된 시각 피드백 및 스마트워치
적용테스트를 위한 진동 패턴 저작 앱

다중 감각 피드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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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요약문

Chinese words arranged in a preset

sequenc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30

본 연구는 중국어 단어의 성조에 따라 촉각 자극을

subjects which were divided into haptic and non-

추가한 새로운 중국어 단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haptic groups. The experiment result shows that

본 실험에서는 중국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the haptic group earned higher points than the

그룹을 대상으로 학습 실험을 수행하여 중국어를

non-haptic group by 46% in terms of the average

위한 다중감각 학습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우리는

test score. Consequently, we conclude that a multi-

실험을 위해서 중국어 단어의 의미, 음성, 단어의

sensory application with vibrotactile effects can

성조에 맞추어 디자인 된 촉각 자극을 제공하는

significanly

모바일

particularly in memorizing the Chinese word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실험은

총

improve

learning

performance,

30 명의 피실험자를 햅틱군과 비 햅틱군으로 각

주제어

15 명씩 나누어 진행했다. 실험 결과 햅틱군의
중국어

학습

평균

점수는

비

햅틱군의

평균

햅틱, 진동, 촉각, 다중감각, 중국어 성조

점수보다 46% 높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진동 촉각 자극이 제공되는 다중감각

1. 서론

어플리케이션이 학습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고,

중국어에서 성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특히 중국어 암기에서도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발음의 단어도 성조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른

있었다.

의미로 변하기 때문에 중국어 단어를 암기하려면
각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ovel method of learning

부담을

Chinese words with vibrotactile stimuli designed

of

people

without

가지게 되고,

제안하고자

Chinese by performing a word memorization test
group

유의해야

한다. 이런

중국어

입문에

어려움을

기존의 단어 암기 방식과는 다른 암기 방법을

verify the effect of the multi-sensory learning of
a

성조에

느끼게 된다. 이에 시각, 청각정보를 사용하는

according to the intonation of each word. We

on

단어의

이유로 중국어 입문자는 학습에 앞서 성조 암기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입문자의 중국어 암기를 위해 중국어

preliminary

성조의

knowledge of Chinese. For the experiment, we

특성에

따른

다중감각(진동촉각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중국어 학습 효과를 높여주는지

develop a mobile application that simultaneously

검증해보았다.

offers meaning, audio pronunciation, and ha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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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지정된 중국어 단어를

2. 관련 연구

화면에 제시하고 해당 단어의 발음과 함께 성조에

2.1 중국어 성조

따른 햅틱 자극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학습 단어는

현대 중국어의 표준어에는 네 종류의 성조가 있다.

중국어 기초 학습서인 ‘중국어 첫걸음’을 바탕으로

각 성조에는 상대적인 음높이가 존재하며 성조는

선정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중국어 단어들은

중국어가 멜로디처럼 들리는 요소로 작용한다[1].

음성을

본 연구에서는 각 성조의 음성적 특징(음높이)을

단어들로 선별되었다.

바탕으로 진동 자극 패턴을 디자인 하였다.

통한

의미

추측

및

연상이

까다로운

이 실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JAVA 언어를

2.2 다중감각을 이용한 언어학습 연구

이용하여 Android OS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Figure

다중감각을 이용한 언어학습 연구로는 영어억양

1.은 실험에 사용하기위해 제작한 중국어 학습

패턴 지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진동 촉각 억양

어플리케이션의 구동 방식이다.

장치를 사용하여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2]가
있다.

이후

진동자극과

청각자극을

이용하여

영어억양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3]도
진행된

사례가

있다.

햅틱을

이용한

학습은

언어학습 외에도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도
제안되기도 했다[4]. Biggs & Srinivasan[5]은 햅틱
인터페이스의 교육적 활용 효과와 장점에 대해
언급했다.

Figure 1. 어플리케이션 구동 방식

3. 학습용 성조 햅틱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진동을 컨트롤하는 진동
관련

중국어 학습에서의 햅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브러리는

Immersion

의

UH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진동 디자인 및 진동

햅틱 중국어 음성 데이터를 제작하였다. 사전에

데이터 저장 방식은 자체개발한 저작도구를 통해

녹음된 중국어 단어 발음을 로딩하여 각 발음의

구현하였다.

성조에 맞는 햅틱 효과를 수작업으로 추가하였다.
햅틱 자극은 중국어 기본 성조 4 개와 변칙이 있는

4. 실험설계 및 결과

특정 성조로 구분하여 각 성조의 음높이에 따라
제작했다. 햅틱 패턴은 기본 성조 4 개, 다른 성조와

4.1 실험설계

함께 있을 때 성조 발음에 변칙이 생기는 3 성과

실험 참여자는 총 30 명으로 중국어 기초교육을

기본성조의 조합 5 개로, 총 9 가지 패턴이

받은 경험이 없는 20 대 남녀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사용되었다. 기본성조 네 가지의 햅틱 패턴은

비교실험을 위해 무작위로 햅틱군과 비 햅틱군으로

Table 1.과 같다.

나누었다. 실험은 크게 ‘예비실험’과 ‘본 실험’으로
구성된다. 각 실험은 1) 단어학습 2) 테스트 단계로

Table 1. 성조와 각 성조에 적용한 햅틱패턴
성조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

성조부호

이루어졌다. 두 집단이 학습하는 단어와 테스트

적용한 햅틱

문항 및 순서는 동일하며 햅틱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다.

¯

예비실험은 피실험자의 기본 암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피실험자들은 햅틱 없이 시각,

ˊ

청각자극만을 이용해 학습했다. 이 실험에서는 두
집단이 동일한 조건에서 학습한다. 피실험자는

ˇ

5 개의 단어를 학습했고 5 개 모두 테스트했다.
본 실험에서는 햅틱군은 시각, 청각, 촉각자극이

ˋ

포함된 학습을 진행했다. 비 햅틱군은 촉각을
제외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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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두 그룹이 동일했고, 암기하도록 제시된

Table 2. 독립표본 t 테스트 단측검정 결과

단어는 30 개였고 그 중 20 개의 단어를 테스트했다.

대상그룹

인원

평균

학습을 진행했다. Figure 2.는 피실험자의 실험

햅틱군

15

11

참여 모습이다. 피실험자는 제공된 스마트폰으로

비햅틱군

15

7.53

피실험자는 실험을 위해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으로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학습에 참여했다.

t-단측

p

1.71

0.017*

* p < 0.05

5. 결론
본 연구는 성조에 맞추어 디자인된 햅틱이 중국어
암기에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연구로서,
연구 대상자는 중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20 대
남녀로 실험군(햅틱군) 15 명, 대조군(비 햅틱군)
15 명이었다. 본 실험 결과 햅틱군과 비 햅틱군의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었고, 햅틱군의 평균점수가
비 햅틱군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두 집단의 평균점수 차이가

Figure 2. 실험에 참여중인 피실험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p<0.05) 보여 진동 촉각
자극이 중국어 암기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단어는 1 회 씩 3 초 간격으로 순차 재생되고, 총
3 회

사이클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반복

재생된다. 학습을

제공하는

정보는

위해

뜻(시각),

중국어 음원(청각), 성조에 따른 햅틱(촉각)이다.

사사의 글

단어학습과 테스트 사이에는 3 분간의 휴식이

이 연구는 아주대학교 미디어 특성화 사업단의

주어졌다. 학습 후 적당한 시간을 두고 테스트를

“CK-II 미디어 융합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여 단기 기억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다. 3 분

수행되었다.

간의 휴식동안 피실험자의 다른 활동은 제한되었다.
테스트에서는

실험자가

음원(청각정보)을

피실험자에게

들려주고

중국어

피실험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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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가능한 표정에는 감정에 대한 것과 말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실제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표정이 복합되어 표현된다. 기존의 방법은
다양한 표정의 표현 중 하나의 표현만 선택하거나,
대화하는 동안에는 대화의 애니메이션만 표현하는 등,
단순한 선택이나 선형 조합으로 제시하였다.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3 차원 환경에서 사람 얼굴 형태의
모델이 대사를 읽는 애니메이션을 감정과 대사 표현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 를
기반으로, 감정과 대사 표정을 얼굴의 움직임 방식에
따라 조합하는 Blending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평가한다. 제안되는 Blending 알고리즘은 대사를
말하는 순간의 입과 Action Unit (AU) 의 거리, 말하는
AU 와 감정 AU 의 방향에 따라 그 가중치를 조정한다.
본 방식을 따라 사용자는 감정 선택, 대사 입력만으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실제 사람의 표정 표현을 관찰해 보면, 표정의 종류와
감정의 상태, 대화의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조합이
다양함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찰하고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합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조합 방법을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평가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ABSTRACT

2. Blending 알고리즘

In this paper, we present a way to combine
emotional and speaking expression of facial
model in a 3D environment. A new blending
algorithm is proposed to make a combination
according to facial movement methods between
emotional and speaking expression based on
Action Units (AU) of 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 The blending algorithm controls
weights of AUs followed by a distance between
the mouth and the emotional AUs and a
direction between the emotional and speaking
AUs. According to the algorithm, users can
present natural facial animation only with a
selection among emotions and scripts.

Action Unit 의 값을 조절하면 사람이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표정의 표현이 가능하다. 실제 사람의 표정을
표현하려면 AU 값의 조합을 하나의 표정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감정과 말의 단위로 구분 지어야 한다. 그
결과 한 시점의 최종 표정은 감정, 대사 표현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 두 표정은 얼굴 근육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조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조합을 위한 Blend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 입과 Action Unit 의 거리에 따른 특징
어떠한 사람이 인상을 찌푸린 채로 말한다고 하자.
굳게 다문 채로 올라갔던 입 꼬리 (AU12+AU17)는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덜 표현한 반면, 찌푸린 미간
(AU2+AU4)는 여전히 강하게 표현한다. 이는 감정의
표현 중 말하는 사람이 입 주변의 AU 를 말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감정 표현을 낮게 하는 반면, 입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강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 서론
일반적으로 3 차원 얼굴 표정의 애니메이션은 FACS
(Facial Action Coding System) 을 기반으로
표현된다[1]. FACS 기반 표현방식은 각 Action
Unit 을 구성하는 Action Point (AP) 로 구성되고 얼굴
모델의 어떤 Vertex 는 특성에 따라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AU 의 영향을 받아 애니메이션 한다[2].

입 꼬리 사이의 중점을 0.0, 이마의 정 가운뎃점을
1.0 으로 하여, 각 AU 의 여러 AP 의 중점이 입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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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AU

이름

20 대로 추정하는 불특정한 84 명에게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리 값

1

Inner Brow Raiser

0.986200

9

Nose Wrinkler

0.712998

12

Lip Corner Puller

0.241540

18

Lip Puckerer

0.045922

3.1. 자연스러움
앞서 제시한 Blending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동일 감정과 대사를 표현한 애니메이션
네 가지를 재생하였다. 그 네 가지는 Blending 미적용,
거리 방식, 방향 방식, 그리고 두 방식을 모두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각 방식이 자연스러운 순서로
정렬하도록 설문하였다.

위 과정의 결과로 말하는 순간의 감정에 해당하는
AU 의 가중치는 거리 값을 곱한 결과만큼 나타낸다.

서로 다른 감정에 대해 총 3 회 실험한 결과, 두 가지
Blending 알고리즘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가장
자연스럽다고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 1 의
34.5%, 실험 3 의 31.0%). 그러나 감정 표현이
비대칭적인 [그림 1]과 같은 표현은 37.0%가 방향
방식만 적용한 결과를 선호하였다.

2.2. Action Unit 의 방향에 따른 특징
모든 AU 는 얼굴 모델의 좌표를 조정하는 방향벡터를
가진다. 그런데 모델의 어느 점이 서로 다른 방향벡터를
가지는 AU 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면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생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입 꼬리의 근처의
Vertex 는 Lip corner Puller (AU12), Lip Puckerer
(AU18)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두
AU 가 동시에 최댓값으로 작동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전반적으로 감정 표현의 크기가 크면 Blending
알고리즘이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고른 선호도를
나타낸 반면, 표정의 크기가 미묘할수록 Blending
알고리즘을 모두 적용한 결과를 자연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말, 감정 표정의 AU 의 방향벡터간 내각의
크기에 따라 감정 표정의 가중치를 낮추도록 했다.
어떠한 점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AU 의 내각이
θ라면, 말하는 AU 의 크기는 그대로이지만, 감정

3.2. 표현력
얼굴 모델에 AU 의 조합으로 나타낸 감정 표현과
동일 유형의 감정 동사 6 개를 제시한 결과, 평균
60%(최대 80%)의 사람이 특정 2 개 단어를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였다[3]. 예를 들어, [그림 1]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림 1
표2

𝜃

AU 의 최종 크기는|cos |를 곱한 것으로 한다.
2

2.3. Blending 알고리즘의 적용
앞서 언급한 Blending 알고리즘의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떠한 시점 t 의 𝑖 번째
AU 에 대하여 최종 표정의 값 F(0.0 ~ 100.0)는
F(𝑖, 𝑡) = w(𝑖, t) ∗ E(𝑖, 𝑡) + 𝑆(𝑖, 𝑡)

감정

비율(%)

가증스럽다

64.3

얄밉다

16.7

w(𝑖, t) = 𝑙(𝑖) ∗ (𝑑(𝑖, 𝑘) ∗ 10.0/𝑆(𝑖, 𝑡))

싫어하다

8.3

𝑙(𝑖)는 입으로부터 AU 가 가진 AP 의 중점과의 거리,
𝑑(𝑖, 𝑘)는 감정 AU(i), 말 AU(k) 사이의 방향 알고리즘
결과를 말한다. 이 결과값은 말하는 표정의 결과 S 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다만 𝑆(𝑖, 𝑡) = 0 인 경우, 말하는
표정에 해당하지 않는 AU, 는 w(𝑖, t) = 1로 제한한다.

신물 나다

4.8

역겹다

3.6

징그럽다

0.0

를 따른다. 이 때, E 는 감정, S 는 대사 표현을 나타내는
𝑖번째 AU 의 값이다. 또한, 특성에 따른 감정의 크기를
조절하는 w 를 결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4. 결론
3. 실험

본 연구주제로 FACS 에 기반을 둔 애니메이션으로
감정과 말하는 표현을 분리하였고, 이를 얼굴의
움직임에 따라 조합하는 Blending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미묘한 감정의 표현일수록 더욱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향후 본 시스템과 음성

본 시스템의 완성도를 자연스러움, 표현력의 두
항목으로 측정하기 위해 설문을 시행하였다. 2015 년
10 월 12 일부터 19 일까지 Google Survey 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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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시스템과 합쳐 애니메이션을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5. 사사 표기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의 서울어코드활성화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5-R0613-1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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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using bodily input to control
wearable devices. While projects to explore single input
channels, such those based fingers or feet, are underway,
we argue that there is little current research that looks at
the body as a whole in order to determine what body parts
are most suitable and appropriate for input.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an elicitation study in which 24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18 referents, or generic
input primitives, and asked to generate a series of bodily
gestures that they would use to issue these referents. We
considered everyday wearable use scenarios involved
sitting and standing while “hands-busy” and users were
able to freely use any body part for input. The results
characterize the body parts and action types selected and
highlight preferences and usage patterns that can guide
future designers and developers in creating more effective
bodily input techniques for wearables.

KEY WORDS
Wearable device; bodily input; elicitation gesture;
smartwatch

INTRODUCTION
Wearable computing devices are uniquely embodied. In
contrast to desktop or mobile, wearable devices are tightly
and inherently integrated with the body – worn, strapped
or otherwise physically affixed the fingers [14], arms [7],
torsos, legs [3] or heads [4]. This proximity provides novel
characteristics and new value. For example, it has the
potential to make substantial impact in the healthcare
domain with its quality of body monitors. It also opens up
new interaction possibilities as devices are more able to
sense and respond to bodily, embodied input such as
movements and gestures [3] by, for example, issuing
commands [6].
Indeed, using bodily actions to interact with wearable
devices may be a prerogative as many recent research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using the currently dominant
techniques, Graphical User Interfaces (GUIs). In the most
well studied form-factor of the smartwatch, the small
display and input surfaces exacerbate the fat-finger
problem [13]. To deal with this situation authors have
proposed schemes such as alternative touch surfaces on the
watch [10] or body [6] and in-air finger gestures [14].
Others have highlighted more fundamental limitations,
which is “hands-busy” situation, requiring the device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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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ed on one hand and the other to touch it.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thumb-based single-handed interaction
common with smartphones and fundamentally
incompatible with many appealing wearable interaction
scenarios such as discreet or subtle interaction [3] and
interaction whilst performing other daily activities with the
hands such as cooking. According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designing and developing systems based on
bodily input for smartwatches using technologies such as
motion sensing [7], EMG [5] and pressure sensing [1].
However, while promising this work remains in its infancy,
focusing on the feasibility and performance of technical
solutions for detecting input [e.g. 4, 7]. We isolate a need
for user-focused studies on bodily input with wearable
devices. By elaborating on how users conceive of
interacting with wearable technology, such studies can
inform future design and development activities.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an elicitation study [9] on
bodily input for smartwatches. The contributions of this
article include: 1) presenting a set of user-defined body
gesture for smartwatches, 2) a detail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zation and classification these body
gestures, 3) a discussion of design implications of this data
for the creation of bodily gestures for wrist-mounted
wearables. Taken together, this data and analysis
represent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user-defined body
gestures for smartwatch and can serve as practical design
guidance for future wearable input systems.

METHOD
The primary goal of this paper was to understand how
users seek to interact with a wrist-mounted wearable
device using bodily gestures during the course of typical
everyday activities such as working, traveling, cooking,
eating and engaging in leisure – situations in which the
wearable is not the main focus of attention and a user’s
hands may be otherwise occupied, everyday “hands-busy”
situations. To achieve this, we designed and executed an
elicitation study [4, 12, 15], as described in the following
sections.

Study Design
The study followed a fully balanced repeated measures
design. There were two binary variables, pose and handavailable, leading to a total of four experimental
conditions. The two poses considered were sitting down
(SD) and standing up (SU). The hand-available variable
encompassed situations in which users were able to 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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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pe {Left, Right, Forward, Backward}: Arm Move {Leftward, Rightward, Forward, Backward}
Swipe with Two Fingers achieved by extending two fingers and with identical one finger swipe gesture

Swipe {Clockwise, Anti-clockwise}:
Arm Rotate {Clockwise, Anti-clockwise}

Pinch{In, Out}: Two Fingers Pinch {Inward, Outward}

Tap with one finger: tap with one foot (L)
Tap with two fingers: tap with two feet (R)
Double tap with one/two fingers: double
tap with one/two feet

Long tap with one finger: long tap with one foot (L)
Long tap with two fingers: long tap with two feet (R)

Figure 1. Illustration of user defined gesture set. Black text describes referents, orange
describes symbols.
hand the smartwatch was mounted on for interaction (1H)
this study captured of 1728 gestures: four conditions by 18
and situations in which they were not (OH). In the
referents by 24 participants.
remainder of this paper we label conditions using this
Apparatus
terminology. Furthermore, as we were explicitly interested
in bodily input, we disallowed production of symbols
We constructed a simple display prototype in the form
based on voice and eye gaze. A total of 24 participants
factor of a smartwatch for the study. We choose to
completed the study, one in each of the possible condition
construct a custom device rather than use an existing
orders.
smartwatch for this study as we felt an obviously bespoke
prototype (that potentially integrates advanced sensing)
Experimental Task: Touch Gesture Set
would encourage users to think more freely about the kinds
The goal of the study was to elucidate how users map body
of symbols they generated and, in this way, reduce the
gestures to existing forms of touch input on a smartwatch.
legacy bias [8], or the likelihood of participants basing
Existing touch gestures were used as referents as such
their responses on already known input techniques.
schemes form a rich, expressive, general purpose and wellProcedure
known language. The 18 gestures used were: eight
directional swipes (up, down, right and left with one or two
Participants were first given an overview of the
fingers); two single finger rotational swipes (clockwise,
experimental task and device and allowed to ask questions.
counter clockwise); two pinches (in, out); and six taps
The study then started with participants mapping touch
(single, double and long with one or two fingers). These
gestures to body gestures. Within each experimental
simple touch gestures are widely used in current
condition participants’ generated bodily gestures for the
smartwatches and other mobile devices and represent a
full set of 18 touch gestures. To ensure accuracy in how
rich, expressive and relatively complete repertoire of input
these were recorded, participants were encouraged to
techniques.
think-aloud to explain the gestures. All sessions were
videoed
to support analysis.
Participants
The study involved 24 participants (all right-handed, 11
male, mean age 22, range 20-25) each of whom was
compensated with approximately 10$. All participants
were highly familiar with computers (4.88/5) and
smartphones (4.96/5) but none had experience with smart
watches (1/5) or other wearable devices (1.2/5). I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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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Body Gesture Classification
We first classified the generated symbols using a
taxonomy derived from prior literature [2, 11, 15] and
adapted to the scenario of bodily gestures for we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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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s. Specifically, we selected five dimensions: nature,
binding, form, cardinality and space. Nature attempted to
capture the idea (or mental model) underlying selection of
a symbol while the binding dimension expressed how the
symbol was related to the wearable device. The cardinality
dimension simply expressed the number of body parts used
in a symbol and the space referred to the key area or
location used for the input. Finally, form categorized
qualitatively different types of bodily input, such as
movement or pose. Those taxonomies provide valuable
insights to qualify these suggestions. These include the
strong dominance of symbols with a physical nature –
those that spatially resemble the referents – and those that
have motion as their form. This shows that bodily
movements directly resembling the referents were most
commonly selected. We note such movements may be hard
to produce with the fingers, again suggesting that other
body parts may make more appropriate design and
development targets.

User Defined Gesture Set
A key goal in this study was to produce a user defined set
of bodily gestures set for wrist-mounted wearables. To
produce this, we applied the three criteria proposed by
Fukahori et al. [3]. Initially, the largest group of gestures
was selected for each referent. Then, as a second step, we
biased the set towards symmetric gestures if the referent
involved matched pairs such as swipe left and swipe right.
As a final step, we ensured uniqueness in the set by
assigning symbols that were used for multiple referents to
the referent with the highest level of agreement (e.g. the
greater number of generated gestures). Ultimately, this
selection process led to a conflict-free user-defined gesture
set (illustrated in Figure 1) that represents 32.9% of
gestures generated by participants.

DISCUSSION
This paper described a study of the input symbols users
produced to interact with a wrist-mounted wearable device
based on set of referents composed of widely used
interaction primitives such as taps and strokes. We
classified results according to a multidimensional scheme,
generated a gesture set (Figure 1) based on the most
popular choices and provided a detailed characterization of
both the body parts and actions used to produce the
symbols as well as participants’ preferences and opinions.
We believe this data can be a useful resource for designers,
researchers and developers seeking to create next
generation bodily input devices and techniques for
wea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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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ro/accl(자이로/악셀
센서)
그리고
RF24L01+(무선용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는 RF24L01+를 송신 장치로 사용하여 arduino
mega board(주입력장치)로 2.4ghz(기가헤르츠)의
속도로 전송한다.

ABSTRACT
우리 주변의 공간들은 대부분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건축물이 인간의 감정에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 되었다고 하여도 그 감정이 직접적으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힘들다.
대신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른 방식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용자와 건축물이 감정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조물이 감정을 분석하여 반응하고 사용자의
감정을 표현해 내게 된다.

LIGHTING DESIGN
사람이 만든 것에서든 자연에서든 다양한 색깔의
사용은 미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싶어
하는 의미에도 바탕을 둔다. 이러한 의미들의 몇몇은
경험과 반복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나(예를 들면
신호등의 빨간색과 녹색등), 대부분의 것들은 생물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한 생물적 요인이란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특정한 시각적 자극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한다는 것에 근거한다. 색채 자극에
의한 산출 과정은 동기 부여된 행동을 도출해 낸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색채 자극은 다가가고자 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의 자극은
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만들어낸다[3]. 그러므로,
설치물의 벽들에 어떤 색채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각각의 색들이 인간의 지각과 분위기 그리고
느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고려해보아야 한다. 주로 참고한
문헌[6]은 9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른 색채에 대한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이유를 다룬다. 그 결과는 각 색깔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감정적 반응을 보여준다. 아래
표는 춤이 시연되는 동안 각 움직임에 따른 느낌을
나타내는 색깔과 빛 그리고 관객들의 예측 반응을
보여준다.

INTRODUCTION
오랜 시간동안, 춤은 인간의 동작이 감정을 표현해
낸다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입증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기와는 다른데 연기자는 평소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과 꼭 같은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감정을 보여주려고 하며 춤은 이를 조금 더 추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해낸다. 무용수가 어떻게 감정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움직이는 지는 빠르고 느림의
차이처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존재한다.
동작으로부터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군가가 슬픔에 빠져있을 때 그들을
둘러싼 건축물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무용수와 구조물이
그들의
감정과
동작을
통하여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예술 설치물을 생각해 내게 되었다.
참여자는 댄서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 공간을
체험하고 다른 참여자들은 무용수와 구조물의
반응을 둘 다 지켜볼 수 있다.
제시된 자료는 동작으로부터 감정을 도출하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함을 보여준다. [1,2,5]. 이
작업은 먼저 감정에 기초한 춤이 자이로 데이터의 두
축을 활용해 어떻게 뚜렷한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1
Feelin
g

Happy

HARDWARE DESIGN
Angry

시스템은 두 섹션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로,
송신기들을 무용수에게 부착한다. 각 송신기는
arduino
mini
pro(입력장치),
GY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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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wall

or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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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z, K. & Epps, H. (2004), 'Relationship
between color and emotion: A study of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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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

Sad

underneath

Sadness, and several

Purple;

and

mixed

Dark blue

blue.

on

top,
Blue

occasionally

Negative

feelings.
responses.

[3,6]

goes up.

MOTION RESULTS
춤 동작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무용수와 반복된 작업과정을 가졌고,
춤을 통한 6가지의 감정이 간추려졌다. 가장 중요한
점은 6개의 감정 사이에 고유한 데이터가 도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X축과 Y축 자이로
데이터를 이용한 6개의 감정 중 두 종류의 예시이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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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ndividuals using ICT to improve
the health promotion of people with stroke
investigated effects of physical activity on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improvement.
The program consisted of 8 weeks of 1 hour
session 3 days a week. In the results, isometric
muscle strength was improved in knee
extensor/flexor, back, abdominal. Based on
these results, physical activity program showed
greater improvements in isometric muscle
strength. Later, we expect a positive impact to
develop specific intervention program.

요약문
뇌졸중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근의 연구들은
평생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뇌졸중 발병 후 적극적인 신체활동은 신체조성의
변화와 근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뇌졸중 장애인들은 고위험군으로 운동 시 적절한 강도
설정과 지속적 관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ICT 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체육활동이 신체조성 및 체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재로는
편마비 진단을 받은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1 회
60 분, 주 3 회, 총 8 주간 뉴스포츠 종목과 고식적 순환
운동을 결합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환측과 건측 무릎 신근과 굴근, 허리, 복근 근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뇌졸중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ICT 를 활용한 체육활동은 근력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며, 추후 특화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뇌졸중, 체육활동, ICT

서론
뇌졸중은 뇌조직의 혈액공급이 중단되거나 급격한
순환장애로 의식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편측이 마비되며 운동 및 감각
기능의 손상을 유발한다[1]. 이러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 단계를 지나 실시하는 체육활동은 신체
기능 회복 및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육활동은
체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을 가능한 정상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뇌졸중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3]. 하지만,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운동프로그램

ABSTRACT
Recent studies of strok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health promotio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for lifelong
health.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troke may positively affect body composition
and muscle strength. People with stroke are a
high-risk, requiring appropriate intensity setting
and continuous observation during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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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단순히 운동의 치료적 효과에 집중하고 있을
뿐 뇌졸중 장애인들의 지속적 건강 관리를 위한
신체활동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특히
중증도에 따라 운동강도를 차등 적용하여 건강 개선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더더욱 찾기 어려웠다. 중재에
있어서 ICT 의 활용은 고위험군인 뇌졸중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운동강도의 처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ICT 를 활용한
체육활동이 신체조성 및 체력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중증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 재활체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2 신체조성 측정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K 구 소재 재활원에서 모집한
뇌졸중 장애인으로 편마비 진단을 받고 인지기능평가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K) 에서 22 점 이상인 피험자
20 명을 모집하여 무작위 할당 방식으로 체육활동 군
(n=10)과 대조군 (n=10)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1 회 60 분, 주 3 회, 총
8 주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된 4 가지
뉴스포츠 종목과 순환 운동을 결합한 복합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때 운동강도는 피험자들의
신장, 몸무게, 연령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설정하였다.
운동강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모든 피험자들에게
심박계 (polar)를 착용시켰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피험자의 심박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에
적극
활용하였다.
신체조성과
근력(leg
extension/flexion, abdominal, back) 측정을 위해
Inbody S10 과 HUR 기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3 등척성 근력 측정

결과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8주간의 체육활동을 실시한
결과, Inbody S10을 이용한 신체조성에서는 체중,
BMI, 골격근량, 체지방률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HUR 기기를 이용한 등척성 근력 검사에서는
환측 무릎 신근 (knee extension)과 굴근 (knee
flexion), 건측 무릎 신근 (knee extension)과 굴근
(knee flexion), 허리 (back), 복근 (abdominal) 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Table 1).

결론
본 연구는 뇌졸중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ICT 를
활용하여 새롭게 시도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추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뇌졸중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개인별 운동 강도 설정을 위한 심박계와 태블릿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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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in muscle strength of participants
CON group (n=10)

EX group (n=10)

Variables

P
Before

After

Before

After

ILE-M(kg)

10.64±8.13

10.84±6.55

15.33±9.35

22.23±10.24a

.016

ILF-M (kg)

5.01±5.59

4.30±4.04

5.60±6.95

11.16±8.96b

.006

ILE-L (kg)

18.34±6.45

19.85±7.50

22.42±7.56

30.76±9.81c

.023

ILF-L (kg)

10.58±5.36

10.13±4.63

10.49±6.21

16.59±6.76d

<.001

IA (kg)

7.33±5.13

6.91±5.64

8.90±5.47

15.63±5.85e

.004

IB (kg)

12.86±10.65

9.21±7.75

12.13±7.42

27.28±10.09f

<.001

Abbreviation: CON, control; EX, exercise. ILE-M, isometric leg extension more affected side; ILF-M, isometric
leg flexion more affected side; ILE-L, isometric leg extension less affected side, ILF-L, isometric leg flexion less
affected side; IA, isometric abdominal; IB, isometric back.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Main effect calculated by Two way repeated measures ANOVA.
a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with Before Exercise group assessed by paired t test, P=0.007.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with Before Exercise group assessed by paired t test, P=0.014.
c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with Before Exercise group assessed by paired t test, P=0.004.
d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with Before Exercise group assessed by paired t test, P=0.01.
e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with Before Exercise group assessed by paired t test, P=0.006.
f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with Before Exercise group assessed by paired t test, P<0.00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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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시브이(OpenComputerVision)를 활용 하였다.
하드웨어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인 아두이노(Arduino)를 사용하였다.
캔버스 앞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웹 카메라를 2 개
사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첩시킨다. 웹
카메라 A 는 캔버스의 정보를 받아온다. 이를
배경이미지라 한다. 웹 카메라 B 는 관람객의 움직임
정보를 받기 위해 관람객을 향해 설치하고 얻은
정보를 가상이미지라고 한다.

요약문
영상처리 기술의 발달로 이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의
영역은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상처리를
기반한 미디어 아트는 평면의 스크린에 의존
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처리 기술을 기반한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과 공간의 연관성을 통한
미디어 아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mage processing
technology, media arts area is being expanded.
However the most of image processing media art
is depend on the screen.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nteractive media art installation
works through an association of space based
image processing techniques.

주제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가상현실, 움직임 감지,

그림 1. 작품‘LIVE.CITY’의 전시장 설치 및 구동모습

연구의 목적
기술의 발전으로 미디어 아트의 분야 또한 세분화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영상 처리 기술을 기반한
영상예술은 평면 스크린 기반의 작품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작품’LIVE.CITY’를 사례로 하여 설치된
현실에 가상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하나의 또 다른
공간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제안한다.

작품 제작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공간 인터랙션 미디어 아트
작품인 ‘LIVE.CITY’ 는 영상처리기술과 하드웨어
제어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C++을 기반으로 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 오픈프레임웍스(OpenFrame
Works)와 오픈 소스 컴퓨터 비전 C 라이브러리인

그림 2. 회화와 가상영상 효과를 합성하기 위한 웹
카메라 A 와 B 를 서로 교차하여 모니터에 설치 한다.
이후에 웹 카메라를 통해 얻은 영상을 합성하여 연결된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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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작품 ‘LIVE.CITY’의 전시 설치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번 연구는 움직임 기반의 가상현실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을 통한 미디어아트의 공간적 개념
확장실험을 하였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미디어
아트와 접목 시킴으로써 예술과 공학이 융합된
미디어 아트를 제안하였고, 구현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이미지 마커로 인식되는 증강현실과도 접목시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 미디어 아트에
고민하는 작가 및 디자이너의 작품계획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가상이미지와의 인터랙션이 필요하며 전체 전시장인
전시공간내의 사물과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향후
사물인터넷과의 융합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한다.

그림 3. 인터랙션 변화에 따른 작품의 구동방법
그림 3 은 본 연구에서 구현한 작품의 구동방법이다.
관람객이 재현된 공간으로 입장하게 되면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잡음과 소음을 들을 수 있다.
관람객이 설치된 모니터 앞에 다다르면 초음파
센서를 통해 꺼져있던 모니터가 켜지게 되며 캔버스
뒷면에 설치된 조명과 모니터의 화면이 서로
교차하며 서서히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 모니터의
화면에서는 관객의 움직임 정보를 기반하여 외곽선
라인으로 그려진 영상 효과인 플로우 효과가
나타난다. 이 효과는 시간차 영상 알고리듬을 통해
획득하였다. 관람객은 캔버스가 설치된 공간과 모니터
안의 공간 그리고 새로 중첩된 공간, 작품이 설치된
전체 공간이 함께 상호작용하며 현실의 내 자신이
가상공간에 존재 하는 듯한 새로운 감상을 느낄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공간이 섞인 이번 연구를
공간 인터랙션 미디어 아트라 명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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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structure and
weight distribution by the color indirectly to
children.

요약문
본 논문은 만 7 ~ 9 세의 유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들의 구조물과 무게 분포에 대한 개념
확립과 공간 인지발달을 위한 하중시각화 블록교구를
제안한다. 시각화 블록은 무게, 색에 대한 이해가
중점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구체적 조작시기의 유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

Visualization block is based on the measured
values from the pressure sensor, and simply set
the color to green, yellow, and red three-steps
because of avoiding excessive complexity of
the color phase. Through the block’s color, it
can be seen how much the load is applied to
each of the blocks.

블록에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서 블록을 쌓아감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동에게 구조물과 무게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색으로 간접적으로 제공한다.

주제어

시각화 블록은 압력센서에서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초록, 노랑, 빨강 3 단계로 간단히 색을 구분하여 색
단계에 대한 과도한 복잡성을 지양하고, 각각의
블록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가해지고 있는지 색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Visual Feedback, Tangible Device, Physical
Education, Children Teaching Tool

ABSTRACT

1. 이론적 배경

This paper, by targeting childhood children
7 to 9 years old, propose a load visualization
block for establishing and development of
spatial cognitive concept for the 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the weight in objects.
Visualization block targeted at children in the
"Concrete Operational” period which is an
understanding of the weight and color
develops based on Piaget’s theory.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만 7 ~ 11 세
시기의 유년기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인지발달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Stage)”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유년기
아동들은 대상을 크기, 무게, 색, 밝기 등과 같은
대상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들을 차례대로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서열화
(Ranking)” 능력을 갖게 되고 발달되게 된다[1].

시각적 피드백, 텐저블 디바이스, 물리교육, 아동 교구

이 서열화 능력을 바탕으로 아동은 공간 내에서
구조물의 형태, 쌓는 순서,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공간능력 발달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수학능력을 비롯한 학습 능력의

By stacking the blocks, which gives visual
feedback about the load applied to each block
with changes of the color. Throug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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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교육을
도구의
낸다는

기대할 수 있다[2].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에, 실제로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이용이 더 오랜 시간 아동의 집중력을 이끌어
연구결과가 있다[3].

3. 시각적 피드백을 주는 블록
초기연구에서는 색 체계를 10 단계(가장 낮은
하중의 색은 ‘파란색’, 중간단계에는 초록색, 노란색
등의 색으로 하였고, 가장 높은 하중의 색은
‘빨간색’)로 설정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블록과는 다르게 색으로 주는 피드백은 아동의
높은 흥미도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너무 많은 색 단계를 제시하여 실제 하중을 인식할
때에 가장 낮은 하중의 색과 가장 높은 하중의 색만
인지하고 그 중간단계의 색들에 있어서는 색들의
상관관계,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구체적 조작기 시기의 유년기 아동들에게
있어서 텐저블 디바이스로 해당 능력들을 자극시키고
사용하도록 하여 발달을 유도하는 것이 본 시각화
블록의 목적이다.

2. 관련 연구
블록과 같은 텐저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아동
교육에 활용한 사례는 HCI 분야에서 있어왔다.
다음은 블록형태를 기반으로 한 텐저블 교구에 관한
몇 가지 연구 사례이다.

그림 2. 아동이 실제로 블록을 사용하는 모습

그림 1. (왼쪽)EarthShake (가운데)BlockMagic (오른쪽)
Sifteo Cubes

이를 토대로 색 체계를 3 단계 (가장 낮은 하중의
색부터, 초록색 – 노란색 - 빨간색)으로 단순화하였다.
위로 많은 수의 블록이 쌓여져 있는 블록 부분은 색이
빨간색으로 표시될 것이고, 위에 적은 수의 블록이
쌓여져 있는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블록의 색이 보여질
것이다. 이러한 색 체계는 추후에도 지속적인 인지
테스트로 아동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해 나갈
것이다.

EarthShake[4]는 아동에게 레고 형태의 블록을
이용하여 특정 구조물을 만들도록 한 이후, 하단의
판을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직접 실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태블릿을 활용한 가상 환경에서의 경험과 비교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BlockMagic[5]은 RFID 기술을
기반으로 블록들을 조합해 논리, 단어, 수학과 같은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Sifteo Cubes[6]는 블록
형태의 인터랙티브 장치를 만들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흔들기, 기울이기, 터치하기 등
여러 인터랙션이 가능하며, 내부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형태는 아동들이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1 칸 (4cm × 4cm × 4cm) 크기의 정육면체
블록에서부터 2 칸, 3 칸, ⨅ 자, Y 자 모양으로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아래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압력센서 (Sensing Diameter:
1.9cm)가 부착되어 있는 곳이다.

상기에 제시된 블록 형태의 텐저블 디바이스들은
해당 디바이스들이 갖고 있는 블록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이 블록을 조합하고 사용하며, 그 과정
속에서 피드백을 받아 새로운 경험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각화 블록은 이와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동시에 아동이 만들어내는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각각의 블록들의 매번 다른 하중 분포를 색으로 즉시
피드백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실시간 색
피드백은 아동들이 본인이 만든 구조물이 어떤
상태인지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림 3. 시각화 블록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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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내부의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압력센서로 입력되는 센서 데이터를 Arduino Pro
mini (3.3V, 8MHz)로 보내어 센서 값에 따라 LED
색상으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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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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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과제번호 N0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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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아동들의 구조물과 하중분포에 대한
인지 발달을 위한 시각화 블록을 제안하였다. 아동이
블록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들 때, 블록에
가해지는 하중에 따라서 색 단계를 통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준다.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이 만든
구조물의 하중분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향후
형태를
인하여
경우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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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CM Press(2015), 1045-1054.
5. Orazio Miglino. BlockMagic, A Hybrid
Educational Environment Based on RFID
Technology and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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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정확한 하중측정을 위하여 블록의
보완할 예정이다. 프로토타입의 구조적 한계로
하중에 따른 정확한 색이 표현되지 못하는
있어, 테스트 시 아동이 혼란스러워 하는
있었다.

6. Clément Pillias. Designing tangible video
games: lessons learned from the sifteo
cubes, CHI 2014, ACM Press (2014), 31633166.

하중 외에도 무게 중심, 운동량 등 여러 가지
공학적인 기준들을 적용시켜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적
특징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아울러 대상이
되는 유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흥미도, 인지능력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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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검색 기술을 활용한 음식 매칭 서비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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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searching model that is suitable for
mobile environment. This study tried to apply
visual search technology to the field of foodtech, which is a fast-growing industry in Korea.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a research on
current services, we suggested a food matching
service that offers personalized information
using user’s food tracking data.

요약문
검색 방법의 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정보
검색 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주얼
검색 기술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검색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비주얼 검색
기술을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푸드테크 서비스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서비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식사 기록에 기반한
음식 매칭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한 기반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제어(KEYWORDS)
비주얼 검색(visual search), 푸드테크(food-tech)

1. 서론 및 연구배경

ABSTRACT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검색결과를 찾기까지의 평균 검색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기술발전과 함께 다양해지고 있는데
단어를 입력하는 키워드 검색부터 자연어에 가까운
시맨틱 검색, 음악을 들려주면 노래 제목과 정보를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have developed, various
search methods have also steadily evolved. To
meet increasing demand for more convenient
and effective search methods, visual search
technology is drawing attention as a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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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는 방법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정보를

연결해주는

방법이

다양화[8]를 고려했을 때, 음식 간의 조화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음식과 와인의 경우, food
pairing[그림 1.]을 통해 와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9, 10] 음식과 음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제외하고
음식 간 궁합에 대한 연구가 적은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비주얼 검색(visual search), 즉 모바일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기반의 정보검색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모르거나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의 기술 적용
사례로 QR 코드 검색, 구글 Goggles, 아마존 Flow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도서검색, 와인라벨검색
등이 있다[2].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음식관련 비주얼 검색 기술로 일상적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음식을 식별하고 칼로리 정보까지 제공하는
연구가 있다[3].

3. 음식 궁합 기반 추천 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사용자의 음식 히스토리 (history)
DB 를 바탕으로, 균형 잡히고 즐거운 식생활을
유도하고 단순한 인터랙션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음식 궁합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안한다.
서비스의 흐름은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 DB 로부터 음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하여 추천안 제시,
사용자의 선택의 3 단계로 구성하였다[표 1].

인터넷 접속의 모바일화 및 1 인 가구의 증가는
식생활의 개인화를 심화시키고 있다[4].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식생활 및 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른바 푸드테크(Food-tech)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5].

표 1. 음식 궁합 기반 추천 서비스 구성 및 주요 화면
단계

정보검색 서비스의 치열한 경쟁과 사용자 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 분야에 비주얼 검색
기술을 적용한 음식 추천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1 단계

2. 사업자별 서비스 현황

데이터
수집

현재의 푸드테크 시장에서는 음식 및 식재료 배달, 맛집
추천, 레시피 공유, 음식 선주문 및 좌석 예약 등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6]
기존의 개인화(personalization) 서비스는 검색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의 선호도나 맥락을 반영하여 검색의
정확도를 높여 준다. 가령,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나
가격, 혹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나 동행인과 같은 상황
정보를 반영하여 음식점을 찾도록 돕는다.

2 단계
추천안
제시

3 단계
그림 1. food paring 예시

선택

화면

기능

사용자가 일상 생활에서
찍은 음식 사진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분석, 분류

오늘의 메뉴 추천,
함께 먹기 좋은 음식 추천,
식후에 먹기 좋은 음식 추천

음식 궁합 랭킹,
추천 식당 정보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고려할 맥락 정보가 음식일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전통적으로
음식의 나눔과 조화를 강조하는 한국 식문화의
특징[7]과 최근 강조되고 있는 디저트 문화의 확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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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이터 수집

방식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푸드테크 관련 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일상 생활에서 휴대폰으로 다양한 사진을
찍어 보관함에 저장해두면, 그 중 음식 사진들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분석 및 분류한다. 이처럼 자동화된
사용자 데이터 수집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3]. 음식정보 인식 및 부가정보
수집을 위해 비주얼 검색 기술이 활용된다.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15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R0132-15-1005,
온-오프라인에서의
콘텐츠 비주얼 브라우징 기술개발)

3.2. 추천안 제시
추천안 제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 맞게
이루어진다. 1) 이전 식사 기록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메뉴를 추천한다. 2) 특정 음식과 함께 먹기 좋은
음식을 추천한다. 3) 식후에 먹기 좋은 음식을 추천한다.
추천 순위는 영양 정보 및 다른 사용자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간단히
화면을 스크롤하며 추천 순위대로 메뉴를 볼 수 있다.
3.3.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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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된 음식 목록에서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음식을
선택하면 음식 궁합 지수 및 주변의 추천 식당 정보가
제시된다. 이 때, 사용자가 선택한 음식은 추천 지수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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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사용자 그리고 컨텐츠의
균형잡힌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로서 차세대
검색 기술로 각광받는 비주얼 검색을 푸드테크 분야에
적용해 보았다. 제안된 음식 매칭 서비스는 데이터 수집
 추천안 제시  선택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단순한 인터랙션 방식은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외식트렌드 조사.
(2015).
5.한국경제. 입맛·날씨따라 레시피 추천…'푸드테크'가
뜬다, 2015-08-04 A14면.
6.이은복. 글로벌 푸드 서비스 스타트업들, 수조원대
기업으로 부상, LG경제연구원 (2015).

음식 매칭 서비스는 개인화 서비스가 범람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의 음식 기록을 활용하여 조화로운
식생활을 제안함으로써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과
외식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음식간의 조화나 맛의 향상을 위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만족도 증진은 물론, 해당
음식의 판매나 마케팅, 광고 전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이화형. 한국음식문화에 나타나는 융복합성 一考.
동아시아고대학. 23 (2010), 475-502.
8. 황현영, 김보영. 외식산업 내 디저트브랜드 마케팅
성공 전략에 관한 연구. 상품학 연구. 28, 6 (2010),
13-28.
9. Harrington, R. J. The wine and food pairing
process:
Using
culinary
and
sensory
perspectives. Journal of Culinary Science &
Technology. 4, 1 (2006), 101-112.

그러나 제안된 서비스는 음식의 궁합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취향을
완벽히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맛, 향, 질감 등 음식의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궁합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0. Olsen, J. E., Thach And, L., & Nowak, L.
Wine for my generation: exploring how US
wine consumers are socialized to wine. Journal
of Wine Research. 18, 1 (2007), 1-18.

본 연구는 비주얼 브라우징과 푸드테크의 결합, 사용자
맥락 정보의 활용,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인터랙션

- 299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TAPLAY : 멀티유저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래방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TAPLAY : Stage Effect Visualizing Application for Multi-User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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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중적인 엔터테인먼트 공간인 노래방에서 다수의

한국 사회에서 노래방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대 영상

장소가 아닌 사회적인 친근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참여도와

노래방이나 공연장에서 관객이 적극적으로 무대 효과

컨텐츠에

대한

몰입감을

향상시키고,

사용자간의 사회적 친밀감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출에

한다. 이를 위해 사용 행태와 공간 컨텍스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과 프로젝션 기반의 무대 영상 효과

사용자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새로운

시스템을

인터렉션

노래방에서의 참여 행태를 비교 관찰하고, 노래방

컨셉과

프로토타이핑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

평가를

디자인하고,

통해

개입할

수

제안하고자

있도록
한다.

하는
본

모바일

연구에서는

효용성을

사용자, VJING, 무대 연출 경험자와의 인터뷰, 기존

검증하여 새로운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공간에

노래방 관련 시설 및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여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도출한

ABSTRACT

본

effects of stage collaboratively and improve social
and

interactivity

between

users

“TAPLAY",

application

that

a

novel

interactive

can

manipulate

multi-users

the

효용성을 가늠하고 추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2. 사용자 및 컨텍스트 조사
노래방 사용자와 공간 컨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prototype

진행된 사용자 조사는 2015 년 4 월 1 주간 20 대

evaluated by selected users to explore the new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fly on the wall”
기법에서는 일반 노래방 사용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10 명의 사용 행태를 관찰하여 Active/
Passive Audience 별로 비교하였으며, 이 중 선정된
노래방 사용자 6 명과 VJING 과 무대 연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In-depth interview 를 통해 Needs 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장내의 조명, 영상 효과,
와이파이 지원 스마트 기능 및 노래방 관련 모바일

entertainment experience.

주제어
Interaction

Entertainment,

Design,

Multi-user

Mobile

application,

interaction,

다수의

시작점으로써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user behavior and spatial context analysis, and the
of

통하여

요소를 도출하여 추후 실제 노래방에 적용되었을때의

designed novel interaction and interface based on
usability

시스템을

디자인하며, 이에 적합한 영상 효과 디자인의 중첩

intuitively. We introduce the process of how we

and

및

공간적인 맥락을 고려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achieve this goal, we developed tap gesture-based
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간의 협동 경험을 강화하고, 노래방이라는

in

entertainment space such as Norae-bang. To

HCI,

제작하였으며,

확인하고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application for multi-users to control the visual

effectiveness

프로토타이핑을

노래방 시스템에서 확장된 경험 제공의 가능성을

In this study, we aim to create a smart phone

intimacy

컨셉으로

노래방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 평가를 통해 기존

Social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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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의
현황을
분석하여
Affinity
Diagram 과 Persona 기법을 통해 User Case 와
Requirement Analysis, Contextual Analysis 를
도출하여 인터랙션 디자인의 컨셉을 구체화하였다.

따라

실제

벽에

무대영상

효과가

실시간으로

조합되어 프로젝션되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4. High-Fidelity Prototyping: Android mobile
application & Projection on the wall

4. 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

그림 1. Use Cases & Requirements

3. 프로토타입 제작
대형 스크린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멀티 유저
인터랙션 관련 선행 연구[1,2,3,4] 와 VJING 공연에
활용하는 비디오효과 제어 어플리케이션[5,6]에서

그림 5. System diagram

제안된 N 스크린간의 인터렉션 타입, 그리고 다중

모바일

사용자에게서 입력된 값이 스크린 상에서 영상

어플리케이션인

“TAPLAY”는

Android

효과로 중첩 및 분할 표현되는 방식을 두 가지 메인

OS 를 기반으로, 프로젝션되는 무대영상효과는

팩터로 조합하여

1) WYSWYG 2) OVERLAP 3)

Processing 2+로 제작되었으며 와이파이를 통해

DISTRIBUTION 4) DYNAMIC OVERLAP 네가지

데이터를 주고 받게 된다. 스마트폰(sender)에 입력된

방식의 인터렉션 디자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사용자 인풋은 UDP (User Datagram Protocol)를
통해 노트북(receiver)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메인
시각화 프로그램의 영상효과를 렌더링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사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토타이핑은

Proto.io

를

사용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 실행 후 노래방 위치를
선정하고

그림 2. Interaction Models as Design Alternatives

그룹방에

진입하여

영상효과를

터치

인풋으로 입력하고, 세팅메뉴에 진입하여 여러가지

첫번째 인터렉티브 프로토타이핑은 Processing2+로

테마의 효과를 선택하거나 효과 입력창의 구성을

두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키보드를 사용하여 정해진

커스터마이징하는 시나리오들을 포함하고 있다.

키를 누르면 화면상에서 두 사용자의 인풋에 매칭된
영상 효과가 나타나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위의 네 가지 인터랙션 모델의 유용성과 사용성을
검토하고,

영상

효과

디자인을

위한

이슈들을

확인하였다.

그림 6. TAPLAY interface

그림 3. Low-Fidelity Prototyping
이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PC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두 사용자의 터치 인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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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2 인 이상의 사용자가

5. 사용자 평가

사용가능한 어플리케이션과 한면의 프로젝션이 아닌

평가는 2015 년 6 월 6 명의 일반 사용자와 2 명의

다면의 프로젝션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확대하여 실제

전문 사용자(VJING 아티스트, 무대공연 아티스트)를

노래방 현장에서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대상으로 강당 내에 설치된 프로젝터와 두 대의

도출하고, 실제 산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음악 및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사용자는 재생되는

영상

음악에 맞춰 무대영상효과를 조작하고, 혼자 혹은

함께

사용하였을

때

program

상승되었다. 두 상황별로 영상효과의 디자인에 대한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선호도가 다르게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가

Education of Korea

중첩되어도 조화로울 수 있는 영상 효과 디자인
필요하며, 빠른 응답 속도,

추가적으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공연에의 몰입도, 감성효과, 파트너와의 친밀도가 더

법칙이

측면도

사사의 글

전반적으로 사용성, 유용성, 감성 효과 측면에서
두명이서

시스템적인

고려하여 연구되어야할 것이다.

두명이 같이서 플레이하도록 하였다. 사용자들은
만족하였으며,

컨텐츠와

참고문헌

스마트폰을

화면을 보지 않아도 조작 가능한 단순함, 동시 사용자

1. URBAN CANVAS, ‘Culture Night 2013’ in

수와 자세, 분위기 등에 맞게 사용자가 입력 방법과

Copenhagen, (http://kollision.dk/en/urbancanvas)

컨텐츠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맞춤화가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의견

2. Sebastian Boringet al., 2011,Using media
façades to engage social interaction

또한 취합하여 추후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3. Neal Buerger, 2011, Types of Public Interactive
Display Technologies and How to Motivate
Users to Interact
4. Andrés Lucero, et al., 2010, Social and Spatial
Interactions: Shared Co-Located Mobile Phone
Use
5. Quartz
Composer (http://quartzcomposer.com/)
6. IVJ (http://www.ivj-pro.com/)
그림 7. User Evaluation

7. Human Computer Interaction 개론 (UX
Innovation 을 위한 원리와 방법), 김진우 저,
안그라픽스

6.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노래방과 엔터테인먼트 공간에서의

8. 스토리로 이해하는 UX 디자인 프로세스,
다음커뮤니케이션 UX랩, 로드북

관객의 참여도와 상호작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터렉션 디자인의 프로토타이핑 제작과 그 사용성
평가를 통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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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D-II 데이터 기반의 차량가계부 기록을 위한 시스템 설계
A design of OBD-II Data Based Vehicle Households Recor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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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인기 있는 차량가계부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약문

주행기록, 주유기록, 정비기록을 하여 월별 지출과 평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량가계부 어플리케이션은 거리,

연비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GPS 를 기반으로 하여

주유량, 차량 배기량, 연식 등의 고정된 항목들을 수동으로

누적주행거리와 주유한 곳의 위치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입력하여 연비를 계산하는 등 차량정보를 관리하는데

기능도 있다. 그러나 연비를 계산할 때에는 주유기록과

활용되고 있다. 연비는 급감속, 급가속, 거리별 정속주행

주행기록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은

비율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동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차량으로부터 보다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문제점이 있다.

방법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OBD-II 를 기반으로 하여

본문

차량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서버에
통합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그림 1 은 제안한 시스템 아키텍쳐를 표현한 것이다.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연비 관리가
가능하고, 여러 사용자들의 운전습관에 따른 연비차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관련연구
ZigBee 를 이용한 차계부 자동 기록 시스템[1]
이

시스템은

차량에

있는

모바일

그림 1. 시스템 아키텍쳐

단말기(PDA)의

GPS 센서의 값을 ZigBee 통신을 이용해 수집을 하고

운전자들은

서버로 보낸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계부를 자동으로

BlueTooth 통신을 통해 OBD-II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GPS 센서만을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잘못된 운전 습관 분석

이용하기 때문에 받아오는 데이터의 종류가 적다. 하지만

및 알림에 이용되고 분석된 데이터들은 서버에 통합 저장

차계부를 작성할 때에는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연비, 현재

관리 된다. 서버는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차량의 기름양, 주유정보 등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연비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문제점이 있다.

스마트

폰과

OBD-II

어댑터의

먼저 OBD-II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선 OBD-II 커넥터와

마카롱(Macarong)[2]

스마트 폰이 BlueTooth 통신을 해야 한다. OBD-II
커넥터와 스마트폰이 BlueTooth 로 연결이 되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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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서 표 1 과 같은 명령코드를 BlueTooth 통신을 통해

수집하여 비교 분석을 통한 연비 개선을 유도하는

OBD-II 커넥터로 전송하여 연비 및 주행거리 계산에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 올 수 있다.
표

1.

먼저 운전자들의 차량에 의한 연비 차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을 그림 2 와 같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표준

사용하게 될 OBD-II 명령어 리스트

연비 등급에 따라 분류하였다.

명령코드

데이터값

정의

01 00

4bytes

지원하는 명령코드 확인

01 0C

2bytes

차량의 속도

차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을 그림 2 와 같은

01 0D

1bytes

차량의 RPM

에너지관리공단의 표준 연비 등급에 따라 분류하였다.

01 10

2bytes

MAF(Mass Air Flow)

01 2F

1bytes

차량의 기름양

그리고 연비 등급에 따라 분류된 운전자들 내에서
운전자들의 OBD-II 먼저 운전자들의 차량에 의한 연비

BlueTooth 통신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그림

2.

표준 연비 등급[4]

수집한 뒤에 현재 기름양과 예전 기름양을 비교하여

결론

주유양을 자동으로 기입하고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OBD-II 를 기반으로 차량 데이터를

BlueTooth 통신을 통해 얻은 OBD-II 데이터 중 차량

자동으로 수집하여 사용자들이 수집한 많은 데이터들을

속도 데이터로 잘못된 운전 습관을 분석할 수 있다. 잘못된

분류하고 비교분석 하여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운전 습관은 교통관리공단에 따른 표 2 와 같이 정의 한다.

설계하였다. 향후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바탕으로

그리고 표 2 에 따라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제 차량 운행을 통해 제안한

습관을 분석하여 알려준다.

시스템의 가치를 입증해 보겠다.

표

2.

잘못된 운전 습관 유형[3]
항목

유형

정의

급가속

속도가 초당 11km/h 이상
가속된 경우

급출발

속도가 0(정지)에서 출발하여
초당속도가 11km/h 이상
증가한 경우

급가속

감사의 글

급감속

초당 속도가 7.5km/h 이상
감속된 경우

급제동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초당
속도가 11km/h 이상 감속 된
경우

본 결과물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대학
특성화(CK-1)사업 및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연구 결과입니다.

참고 문헌
1. ZigBee를 이용한 차계부 자동 기록 시스템 개발,
강병구 외4인 (2006)
2. 마카롱(Macarong), http://macarong.net/

급감속
유형

급정지

3. 도로 교통 공단, http://koraod.or.kr/
4. 에너지 관리 공단, http://kemco.or.kr/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초당속도가 7.5km/h 이상
감속하여 속도가 0 이 된 경우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통계 데이터를 보여주는 차량가계부
어플리케이션들과 다르게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서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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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상황의 음성 정보가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f purchasing behavior on mobile shopping with voice information
정재열
Jaeyeol Jeong

신동희
Dong-hee Shin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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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경험을 하는 사용자는 10 인치 이내의 스크린을
통해 시각정보에 국한되어 수많은 정보 사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요약문
모바일 쇼핑 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주로 시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상품을 구매 할지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쇼핑상황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시각 자극 외에 음성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음성을 통한 인식이 시각에 의한 인식보다 조금 더
효과적이고 시각과 청각이 함께 할 때 훨씬 더 높은
인식률을 얻을 수 있다[2].
이러한 배경에서 음성정보를 보조적인 정보자극으로
주었을 때 사용자의 구매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ABSTRACT
Mobile shopping market is bigger and bigger
every years. Most customers shopping on a
smartphone relied on visual information. The
focus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whether
visit behavior such as page view and duration
time is related with purchasing behavior in
mobile shopping context. Also, this research
suggest a research model which is empirically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of voice
inform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t
behavior and purchasing behavior, using a set
of online survey data.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에서는
페이지뷰(Page
view)와
체류시간(duration
time)으로
정의되는
사이트
밀착도(site
stickiness)가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하고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3, 4].
다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호작용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전환장벽과 방문빈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5].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호작용성을 크게 지각하는 소비자는 적게 지각하는
소비자보다 더 높은 전환장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더 자주 해당 쇼핑몰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urke 는 온라인 쇼핑의
한계점으로 감각적 속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6]. 이에 따라 쇼핑의
실재감, 쇼핑의 즐거움과 같은 쇼핑경험을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웠다.

주제어
모바일 쇼핑, 사용자 경험, 음성정보

1. 서론 및 연구배경
온라인 쇼핑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 년
1/4 분기 온라인쇼핑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 조 560 억원으로 79.2%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이 40.9%로
매분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오픈마켓에서
소셜커머스, O2O 서비스까지 다양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가설

1.

모바일
쇼핑몰에서
방문행동과
구매행동간의 관계는 정보제공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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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류시간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각적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경험 연구를 진행하고자
정보제공유형에 따른 구매행동의 영향에 연구모델을
제안하였다.

정보보다 시각+음성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더 클
것이다.

1-2 페이지뷰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각적
정보보다 시각+음성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더 클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은 10 인치 이내의 화면에서
시각정보에 주로 의지해 쇼핑을 하는 행위에서
음성으로 된 정보를 보조적으로 제공했을 때 사용자의
경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한 이러한 경험이
상품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방법은 사용자관점(userbased approach)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바일 쇼핑몰의 사용자가
활동하는 동안 생성되는 로그파일(log-file)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 온라인 리서치회사의 패널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의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에 의해 분류하여 패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시각정보를 보조하는 음성정보는 오프라인 쇼핑에서
점원의 보조적인 설명을 듣는 경험과 가장 가까운
경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시력이
약하거나 모바일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 등
모바일 쇼핑을 하는 소비자 층의 연령대 확대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1.의 연구모형을 보면 쇼핑몰 방문행동에는
체류시간, 페이지뷰로 구성되어있다. 체류시간은 특정
상품에 대해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의미한다.
페이지뷰는 자료 수집 기간 동안 모바일 쇼핑몰에서
클릭한 총 페이지수로 측정한다. 구매행동에는
구매의도와 구매빈도로 구성되어있는데, 구매의도는
최종 결제 전 ‘찜하기’ 또는 ‘장바구니’에 넣은
아이템의 수이고, 구매 빈도는 특정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횟수를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1. 통계청, 2015년
2015.4.29

참고 문헌
1/4분기

온라인쇼핑동향,

2. Chen, L. S., Tao, H., Huang, T. S., Miyasato,
T. and Nakatsu, R. Emotion recognition
from
audiovisual
information.
In
Multimedia Signal Processing, IEEE Second
Workshop. (1998), 83-88.
3. Bucklin, R. E. and Sismeiro, C. How sticky is
Your Web site? Modeling Site Navigation
Choices Using Clickstream data. Working
paper, Anderson School UCLA. (2000).
4. Hanson, W. and Kalyanam, K. Principles of
Internet marketing.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2007).
5. 이두희,
구지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호작용성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16, 2
(2001), 115-140.
6. Burke, R. R. Do you see what I see? The
future of virtual shopp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5, 4
(1997), 352-360.

그림 1. 연구모델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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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느끼는 모션그래픽의 프레임 레이트 수준
Level of frame rates for making motion graphics sm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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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i Park

김헌
Huhn Ki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 융합기술대학원
Graduate School of NID Fus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insg1141@nate.co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Dept. of Mechanical System Design E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uhnkim@seoultech.ac.kr

요약문

1. 서론

본 연구는 자동차 TFT 클러스터 내의 모션그래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부드럽게 느끼는 모션그래픽의
프레임레이트 수준을 조사하였다. TFT 클러스터를
장착하고 있는 주요 차량들을 분석하여 주된
모션그래픽(탭 이동, 리스트 이동, 도어오픈 등)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모션그래픽들에
대해
프레임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조작 가능한
실험시스템을 플래쉬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여러
수준의 프레임레이트를 가진 모션그래픽의 부드러움
만족도를 상대적 및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두 번에
걸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로 이동 모션의
사용자가 부드럽다고 느끼는 최적의 프레임레이트
수준을 도출하였다.

연속된 프레임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시간간격이 길수록 모션은 덜 부드럽고 심지어 끊김이
느껴지게 된다[1]. 따라서, 부드러운 모션그래픽은
프레임 간 물리적 거리와 시간 간격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프레임 레이트를 가져야 한다. 인간은
초당 30 프레임 정도의 연속된 그림을 보여주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하게 된다[2]. 걸어가는 사람
애니메이션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3], 모션그래픽을 부드럽게 느끼는 50% 역치
수준이 팔만 흔드는 단순한 걸음에 대해서는 19pps
(pose per seconds), 몸통과 머리도 함께 움직이는
복잡한 걸음에 대해서는 22pps 로 분석되었다.
35pps 가 80%, 40pps 가 100% 수용확률을
나타내는 임계치로 나타났으며, 사용자들은 40 에서
63pps 사이의 모션은 부드러움의 차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 모션
그래픽에서의 적절한 이동 프레임레이트 수준을
조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proper level of frame
rates of motion graphics that human can feel
smooth, focused on motion graphics within
automobile TFT clusters. We derived the main
motion graphics (i.e., tap and list movement,
door open, and so 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vehicles with TFT clusters. Then, a
manipulable experimental system, that can
control frame rates of the motion graphics,
was developed based on Flash. Two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smoothness of the motion graphics with
different levels of frame rate: one was absolute,
and the other was a relative evaluation. The
experiment result revealed the optimal level of
frame rates for smooth motion graphics.

2. 본론
2.1 실험 I
실험
I
은
서로
다른
컬러/크기/종류의
오브젝트(있음/없음, 대/소, 그래픽/텍스트)가 서로
다른 프레임 수(N)와 이동시간(Mt) 동안 이동하는 두
모션그래픽의 부드러움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실험이었다. 이를 위해 프레임레이트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모션그래픽 실험시스템을 제작하였다(그림 1).
실험에는 32 명(남/여 각 16 명; 평균 31 세)이
참여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모션그래픽의 크기와
종류로 구성되는 네 그룹으로 균등하게 나뉘어진 후,
그룹 내 반은 컬러 있는 모션그래픽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 와 모션그래픽은 12.1 인치의
노트북 디스플레이에 보여졌으며, 각 모션그래픽의

주제어
모션그래픽, 프레임레이트, TFT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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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7 인치 차량용 클러스터 내 아이콘과 유사하게
맞추었다. 각 그룹 내 실험참여자들은 이동시간(Mt)
0.3, 0.4, 0.5 의 모션그래픽 각각에 대해 프레임
수(N)를 6 부터 28 까지 2 씩 증가 혹은 감소
(오름차순/내림차순) 시키면서 해당 모션(화면의
우측)과 프레임 수가 최대치(좌측)일 때의 모션을
비교하여 부드러운 정도(100 점 척도)를 쌍대로
평가하였다. 우측에 나오는 모션그래픽은 N 과 Mt
수준 변화에 따른 프레임레이트는 12~100fps
수준이었다.

적합한 프레임 수(40fps 이상)로 만들어지면 크기에
따른 영향은 없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프레임 수가 감소할수록 만족도는 감소하며, 만족도의
표준편차는 증가하였다. 그림 2 는 이동시간(Mt)별
프레임 변화에 따른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실험한
경우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Mt 가 0.3 일 때, N 은
22 부터 편차가 안정화되었다(편차가 크다는 것은
사람들 간 느끼는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Mt 가
0.4 일 경우는 프레임 수가 14 부터 편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24 부터 안정화되었다. Mt 가 0.5 일
경우는 프레임 수가 14 부터 편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26 부터 안정화되었다. 0.4 와 0.5 일 때는
35fps 수준에서 표준편차가 20 이하가 되기 시작했다.

그림 1. 실험시스템

그림 2. 실험환경 (좌 방향키 – 왼쪽 모션그래픽 동작, 우
방향키 – 오른쪽 모션그래픽 동작)

실험결과, 아이콘/텍스트의 모양(주의/경고/설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p > 0.6; 인터뷰 결과
차이없음 94% 답변), 텍스트와 그래픽 사이에도
부드러움 만족도에는 모든 프레임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2). 한편 프레임 수가 12 이하
일 때는 컬러가 있는 경우 부드럽게 느끼고 (p < 0.05),
프레임 수가 22 이상 일 때는 컬러가 없는 경우를 더
부드럽게 느꼈다 (p < 0.1). 전반적으로 Mt 에
무관하게 프레임 수 16 이하일 때 컬러가 있는 경우
부드럽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 이동 시간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 (회색선:
내림차순, 검정선: 오름차순)

그림 3 을 보면 만족도 그래프에 변곡점이 발생하는
지점이 대략 30fps 수준이었으며, 30~45fps 사이의
프레임 레이트간에는 부드러움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프레임레이트와 만족도 사이의
회귀분석 결과, 사람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최소
수준은 40~45fps 수준일 때가 부드러움에 대한
만족도가 70%, 50~55fps 수준일 때가 80%에

모션그래픽의 크기의 경우, 프레임 수가 10 이하 일
때, 크기가 큰 경우를 작은 경우보다 부드럽게 느꼈다
(p < 0.1). Mt 가 0.3 또는 0.4 일 때는 크기에 따른
차이 없으나 0.5 일 때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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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 인터뷰 결과, 실험 참여자는 잔상, 끊김,
부드러움, 빠르기에 따라 모션그래픽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레임 수가 적을수록 잔상, 끊김,
떨림을 많이 느끼고 부드러움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3. 결론
본 연구는 최적 프레임레이트를 알아보기 위해
모션그래픽의 부드러움 만족도를 절대 및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절대적인 평가결과,
프레임레이트가 40fps 이상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드러운 이동으로 느끼며 그보다 빠른 속도를 잘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대적인 평가결과는 보다
높은 수준인 50~55fps 수준일 때 만족도 80%까지
수용 가능했다. 즉,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프레임레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션그래픽의 부드러움은
이동속도, 대비, 프레임 존속시간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2 실험 II
실험 II 는 20~40 대 16 명이 참여하였다. 탭, 커서,
속도계, 연비의 각 모션그래픽에 대하여 10 부터
60
까지
5
프레임레이트씩
증가시키면서
모션그래픽에 대해 부드러운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실험을 절대평가로 수행하였다. 평가 전에 제일
부드러운 수준(70fps)과 제일 끊기는 수준(5fps)의
모션그래픽을 사전에 보여주었다.
그 결과, 프레임레이트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p < 0.000). 특히, 그림 4 에서
보여주듯이 모션그래픽의 종류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신물리학
(Psychophysics)에서의 일반적 임계치인 50%
threshold (참가자의 50%가 부드럽다고 판단하는
수준) [3]는 19~25fps 였으며, 100% threshold 는
39~44fps 수준이었다. 또한 대체로 30fps 수준이면,
그래프 상으로는 수용확률(acceptable probability)
의 차이가 줄어드는 변곡점에 이르렀다. 커서의 경우,
Mt 가 짧아서 부드러움에 대한 수용도 수준이 다른
요소에 비해 특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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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gion of
interest based selection method that enables to
select an object among occlusion of objects
using a combination of gaze tracking and hand
gesture recognition. When a user looks at a
group of occlusion of objects, the proposed
method recognizes user’s gaze input, and then
region of interest is set by gaze input. If the user
wants to select an object among them, the user
gives an activation hand gesture. Then, the
proposed system relocates and visualizes all
objects on a virtual active window. The user can
select an object by a selecting hand gesture. Our
experiment verified that the user can select an
object correctly and accurately.

요약문
몰입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가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 객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손이나
머리중심 방향 등을 이용한 기존의 ray casting
방식으로 가상 객체를 선택하면 빠르게 가상 객체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겹쳐진 가상 객체들
사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 객체를 선택할 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시선추적과 손동작 인식을 이용하여
겹쳐있는 가상 객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사용자가 몰입 가상 환경에서
겹쳐있는 가상 객체들 중 관심 있는 가상 객체를
응시하면 시선위치 기반 관심 영역이 설정된다.
시스템이 사용자의 손을 인식하면 관심 영역 내의
겹쳐진 가상 객체들을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가상
윈도우를 활성화 시킨다. 사용자는 활성화된 가상
윈도우에서 선택하려는 가상 객체를 손동작 인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사용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가상 객체를 선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몰입가상현실, 가상 객체 선택, 손동작 인식, 시선추적

서론
몰입 가상 환경이란 컴퓨터 상의 가상공간의 가상
객체들과 인간의 다양한 감각들이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최근 몰입 가상 환경을 제공해
주는 Head Mounted Display (HMD) 디바이스가
보급화 되면서 여러 가상 객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ABSTRACT
To interact with a virtual object in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 the target object should be
selected quickly and accurately. Conventional
3D ray casting method using a direction of
user’s hand or head allows the user to select an
object quickly. However, accuracy problem
occurs when selecting an object using
conventional methods among occlusion of

1

몰입 가상 환경에서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려는 가상 객체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1]. 사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상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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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당 가상 객체까지 접근해서 직접 선택을
하거나, 사용자의 손에서 가상의 ray 를 발사하여
물체가 맞는 경우 선택을 할 수 있다[2, 3]. 하지만 여러
개의 가상 객체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는 선택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림 1. 하드웨어 구성도

방법

가상 객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로는 리모컨과 같은 디바이스, 손동작 및
헤드 트랙킹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가상 객체를 선택하는 경우[4] 사용자가 계속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이용하는 경우[5],
가상 객체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특정 가상 객체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머리 움직임을 요구하여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림 2 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선추적 및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가상 객체 선택 시스템에 대한
순서도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용자의 손을 인식하여 손의
방향으로 가상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6].
하지만 사용자가 응시하는 방향에 가려진 가상
객체들이 존재할 경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상
객체가 선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겹쳐진 가상 객체들 중 사용자가 원하는
가상 객체를 시선 정보와 손동작 인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시선은 사람의
시각기관을 활용하므로 다른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빠른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몰입 가상
환경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선만으로 가상 객체 선택할 경우 겹쳐진 가상
객체들의 정확한 선택이 어렵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선추적과 손동작 인식을 이용하여 겹쳐진 가상
객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시선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관심영역을
신속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손 인식을 통해
겹쳐진 가상 객체들을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가상
윈도우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게 가상 객체를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2. 가상 객체 선택 시스템 순서도
시선추적을 위해 안경형 시선추적 장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측면 눈 영상을 취득하였다[8]. 사용자의
시선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참조점을 응시하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수행하고 기하학적 변형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선 위치를 계산하였다[8]. 만약
양 눈 영상에서 동공을 찾을 수 없다면 사용자가 눈을
감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이후
프로세스는 수행하지 않았다[8].
표 1. 정의된 손동작
손동작

기능
1. 가상 윈도우
생성

손동작

기능
2. 가상 객체
선택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선추적과 손동작 인식을
이용한 가상 객체 선택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그림 1 과
같다. 몰입 가상 환경을 위해 Oculus Rift DK2 를
사용하였다. 손동작 인식을 위해 HMD 앞에 Leap
Motion 카메라를 부착하였다 (그림 1 좌측). 그리고
시선추적을 위해 안경형 양 눈 측면 시선추적 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우측). 시선추적을 위해 사용자의
정면 눈 영상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MD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 eye relief 가 짧아
사용자의 정면 눈 영상을 취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경
양 측면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하고 양 눈 측면 영상을
취득하여 시선추적을 수행하였다.

손동작 인식을 위해 Leap Motion 카메라를
이용하였고 Leap Motion SDK 에서 제공하는 손 위치
및 손가락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손동작 인식을
수행하였다. 표 1 과 같이 2 가지 손동작을 통해 가상
객체 선택에 이용하였다.
시선추적을 통해 사용자가 응시하고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관심 영역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었다 (그림 3
좌측). 이때 Leap Motion 카메라가 사용자의 손을
인식하면 가상 윈도우를 생성한다. 가상 윈도우는
사용자의 시선위치 기반 관심 영역 내에 겹쳐진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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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들을 재구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그림 3).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헤드 트랙킹을 이용한 ray
casting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시선 및 양손동작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 객체가 매우 많고 밀집된 상황에서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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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논문은 HMD 를 사용한 몰입 가상 환경에서 시선
추적과 손동작 인식을 이용하여 겹쳐진 가상 객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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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서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관련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제한된 영역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네이티브 광고라는 새로운 광고 형식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해당 매체의 콘텐츠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주어 거부감을 낮추고 인식력을
향상시키는 광고 형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네이티브
광고가 독자의 인지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때문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고의 게재위치 및 콘텐츠
관련 사진 유무 등 조건을 달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인지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광고의 위치에 따라 인식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고 (p<0.05), 특히 상단에
위치하는 경우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콘텐츠와
관련된 자료사진 유무는 시각적인 광고 인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광고 내용의 이해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0.05).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콘텐츠의 속성을 고려하여 광고전략을
세운다면, 광고 효과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With increasing use of smartphone in recent
years, it became necessary to conside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interface in
advertising. One of the most famous advertising
methods in smartphone environment is called
‘native advertising’, which blends with the rest of
the contents naturally by matching its format
with the platform. However, few studies have
suggested strategy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based on its intrinsic property.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n effective method for native
advertising by differentiating location of
commercials or inserting news pictures. As a
result, when posed at the upper part of the
contents, degree of perception and cognition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Moreover, when
observing the effect of picture related to the
contents, the degree of perception increased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cognition process. Therefore, we expect that
advertisers could increase advertising effect by
utilizing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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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네이티브 광고가 위치에 영향을 받는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의 속성이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콘텐츠 내부에
사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여 관찰하였다.
광고를 인지하는 일련의 과정 중, 선택적 주의
(selective attention)가 인터넷 뉴스매체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수 보고되었는데, 선택적 주의는
자신의 기존 태도나 성향과 부합하는 정보는 접하고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기피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4]신동호. 인터넷과 같이 많은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환경에서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인터넷 기사는 특히 독자의 선택권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 비하여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광고가 삽입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사용자가 광고를 단순히 시각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인지 정도에 차이를 관찰함으로써 구체적인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인지능력, 선택적 주의, 네이티브 광고, 모바일 광고,
광고전략

본문
1. 연구배경
스마트 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2015 년 현재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3%에 육박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PC 를 이용해 인터넷 서핑을 해왔으나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PC 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서핑
시간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모바일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모바일 환경에서 광고는
기존의 PC 나 TV 환경보다 노출 영역이 제한된다.
이렇듯 제한된 환경에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티브 광고가 대두되었는데, 네이티브 광고는
광고를 해당 매체의 콘텐츠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주어
거부감을 낮추고 인식력을 향상시키는 광고 형식으로,
콘텐츠와 동화되어 자연스러운 인식을 유도한다 [1]Cho. 네이티브 광고는 인터넷 보급 초기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배너광고가 모바일 환경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7]-한세준, 그에 대한 대체
광고 형식으로 여러 매체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포털 사이트에서 네이티브 광고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 매체에서도 게시물 및 콘텐츠와
융화되는 형식으로 네이티브 광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티브 광고가 독자의 인지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문헌 연구
광고가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광고에 대한
주의나 이해를 포함하는 인지 단계효과, 태도를
형성하는 정의 단계효과, 구매의도를 포함하는 행동
단계효과 등 세 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2]-Vakratsas
and Ambler. 인지 단계효과에서 소비자는 광고
제품에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 제품명, 특징, 혜택
등에 대해서 인지한 후, 그 정보에 대해서 이해한다.
정의 단계효과에서는 인지단계를 거친 소비자가
광고나 광고 제품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며 광고나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효과에서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 된 제품에
대하여 구매의도를 갖게 한다 [5]-오두범.

따라서 본 연구는 모바일 기사에 네이티브 광고의
속성에 차이를 부여함으로써, 각 속성이 독자들의
인지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관찰하였다. 관찰된
속성은 광고의 위치와 기사의 유형으로, 기사의
유형은 사진의 유무로 분류하였다. 가설은 아래와
같다.

네이티브 광고는 세 가지 단계 중 인지효과에 강점을
갖는데, 종이광고, 지상파 광고, 배너 광고와는 다르게
이용자가 광고를 보았을 때 평소 관심이 있는
콘텐츠의 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광고보다
사용자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 수 있다 [3]-류지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사 페이지에 네이티브
광고를 활용하였을 때, 광고 게재 위치와 시각적
속성이 광고의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독자의 시점에서 광고 수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광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사용하는
순간의 사용자 행태를 미시적 관점으로 심층 분석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 광고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가설 1: 네이티브 광고의 위치는 광고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네이티브 광고의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이티브 광고의 위치가 주는 영향에 대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시선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독자들은 광고의 위치를 학습하여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6]-정다혜. 네이티브 광고는 주변
콘텐츠와 유사한 형식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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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에게 기사를 읽게 한 뒤
전체적인 화면 상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인지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실험 목적을 알리지
않았고, 모바일 기사의 대표 요소인 기사 제목, 기사
본문 내용, 자료 사진, 삽입 광고, 댓글 내용 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30 명으로 여성 10 명, 남성 20 명이며, 나이는 10 대
1 명, 20 대 24 명, 30 대 5 명으로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3.1 실험 도구
모바일 기사 페이지에서 광고 위치에 따른 인지
정도와 자료 사진 유무에 따른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 종류의 시각자료를 선정하였다. 기사
선정에서는 기사 내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부문의 복잡하지 않고 길이가 유사한 것을 선정하였고,
동일한 크기와 정보 구조를 가진 광고를 선별하였다.

그림 1. 자극유형 1(상)과 자극유형 2(하)

실험 자극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자극 유형은 광고의 위치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가 가장 흔히 위치하는 세 가지 위치
(기사 제목 밑, 자료 사진 밑, 댓글난 위)에 광고를
삽입하였고, 두 번째 자극은 기사의 시각적 속성이
주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본문에 자료
사진이 삽입되어있는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광고의 위치가 인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모바일 기사에 게재된 네이티브 광고의 위치에 따른
독자의 인지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사
1 과 기사 2 의 광고 게재 위치 별로 인식률을
분석했다. 세 가지의 광고 게재 위치, 즉 기사 제목,
자료사진 밑, 댓글난 상단에 따른 광고 인식률은 그림
2. 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기사 제목 부근에 광고가
게재될 때 인지율이 83.3%로 인식률이 가장 높았으며,
자료 사진 밑이 71.7%, 댓글난 상단이 61.7%로
인식률이 가장 낮았다. 광고 게재 위치에 따라 광고
인식률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광고의 위치가 인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3).

3.2 측정 방법
실험 시에는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습
기사를
첨부하여 피실험자들을
숙련시켰으며,
자극유형 1 에 대한 기사 두 개와 자극유형 2 에 대한
기사 네 개를 읽도록 하였다. 개별 기사를 읽은
직후에는 표 1. 의 설문 항목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문항에 기사와 광고 내용을 모두 물어봄으로써 광고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않도록 하였다. 모든 기사를
읽은 후에는 광고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설문 항목은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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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체적인 설문 항목
상황

분류

질문 내용
기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기사
개별
기사
읽은
직후

뉴스기사는 어느 나라 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습니까?
뉴스기사에서 사진이 몇 번 등장하였습니까?
광고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광고
광고에 등장한 도시의 이름 중에서 다음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타

추천수 1 위 댓글 “못생기면 취업하기 더 어렵다”가 맞는지 O, X 로 답해주십시오.
기사의 사진유무가 실험자의 읽기과정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사
기사
모두
읽은
후

기사에서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광고의 위치가 실험자의 읽기과정에서 방해가 되었습니까?
광고

광고의 위치를 선택한다면 어느 위치(상단, 중간, 하단)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바일 뉴스를 보는 도중 광고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떻습니까?

기타

평소에 하루 중 모바일 뉴스를 얼마나 보는지 답해주십시오.

그림 2. 광고 게재 위치에 따른 광고 인식률(%)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광고가 기사의 상단에
게시될 때 인식률이 높았으며,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상대적으로 인식률이 낮아졌다. 이는 독자가 기사
본문을 독해함에 따라 광고에 대한 인식률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광고를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사 상단,
즉 기사 제목 부근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광고의 게재 위치에 따라 광고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 간의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에
등장하지 않은 광고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광고 게재
위치 별 오답률을 분석했다. 기사 본문에 삽입되지 않는
광고가 기사 제목, 자료 사진 밑, 댓글난 상단 중 어디에
위치 했는지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답변 중, 광고 게재
위치 별로 틀리게 응답한 비율은 그림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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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사에 삽입되지 않았으나, 각각의 위치에
게재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사 제목 아래가 9.84%,
자료 사진 밑이 4.92%, 댓글난 상단은 22.95%였다.
광고의 게재 위치에 따라 틀리게 응답한 비율 간의
차이가 유의한 지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 에서 광고의 게재 위치에
따라 오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08). 따라서 광고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는 자료
사진 밑에 게재될 때 가장 높고, 기사 제목, 댓글난 상단
순으로 인지 정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광고
게재 위치에 따른 게재 여부를 인식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댓글난 상단 위치가 다른
위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고에 대한 인식률과
이해도에서 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3. 기사에 등장하지 않은 광고 선택 문항 응답 중 게재
위치 별 오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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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료 사진 유무가 광고 인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모바일 기사 페이지에 기사 관련 자료 사진이 들어있는
것이 광고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사
자극유형 2 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기사 내용, 즉
콘텐츠 관련 문항과 광고 문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사 3 과 기사 5 는 기사 본문에 관련 자료 사진 없이
광고를 삽입하였고, 기사 4 와 기사 6 은 관련 자료 사진
2 개와 광고 1 개를 삽입하였다.
기사 내에 자료사진 유무에 따라 광고를 시각적으로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4. 와 같이 광고
인식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료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경우 광고를 인식한 비율이 자료사진이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p = 0.003).
자료 사진이 광고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에 차이를
주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 = 0.129). 그러나 그림 5.
에서 볼 수 있듯이, 자료 사진이 삽입된 기사의 경우
내용 문항에 대한 점수가 광고 문항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림 5. 자료 사진 유무에 따른 내용 및 광고 이해도

설문 결과, 하단에 위치한 광고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는데, 이는 오히려 사용자가 하단의 광고를
넘어가기 편해서 발생한 이유로 추론되었다. 또한,
기사사진이 기사 이해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기사에 함께 제공되는
사진이 기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자료사진의 유무는 광고의 시각적인 인식
정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내용의 인지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2. 6 가지 설문 항목
항목
광고 유무에 따른 기사 독해 방해 여부
광고 게재 위치에 따른 기사 독해 방해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광고의 위치
자료 사진이 기사의 이해력에 주는 영향
기억에 남은 광고의 이유
모바일 기사 시청 정도

기억에 남는 광고의 원인으로는 관심사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선택적 주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광고 내용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광고가 전체
기사의 내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편차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광고가 기사 이해과정에 도움
여부가 설문 결과 나뉜 것으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자료 사진 유무에 따른 광고 인식률

4.3 주관적인 인식 설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사 독해 실험 종료 후 모바일 기사와
광고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문항을 추가로
피실험자에게 설문하였다. 설문 항목은 크게 6 개로,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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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구분하여 네이티브 광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광고를 콘텐츠의 상단에 위치시킨다면
광고의 인식률은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기사에
첨부되어있는 자료 사진은 광고의 시각적인 인식
정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광고 내용의 인지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기사의 자료사진 유무보다는 게재되는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웹 서핑
생태계가 활발해짐에 따라 네이티브 광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광고 속성에 대해 검증을
하였다. 첫째, ‘광고 게재 위치에 따라 독자의 광고 인지
정도가 다르다’라는 가설 검증을 위해 서로 다른 위치에
광고를 배치한 후 t-검정을 통해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고의 위치에 따라 광고
유무에 대한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광고가 기사
상단에 게재될 경우 기사 하단에 비해 광고 인식률이
증가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사와 관련된 자료 사진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시각적인 인식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인지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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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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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가 증가하였다(p = 0.002).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습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질문 항목 수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람의 인식 단계와 인지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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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actile information implemented on
smartphones.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한 촉감 정보인
진동 자극에 대하여 수용자 측면에서의 인식 범위와
표현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스마트폰에서는 진동
모터를 통해 햅틱 감각 (촉감 정보)을 전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3 가지 범주의 진동을 설계(기준진동,
진동의 세기, 진동의 피크) 하고 각 진동에 대하여
수용자가 인지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직접 표현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현에 있어서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촉감 정보 공급자와
수용자는 촉감 정보에 대하여 거의 일치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수용자
측면에서의 다양한 촉감 정보 구현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햅틱, 스마트폰, 촉각정보, 진동자극, 인지 정보 표현

1. 서론
기존의 햅틱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
서 햅틱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기기의 햅
틱 효과는 디바이스의 형태적 제약으로 역감보다 질
감에 관한 촉각정보 전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1]. 진
동 자극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특
히 수용자의 인지 유무와 범위에 대한 연구는 다수 확
인할 수 있다[2][3]. 사람의 촉각 자극에 관한 생리학
적, 정신물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신체접촉을 기준으
로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진동 속성을 진동의
크기, 주파수, 형태, 강도, 위치로 5가지로 나누었다
[4]. 또한 촉감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자극의 주파수와
진폭이 지각되는 촉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
랫동안 연구되어 왔다[5][6]. 현재 모바일 기기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존하는
스마트폰에서 구현 가능한 진동에 대한 수용자 측면
에서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기술적 측면
에서의 접근이 다수이다[7][8].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용
자 측면에서 진동의 형태와 세기에 대한 인지 유무를
확인하고, 인지된 진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촉각 정보 설계자와 수용자 간의 인
지에 대한 일치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how to recognize vibration
patterns of a smartphone, and how to
represent the recognized patterns. Three
groups of vibration patterns were designed and
implemented: references, different amplitudes,
and different peaks of vibration. The vibration
patterns were experimented on 30 people, and
the recognized patterns of the people were
had to represent as curved lines by the people.
The results show that the representation
methods of the vibration patterns are classified
in two groups: amplitudes of wave and steps of
wave.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 recognized
pattern is identical with the designed one.
Consequently, this study reveals the possibility

2.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상용 모바일 기기는 촉각 효과를 위해 선
형공진 액추에이터(Linear Resonant Actu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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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A)를 탑재하고 있다. LRA는 기계적 마모가 적으며,
공진 주파수를 이용함으로써 진동의 세기를 최대화할
수 있다. 외부 신호 입력 시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액추에이터로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내
장되어 있다[1]. 실제 스마트폰(특히 안드로이드폰)에
서 진동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입력방법은 진동의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현 가능한 범주를
진동의 형태와 진동의 세기로 구분할 수 있다.

4. 실험 설계 및 결과 분석
앞서 만든 6 가지 진동 패턴들을 수용자가 진동
설계자의 의도대로 잘 파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실험이 알맞게 계획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5 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피실험자가 그림 3 과
같이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그림 4 의 1~6 번
버튼을 눌러 각각의 발생된 진동을 느낀 후, 아래
화면에 자신이 인지한 패턴을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진동 패턴들을 정리한 결과, 그림
5 와 같이 분석할 수 없는 패턴들이 상당수 발견되어
본 실험에서는 하나의 이어진 선으로 진동 패턴을
그리게 하였다.

3. 진동 패턴 선정 및 구현
먼저 그림 1 과 같이 진동 패턴 6 개를 선정하였다.
패턴 형태는 촉각 신호의 파형적 특성과 디지털
함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각파형으로 도식화하였다.
1 번 패턴은 기본 진동을 수용자에게 미리 학습을
시키기 위해 선정하였다. 2, 3 번 패턴은 수용자가
진동의 세기를 인지하는지와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4, 5, 6 번 패턴은 수용자가 진동의
피크를 인지하는지 와 동시에 세기도 같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선정한 6 개의
진동 패턴을 LG GPro2 모델에 있는 LRA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이때 ‘Processing’ 프로그램과
‘Keta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LRA 의 On/Off
시간을 밀리 초(ms) 단위로 제어하였다. 이렇게
구현된 진동이 진동 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진동
감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간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그림 2 와 같이 진동의 세기와 피크가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 예시 자세

그림 4. 제작 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면

그림 1. 선정 된 진동 패턴

그림 2. 진동 감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 된 진동
패턴

그림 5. 분석 할 수 없는 패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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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패턴 1

진동 패턴 2

진동 패턴 3

진동 패턴 4

진동 패턴 5

진동 패턴 6

진폭

파형

평균

표 1. 진폭과 파형 그룹의 평균 진동 패턴 및 최종
진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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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문
본 연구 는 가상현실에 기 초 한 새로 운 극 장용 문 화기 술 인 스 크 린
엑스 (Screen X)에 대한 이용 자의 반응 을 측 정하고 그 것을 기 존 의 기 술 과
비 교 하였다.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 로 설문 조 사와 함께 뉴 로 마케팅 분 석을
위해 생리 반응 을 측 정하였다. 심박수 감속 패턴의 차이를 통 해 새로 운
영상 기 술 인 Screen X 가 기 존 방식보 다 더 높 은 주 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 존 의 가상 현실 연구 결과들 과 같은 맥락에서
새로 운 영상 기 술 은 더 높 은 수 준 의 찌푸 림 (부 정적 감정)과 미 소 (긍 정적
감정)를 유 도 하였다. 생리 반응 을 통 해 측 정된 인지적 및 감정적 반응 의
유 의미 한 분 석 결과에 반해 기 억 검사 결과에서는 기 존 의 기 술 과 새로 운
기 술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는 Limited Capacity Model of
Motivated Mediated Message Processing (LC4MP) [1]을 통 해 설명될
수 있다.

그 림 1. 스 크 린 엑스 영화 상영의 예
기 술 적인 면에서 스 크 린 엑스 기 술 의 뿌리 는 90 년대에 개발되었던
가상현실 기 술 인 CAVE 에서 찾을 수 있다. Visch, Tan, & Molenaar
(2010) 는 단일 스 크 린에 비 해 서라운 드 스 크 린 시스 템인 CAVE 를 통 한
상영이 더 강한 감성적 반응 을 일으 킨다고 보 고 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현상은 시청자의 각성 수 준 이 몰 입형 시청 환경에 의해 상승 되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근 거 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looked at viewers’ responses to a new cinema
technology Screen X, and compared that to the traditional
screening technology. Self-reported data and physiological
responses (for neuromarketing analysis) were collected. Greater
cardiac deceleration suggests that the new technology (Screen X)
was getting more attention than the traditional technology. Also
found was that this new screening technology is capable of
inducing more frowning (negative emotion) and smiling (positive
emotion), showing potential of reaching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more subjects added. Memory test result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aditional and new technology.
This is explained in the context of the Limited Capacity Model of
Motivated Mediated Message Processing (LC4MP) [1].

가설 1a: 자가 보 고 된 각성의 정도 는 2D (전통 적 영화 상영방식)에 비 해
스 크 린 엑스 (서라운 드 상영 시스 템)가 더 높 을 것이다.
가설 1b: 생리 적 각성의 정도 는 2D 방식에 비 해
스 크 린 엑스 가 높 을 것이다.
가설 2: 자가 보 고 된 현장감은 2D 방식에 비 해
스 크 린 엑스 가 높 을 것이다.
가설 3: 부 정적 감정 (추 미 근 의 활성화로 측 정)은 2D 방식에 비 해 스 크 린
엑스 가 높 을 것이다.
가설 4: 긍 정적 감정 (대관골 근 의 활성화로 측 정)은 2D 방식에 비 해
스 크 린 엑스 가 높 을 것이다.
Limited Capacity Model of Motivated Mediated Message Processing
(LC4MP) [1]은 개인이 미 디 어를 통 해 제공 된 정보 를 어떻게 처리 하는 지를
설명하는 이론 적 모 델로 , 텔레비 전[3, 4], 라디 오 [5], 그 리 고 인터 넷[6]을
포 함한 여러 미 디 어가 제공 하는 정보 의 인지적 처리 와 감정적 반응 을
예상하고 설명하는 데에 성공 적으 로 적용 되어 왔다. Screen X 가 더 많은
양의 정보 를 제공 한다는 사실과 더 높 은 각성 수 준 을 유 발할 것이라는
예상(가설 1~4)을 고 려 하였을 때 Screen X 시청자들 은 인지적 과부 하를
경험할 가능 성이 높 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주 제어
뉴 로 마케팅, 스 크 린 엑스 , 정신생리 학, LC4MP

몰 입형 디 스 플 레이와 사용 자 반응
스 크 린 엑스 (Screen X)는 카이스 트 의 김원준 교 수 와 CJ CGV 가 공 동
개발한 새로 운 영화 상영 기 술 로 , 영화관의 양 옆 벽을 활용 하여 관객에게
더 높 은 몰 입감을 주 는 데에 주 안점을 두 고 있다.

가설 5a: 자가 보 고 된 주 의력은 2D 에 비 해 ScreenX 가 높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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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5b: 자극 에 대한 주 의력 (심박수 감소 로 측 정)은 2D 에 비 해 Screen
X 가 높 을 것이다.

한 두 사람만을 수 용 할 수 있는 CAVE 와 비 교 하였을 때 가상현실 기 술 에
기 초 한 영상 기 술 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 본 연구 에서
사용 된 영상물 은 전문 영화 제작자에 의해 제작-편집된 것으 로 , 주 로
비 전문 가에 의해 만들 어진 콘 텐츠 를 사용 하는 기 존 의 가상현실 연구 들 에
비 해 외적 타당성이 높 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설 6: 재인 기 억은 2D 에 비 해 Screen X 가 낮거 나 같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 기 존 의 가장 현실 연구 에 따르 면 여러 새로 운 기 술 들 은
기 존 의 2D 상영 기 술 에 비 해 더 높 은 수 준 의 멀미 와 피 로 감을 유 발한다.
하지만 영화감상과 같은 수 동 적 시청 경험에서의 연구 는 이루 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이 연구 질문 을 제기 한다:

심박수 변화로 측 정한 주 의가 강해짐에도 불 구 하고 기 억에 변화가 없거 나
오 히려 감소 하는 것은 문 헌에서 언급 하는 전형적인 인지과부 하(cognitive
overload) 현상[1,3,4,5]으 로 , 스 크 린 엑스 기 술 이 관객의 인지적
정보 처리 에 부 담을 주 고 있다는 반증 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 러 나 본
연구 에서 실험 참가자들 의 광고 에 대한 기 억이 감소 하지는 않은 것으 로
미 루 어보 아, 광고 매체로 서 스 크 린 엑스 기 술 에 큰 문 제는 없는 것으 로
보 인다. 오 히려 기 억에 큰 손 실 없이 주 의를 더 기 울 이게 함으 로 써 몰 입감
내지는 프 레젠스 (presence) 등 을 높 이는 효 과는 엔터 테인먼트
매체로 서는 바람직한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질문 : Screen X 와 2D 간의 자가 보 고 된 피 로 감은 차이를 보 일
것인가? 만약 그 렇다면 그 차이는 어느 정도 인가?

연구 방법
연구 가 이루 어진 당시, 총 네 편의 영화만이 스 크 린 엑스 와 2D 기 술 로
상영가능 했으 며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2013 년과 2014 년에 개봉 되었던 이
영화들 의 예고 편들 만이 실험에 사용 되었다.

본 연구 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제한점으 로 는 , 실제 영화관과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 연구 자가 사용 할 수 있었던
생리 반응 측 정장비 가 하나 뿐인 관계로 장비 의 수 적 제한에 의해 한번에
한 명의 실험 참가자만 수 용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일반적으 로 극 장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관람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 았을 때, 가용 장비 의 숫 자 때문 이라고 는 하지만 한 번에 한 사람만
극 장에 들 여보 내 실험을 한 것은 외적타당성을 떨어뜨는 요 인이라 할 수
있으 며 , 이와는 별개로 본 연구 의 실험참가자 수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때문 에 대부 분 의 자가응 답 자료 들 은 통 계적 유 의성에
도 달하지 못 하였는 데, 그 럼에도 정신생리 학(뉴 로 마케팅)의 연구 방법론 을
사용 하여 얻은 데이터 는 통 계적으 로 유 의하면서도 흥 미 로 운 결과를
도 출 하는 데에 성공 했다. 이를 통 해 뉴 로 마케팅의 연구 방법론 이 새로 운
기 술 의 효 용 성을 검증 하는 데에 유 용 하게 쓰일 수 있음 을 실증 적으 로
보 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아울 러 본 연구 의 결과는 콘 텐츠 (영화)의
성격에 따라스 크 린 엑스 기 술 이 관객에게 제각기 다른 영향을 주 고
있음 을 시사하고 있는 데, 이는 극 장 경영에 필요 한 통 찰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은 상영방식 (2) x 반복 (4) 의 요 인 설계에 따라 진행되었다. 상기
요 인 중 상영방식은 실험 참가자 간 요 인이었다. 실험장소 로 사용 한
극 장의 제한된 여건 등 으 로 인하여 실험은 2015 년 2 월 6 일부 터 2 월 16 일
까지 적은 수 의 (N=39, 여성 22 명) 실험 참가자들 을 대상으 로 진행
되었으 며 , 평균 나이는 24.7 세 (SD=5.42) 였다. 생리 반응 의 측 정과 함께
1 분 이 넘는 예고 편의 상영 하나하나가 종 료 된 다음 에 실험 참가자들 은
각성, 주 의, 긍 정적 반응 및 부 정적 반응 , 그 리 고 구 매 의도 등 을 묻 는
설문 에 답하였다. 자극 제시가 끝난 후 참가자들 은 별도 의 방으 로
이동 하여 재인 기 억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자가 보 고 설문 데이터 는 상영방식 (2) x 반복 (4) 의 요 인 설계를
사용 하여 반복 이원변량분 석에 의해 분 석했다. 생리 반응 자료 의 분 석에
있어 시간 요 인이 모 델에 포 함되어 상영 기 술 종 류 (2) x 반복 (4) x
시간 (66) 의 요 인 설계를 사용 하여 반복 이원변량분 석에 의해 분 석했다.
분 석 결과, 자가 보 고 된 각성과 생리 적 각성 모 두 두 그 룹 간 유 의미 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 가설 1 은 기 각되었다 (F<1). 자가 보 고 된 현장감은 두
그 룹 간의 차이가 예상한 방향으 로 (MScreenX = 5.45, SD=2.65; M2D = 4.48,
SD= 2.59) 통 계적 유 의성에 접근 하며 나타나 (F=2.68, p=.11) 가설 2 는
부 분 적으 로 지지되었다. 부 정적 감정은 Screen X 에서 통 계적 유 의성에
접근 하며 주 효 과 (F=2.48, p=.12)와 시간별 상호 작용 (F=1.21, p=.12)에서
모 두 더 강하게 나타났다. 긍 정적 감정은 스 크 린 엑스 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 나 통 계적으 로 유 의하지 않았다 (F<1). 따라서 가설 3 과 4 는
부 분 적으 로 지지되었다. 자가 보 고 된 주 의력에는 두 그 룹 간 차이가
없었으 나 (F<1), 생리 반응 으 로 측 정한 주 의력 자료 에서는 두 그 룹 간에
통 계적으 로 유 의한 주 효 과가 나타났다 (F=4.76, p<.001). 심박 속 도
(맥박/분 )는 2D (M2D = 82.8, SD = 31.62)에 비 해 Screen X (MScreenX =
67.0, SD = 32.44)에서 더 낮게 측 정 되었는 데 이는 시청자가 Screen X
환경에서 더 많은 주 의를 기 울 였다는 것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설 5 는
부 분 적으 로 지지되었다. 아울 러 재인 기 억은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 이지
않아 (F<1) 가설 6 역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 로 연구 질문 에서 제기 되었던
상영 방식의 차이에 따른 참가자들 의 피 로 감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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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의 Fractal Dimension 을 이용한 연속적 정서 예측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 Continuous Emotion Recognition Model Using Fractal
Dimensions of EEG
채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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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clip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odel can be used to
establish individual Emotion map and identify emotional changes over
time.

요 약문
감성 컴퓨 팅(Affective Computing)의 발달과 더 불 어 감성 공 학과 감성
마케팅이 중 요 해지면서 광고 나 제품 에 대한 사용 자의 감성적 경험을
알아내는 데에 필요 한 기 술 에 대한 연구 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사람의 뇌신호 로 부 터 정서 상태를 모 니 터 링할 수 있는 기 술 에 대한 관심이
급 증 하고 있다[1], [2]. 하지만 대부 분 의 신경공 학적 정서 연구 는 Discrete
Emotion Model 에 기 반을 두 거 나 [3] 또는 High/Low arousal 이나
High/Low valence 등 정서 카테고 리 분 류 에 집중 하여 시간에 따라
연속 적으 로 변하는 개인의 감정상태를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 한 한계점들 을 극 복 하기 위한 일환으 로 Dimensional
emotion model[4]에 기 반하여 뇌신호 로 부 터 정서의 Arousal, Valence
차원 값을 연속 적으 로 추 출 할 수 있는 모 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하는 모 델은 사람의 뇌파(Electroencephalography: EEG)로 부 터
Fractal Dimension 을 계산하고 , 이를 통 해 Arousal 과 Valence 값을
추 출 하여 동 영상 시청 시의 사람의 정서 변화를 모 니 터 링 하는 데에
적용 하고 자 하였다. 본 제안 모 델을 통 해 개인의 Emotion map 을 만들 고 ,
시간에 따라 역동 적으 로 변하는 정서 변화를 알아내는 데에 유 용 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주 제어
Affective computing, Emotion recognition, Arousal, Valence, Fractal
dimension, EEG

본문
본 연구 에서는 감정을 일으 키 는 자극 물 에 대한 참가자의 뇌파(EEG)로 부 터
Fractal dimension 을 계산하여, 감정의 긍 정과 부 정을 나타내는 척도 인
Valence 와 각성도 를 나타내는 Arousal 으 로 변환하였다. 이를 통 해
참가자의 자체 평가 지수 와 비 교 하여 본 제안 모 델의 유 효 성을 검증 하고 자
하였다.
실험 설계
본 실험에서는 정서적 반응 을 유 발하기 위해 크 게 2 가지 종 류 의 자극 물 이
사용 되었다. 첫째, 57 장의 정서적 사진 자극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ets: IAPS[4]을 사용 하였다. Session 2 에서 사용 된 사진 자극 의
{Valence, Arousal} 값은 그 림 1 과 같이 분 포 되었다. 기 존 IAPS 의 분 포 의
경우 부 메랑 모 양으 로 퍼 져있기 때문 에 비 어있는 값을 제외한 나머 지 사진
자극 의 Valence 의
평균 값이 4.9(2.3), Arousal 의 평균 이 5(1.6)가
되도 록 IAPS 자극 물 분 포 를 설정, 해당 사진들 을 선별하였다. 둘 째, 정서
유 발이 가능 한 10 개의 동 영상을 사용 하였다. 동 영상은 31 명을 대상으 로 한
설문 조 사를 통 해 18 개의 동 영상 자극 을 획득 한 후 , 사전평가를 통 해
두 드 러 지는 감정을 일으 킬 수 있는 10 개의 동 영상 자극 을 최종 선별하였다.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Affective Engineering and Affective marketing
become increasing, there are many ongoing researches to figure out
the user’s emotional experience of a product or an advertisement.
[1], [2] Especially, monitoring emotional states using
Electroencephalograph (EEG) is one of the growing area of
Affective Computing since detecting emotion by observing facial
muscle or eye movement has possibility of deceiving. However,
previous researches using EEG are mostly based on Discrete Emotion
Model [3] or focus on identifying the emotional category like
High/Low arousal or High/Low valence. As a result, there is limitation
to figure out the dynamic and individual emotional state.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model extracting
Arousal and Valence value continuously from EEG based on
Dimensional Emotion Model. [4] This model calculates the Fractal
Dimension of EEG, converts it to the Arousal and Valence values and
they are applied to monitor the emotional states while watching

본 실험은 총 10 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평균 연령 22.2 세,
남성 6 명, 여성 4 명). 뇌파 측 정은 23 개의 건식전극 을 장착한 EEG 장비 를
이용 하였다 (Dry Sensor Interface (DSI) 10/20, Wireless Sensing, Inc.,
San Diego,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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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 EEG 신호 처리 과정과 Fractal Dimension 값 도 출

Arousal 과 Valence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4~30Hz 로 대역 필터 를
사용 하여 F3 와 F4 채널의 EEG 신호 를 통 과시켰다. 그 후 통 과된 EEG
신호 를 5 초 씩 분 할하여 시간에 따른 Fractal Dimension 값을 계산하고
Valence 값과 Arousal 값을 환산하였다.

그 림 1. 선정된 IAPS 자극 물 의 Valence/Arousal 값 분 포 도

Fractal Dimension
EEG 신호 의 Fractal dimension 은 다음 과 같이 구 하였다. 한 채널에서의 EEG
신호 를 X(k)라고 가정한다.

X(1),X(2),X(3),…,X(N)을 5 초 길이로 분 할된 신호 라고 가정하면 새로 운
신호 Lm(k)를 구 할 수 있다.

이로 부 터 Lm(k)의 평균 L<k>을 구 한 후
를
만족 하는 D 를 주 어진 신호 의 Fractal Dimension(FD)라고 한다. [6], [7].
Results
2 명의 실험 참가자에 대한 데이터 는 실험 중 지속 적 움 직임으 로 인하여
분 석에서 제거 하였다. Session 2 데이터 는 각 개별 피 험자의 정서적 성향에
따라 V/A 값의 scaling 조 정에 참고 하였다.

그 림 2. 실험 프 로 토 콜 .

실험은 총 3 개의 세션으 로 나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참가자는 10 장의
IAPS 사진에 대해서 Likert Scale 9 척도 의 Valence/Arousal(V/A)를
평가하는 방법을 연습 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참가자가 57 장의 IAPS
사진자극 에 대해서 V/A 를 평가하고 동 시에 참가자의 EEG 를 기 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참가자가 3 분 길이의 10 개의 동 영상을 보 고 그 에 대한
감정을 V/A 로 평가하고 동 시에 참가자의 EEG 를 기 록 하였다. 각 자극 물 을
평가하기 위한 9 척도 Valence 의 값은 자극 물 로 인해 불 러 일으 켜 지는
감정이 부 정적일 경우 1 에 가깝게, 그 리 고 긍 정적일수 록 9 에 가깝게
기 입하도 록 요 구 하였다. 그 리 고 Arousal 값은 자극 물 로 인한 감정의
각성도 가 낮을 수 록 1 에 가깝게, 그 리 고 높 을 수 록 9 에 가깝게 작성하도 록
요 구 하였다.

그 림 4. 전체 실험 참가자의 영상에 대한 V/A 의 FD 평균 값.

그 림 4 는 4 가지 영상 종 류 에 대한 EEG FD 로 부 터 도 출 된 Arousal,
Valence 의 평균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EEG FD 로 구 한 Arousal 값을

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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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가자의 자체 평가 값과 비 교 하였을 때 평균 오 차가 1.05 이내였다.
또한 Valence 에 대한 평균 오 차는 1.6 이내였다. (표 1 참조 )

affective ratings." The center for research in psychophysiology,
University of Florida (1999).
6. Higuchi, Tomoyuki. "Approach to an irregular time series on the
basis of the fractal theory." Physica D: Nonlinear Phenomena 31, 2
(1988): 277-283.
7. Sourina, Olga, and Yisi Liu. "A Fractal-based Algorithm of Emotion
Recognition from EEG using Arousal-Valence Model." Proceedings of
Biosignals 2011, Rome, 26-29, Jan. 2011, 209-214.

표 1. 영상 자극 물 종 류 에 따른 V/A 와 SA 차이 값의 평균
Video Clip

Valence

Arousal

Funny

1.68

1.06

Sad

1.39

1.41

Scary

1.53

0.93

Bored

1.78

0.79

Average

1.60

1.05

또한, FD 값 으 로 부 터 구 한 Valence 값이 Sad 또는 Scary 의 동 영상을
시청하는 동 안 다수 의 피 험자 공 통 으 로 낮아지는 장면들 이 관찰되었다.
그 림 5 와 그 림 6 은 그 러 한 결과를 시간에 따른 Valence 값과 그 에
해당하는 장면을 함께 나타낸 예시를 보 여주 고 있다.

결론
본 연구 는 뇌파의 Fractal Dimension 로 부 터 정서와 관련된 지표 를
추 출 하고 , 이를 통 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Valence 와 Arousal 을 추 정하는
모 델을 개발하였다. 향후 , 본 모 델과 기 존 모 델 간의 공 통 점과 차이점을
심층 분 석하여 본 모 델이 유 용 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어플 리 케이션
시나리 오 를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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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5. Scary 영상 자극 물 을 시청하는 동 안 시간에 따른 EEG 로 부 터 예측 된 Valence 값 변화

그 림 6. Sad 영상 자극 물 을 시청하는 동 안 시간에 따른 EEG 로 부 터 예측 된 Valence 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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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ipulative tasks (such as assembling a machine or using
a tool), animations are more effective than static images [2,
3, 4, 5, 6, 7]. It is because animations could reduce
extraneous cognitive load, by activating the mirror neuron
system as well as providing mental representation of
motions.

Applying 3D virtual environment to educational field has
great possibilities. Especially, 3D instructions could be very
helpful when learning procedural-manipulative tasks with
high-risk of accidents (e.g., brain surgery). To find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sent information in 3D virtual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visual
cueing in 3D instructional ani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oad theory. In this study, a between subjects
experiment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wo
different types of visual cueing (both anticipatory and
trajectory) have marginally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performance (accuracy scor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ome design strateg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3D
instructional animations.

However instructional animations might have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transient information effect, which
means that the lack of permanency in dynamic media leads
to generating more cognitive load. Also, instructional
animations sometimes could be too complex or fast for
learners to catch up the contents [8]. Such intrinsic
limitations of animations lead to generating unessential
cognitive load, which disturbs to learn more complex and
advanced skill. In this case, adding static images to an
instructional animation could alleviate the cognitive load,
by compensating for the lack of permanency in dynamic
visualizations.

Author Keywords

3D animation; procedural-manipulative task; animation
versus static images; visual cueing; cognitive load theory;
multimedia learn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adding static
images (i.e. visual cueing), as a strateg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structional animations. Beyond the
comparison of animation versus static images, this study
suggests some strategies to combine the advantages of both
dynamic and static visualizations in a single medium. Based
on the cognitive load theory and the multimedia learning
principles, this study aims to find an optimal design to
instruct in procedural-manipulative tasks in 3D virtual
environment.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5.1. 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e.g., HCI):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s; K.3.1. Computers and
education: Computer uses in education.
INTRODUCTION

3D virtual environment has great possibility of being
applied to many educational fields. Especially, when
learning procedural-manipulative tasks with high-risk of
accidents (e.g. brain surgery), 3D instruction shows its true
abilities. By observing, imitating, and repeating a
manipulation procedure in virtual environment that is
similar to as real world, the probability of failure could be
minimized. Then, wha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sent
information for learning procedural-manipulative tasks in
3D virtual environment?

COGNITIVE LOAD THEORY (CLT)

Cognitive load theory is concerned with “the manner in
which cognitive resources are focused and used during
learning” (p. 294) [9]. Cognitive load refers to the amount
of mental effort required to process information in the
working memory. Because human’s cognitive processing
capacity (working memory) required to schema acquisition
is limited,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the cognitive load
properly by appropriately presenting information. Cognitive
load theory [9, 10, 11] is a very useful theory to explain
how the way of presenting information could affect learning
problem solving process and suggests more appropriate
instructional design.

As educational multimedia have developed, comparisons of
animation versus static images has been highly
controversial topic. Although a great number of researches
have showed that dynamic visualizations are superior
formats than static ones, previous studies have often
produced mixed results [1].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when it comes to learning procedural-

There are three types of cognitive load: intrinsic, extraneous,
& germane cognitive load [11]. Intrinsic cognitive load

* Corresponding author: Donghee Shin (dshin@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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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s to essential cognitive load that is inherent in learning
contents. Extraneous cognitive load means the cognitive
load generated by like irrelevant learning contents or
interruptive interface design. Germane cognitive load refers
to the effort required to the construction of schemas.

this study, the knowledge that was requested to accomplish
specific tasks such as reconstructing a machine gun [15] or
bandaging a hand [16] was classified as procedural-motor
knowledge. In addition, Castro-Alonso and colleagues
sorted following experimental tasks as proceduralmanipulative task [7]: replicating origami models [4],
solving puzzle rings [2], and copying different knots [2, 6].

Intrinsic cognitive load cannot be controlled by changing
format of the instruction, because it is about the intrinsic
difficulty of learning contents. On the other hand,
extraneous and germane cognitive load can be altered by
instructional design. Extraneous cognitive load could be
controlled by instructional designers because it is generated
by the format in which information is presented [9].
Germane cognitive load also could be controlled by
changing instructional format. However, germane cognitive
load is different from the extraneous cognitive load, in the
way that it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schemas while
extraneous cognitive load disturbs proper information
processing. In other words, when designing instructional
material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how to reduce
extraneous cognitive load but increase germane cognitive
load.

ANIMATION VERSUS STATIC IMAGES

There is a large body of research comparing the
effectiveness of animation with static images as a learning
tool. Although a great number of researches have showed
that dynamic visualizations are superior formats than static
ones, on the other hand, previous studies have often
produced mixed results and identified a number of
moderating variables [1, 8].
To provide an acceptable compromise, Höffler and Leutner
conducted a meta-analysis and suggested some moderators
(role of animation, type of requested knowledge, level of
realism, etc.) that promote instructional animations over
statics [1]. One of them is type of learning contents (i.e.
requested knowledge to complete a task). They found that,
when procedural-motor knowledge is to be acquired,
instructional animations have an advantage over static
images. Other researches also supported that, instructional
animation is more suitable than static images, when it
comes to learning a procedural-manipulative task [2, 3, 4, 5,
6, 7].

PROCEDURAL-MANIPULATIVE TASK

When defining procedural-manipulative task, the word
‘procedural’ means that the task requires procedural, as
opposed to declarative,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is about “knowing how”, while declarative knowledge is
about “knowing that” [12]. Procedural knowledge is
considered to “underlie the performance of actions,
particularly skilled actions, like riding a bicycle or playing
the piano and cognitive (as well as motor) actions, like
language production or skilled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p. 153) [13]. Another characteristic of procedural
task is that it has a certain goal to be accomplished and a
series of steps for the goal. The order of these steps is
important because, if the order is changed, the execution or
comprehension of the procedure as a whole could be
disabled [14].
The word ‘manipulative’ means, in this paper, the task
requires taking a certain action on objects (i.e. object
manipulation) by using human body (mostly using hands)
to accomplish a specific goal such as assembling a machine
or using a tool. In many cases, to successfully perform this
sort of tasks, learning procedural knowledge is required.
That’s why the term ‘procedural-manipulative task’ was
used in this paper, rather than just ‘manipulative task’. Also,
because most of manipulative tasks involve a sequence of
motion, related terms like ‘hand manipulative task’ [2],
‘procedural-motor knowledge’ [1], or ‘human motor skill’
[3, 4] was used in earlier studies.
Höffler and Leutner conducted a meta-analysis comparing
instructional animation versus static images and identified
some moderating variables [1]. As one of the moderating
variables, they suggested the kinds of knowledge (as the
specific goal of learning): procedural-motor knowledge,
declarative knowledge, and problem-solving knowledge. In

However, such researches do not mean that animations are
faultless learning tool for procedural-manipulative tasks and
could not be further improved by instructional interventions.
The transient nature of dynamic visualizations could still
leave unessential and extraneous working memory load and
set limits to acquiring more intricate skill. Sometimes
instructional animations could be too complex or fast for
learners to catch up the contents [8]. In such cases,
instructional interventions, like segmenting, leaner control,
and cueing [17, 18], may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nimations.
Among these instructional strateg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visual cueing, which can be seen as
adding static images of key actions to an animation.
Obviously, static images have an advantage over an
animation, in terms of permanency and external memory
(see the right section). Therefore, through adding static
visual cues to an instructional animation, it could be
possible to compensate for the weakness of each of
visualizations. In this section, the benefits of animations
and static images as a learning tool are discussed and,
beyond the comparison of animation versus static images, it
is hypothesized that combining both of them could results
in better learning outcome.
When animations are superior to static images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animations are more
effective than pictures when learning manipulative task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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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This phenomenon has been explained by
various researchers based on different disciplines (cognitive
psychology, evolutionary psychology, neuroscience, etc.),
using concepts such as the mirror neuron system (see [3]),
the human movement effect (see [19]), the supplantation
theory (see [1]), and the congruency principle (see [8]).

346) [23]. On the other hand, static images provide
permanent information, which means that “viewers can reinspect parts of the display as frequently as they wish” (p.
346) [23] in the process of comprehension.
The transient information effect describes that learning
outcomes are better when information is presented in
permanent forms (e.g. static images, written texts) rather
than transient forms (e.g. animations, spoken texts). This
phenomenon occurs when transient information disappears
before it is adequately processed or integrated with
subsequent information [24]. If information presented
earlier should be integrated with information presented later,
transient information display could place heavy cognitive
load on working memory because the viewer has to
comprehend, remember, and integrate a series of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In contrast, permanent
information display could work as an external memory and
help relieve working memory [23]. In short, the lack of
permanency could lead to generating extraneous cognitive
load and results in worse learning outcomes.

Van Gog and colleagues proposed an explanation that
dynamic visualizations are more effective when learning
motor skill than static visualizations because of the
activation of the mirror neuron system [3]. To be specific,
when a person observes actions done by other individual,
the same brain area is activated as when the actions are
actually performed [20]. This implies the existence of
mirror neuron system, which appears to “mediate imitation,
by priming (i.e. preparing the brain for) execution for the
same action” (p.23) [3]. Moreover, the mirror neuron
system seems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understanding
actions, which means inferring intentions of actions, as well
as imitating [20].
The existence of mirror neuron system implies that humans
have been evolved to learning by observing and imitating
others. The concept of mirror neuron system could be
interlinked with the concept of biologically primary
knowledge [21] that human beings have evolved to acquire
more easily, quickly, and with less mental effort [3].
Because imitating dynamic movements is a kind of
biologically primary skills, learning proceduralmanipulative task through animation could be much easier
than learning through static descriptions. This phenomenon
is defined as human movement effect [19, 7].

To deal with this problem, some instructional strategies like
segmenting, leaner control, and cueing are suggested [17,
18]. Among those strateg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 of visual cueing. In a way, visual cueing could be
seen as adding static images to an animation. Adding visual
cueing could compensate the lack of permanency, which is
the transitory nature of dynamic visualization. Through
adding static visual cues to an instructional animation, it
could possible to combine the benefits of animation and
static image. That is, if both transient and permanent visual
information presented together, extraneous cognitive load
could be minimized.

The supplantation theory [22], which describes the
connectedness between external display of information (i.e.
modality of medium) and internal cognitive operation (i.e.
mental representation), also suggests that an animation
could compensate for a learner’s insufficient ability or
capacity to imagine motions, by dynamically displaying a
procedure [1]. That is, an animation could supplant the
cognitive operation of imagining motions, while a static
description requires integrating each image and imagining a
series of motions. This concept could be related to the
congruency principle, which means that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external representation should correspond to
the desired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internal
representation” (p. 249) [8]. In sum, an animation can
contribute to reduction of cognitive load, by providing an
external model for a mental representation.

• Hypothesis 1. When learning procedural-manipulative
tasks through a 3D animation, participants in visual cue
(trajectory, anticipatory) condition will show enhanced
learning performance (less cognitive load, higher
accuracy score, and less time on task) than those in no
visual cue condition.
TYPES OF VISUAL CUEING

There are various types of visual cueing. Among them, this
study focuses on two common types of visual cue:
trajectory and anticipatory visual cue (see Figure 2, 3).
Trajectory visual cue (directional arrow) means presenting
predictive path to the current step’s goal, delivering the
motion information. Anticipatory visual cue means
presenting translucent image of the current step’s goal,
focusing on the location information.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visual cues could be explained in terms of
focused-unfocused comparison.

When static images are superior to animations

Although animations are suitable format for learning
procedural-manipulative tasks, the transient nature of
animations could still leave some limitations to working
memory capacity. An animation provides transient
information, which means that “one views one frame at a
time, and once the animation or video has advanced beyond
a given frame, it is no longer available to the viewer” (p.

Mayer and colleagues insisted that the set of static images is
more advantageous than animation, because it delivers
more condensed information showing only important
learning steps [25]. Also, Castro-Alonso and colleagues
examined that less focused images are more effectiv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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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learning than more unfocused images [7]. An anticipatory
image of the learning objective could be regarded as more
focused image than a path of the motion required to
accomplish the learning objective, because learning
procedural-manipulative tasks demands to memorize the
location information of each step rather than the motion
information.

The experimental sessions was divided into two phases: a
learning phase and a testing phase. In the learning phase,
the participant watched a short instructional animation that
describes how to assembling Lego blocks. Viewing time of
the animation was about 2 minutes. To measure the
cognitive load while watching the video, dual-task method
was used (see ‘measurement’ part).

• Hypothesis 2. When learning procedural-manipulative
tasks through a 3D animation, participants in anticipatory
visual cue condition will show enhanced learning
performance (less cognitive load, higher accuracy score,
and less time on task) than those in trajectory visual cue
condition.
METHOD

To examine the effect of each visual cueing (hypothesis 1 &
2) a between subjects experiment was conducte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the presence of static visual cue
in an instructional animation. There were three different
conditions: no visual cue, trajectory visual cue, and
anticipatory visual cue condition (see Figure 1, 2, 3). The
dependent variable was a participant’s cognitive load while
watching the instructional animation (measured by dualtask method and participants’ self-report) and the learning
performance (that consist of accuracy score and time
required for accomplishing the task).

Figure 4. Full-screenshot of learning phase

Right after the learning phase, participants went through the
testing phase. In this phase, participants attempted the
manipulative task of building the shape in real environment
(Figure 5). While participants assemble the blocks, the
experimenter recorded video (it was already informed to the
participants).

Materials

The participant watched a short instructional animation that
describes how to assembling Lego blocks. Figure 1, 2, 3 is a
part of captured animation scene. Anticipatory visual cue
means presenting translucent image of the current step’s
goal (Figure 2). Trajectory visual cue means presenting
predictive path to the current step’s goal (Figure 3). In the
control group, any visual cue is not presented (Figure 1).
Figure 5. Recorded video of testing phase
Measurement

Figure 1. No visual
cue condition

Figure 2.
Anticipatory
visual cue
condition

Cognitive load while watching the instructional animation
and the learning performances at first and second attempt
were measured. Cognitive load was measured by dual-task
method and participants’ self-report. The learning
performances were measured by accuracy score and time
required for accomplishing task.

Figure 3.
Trajectory visual
cue condition

Cognitive load

To assess the participant’s cognitive load while watching
the instructional video, dual-task methodology was used. It
can be viewed as a direct and objective measurement of
cognitive load [26], and it has a possibility to assess
cognitive load during the learning process [27]. While
carrying out a primary task, participants are asked to fulfill
the secondary task (an additional task that shows cognitive
load). The response speed is assumed to reflect inversely
cognitive load imposed by the primary task [28]. In this
experiment,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press ‘space bar’

Participants

33 undergraduate students (19 females and 14 males) were
recruited at Sungkyunkwan University in Korea.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condition. To
motivate participants to perform the task as accurate as they
can do, the experimenter informed that those who perfectly
assemble the Lego blocks at the first attempt will be given
₩ 5,000 as a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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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y notice color change of letter ‘A’ on the screen.
The response time was measured (see Figure 4).

showed that the two different types of visual cueing (both
anticipatory and trajectory) have marginally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performance (accuracy score).

Accuracy score

Nevertheless,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is study. First,
the process how the visual cues enhance learning
performance was not clearly proved because, according to
the experiment, the amount of cognitive load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onditions. Mayb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gnitive load could not be properly
measured. During dual-tasking time, some participants
could not respond to the secondary task because overly
concentrated to the anim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ir cognitive load was so higher than others
because it also could be related to each person’s multitasking ability.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how visual
cue affect learning performance more clearly, it would be
helpful to measure cognitive load through more various
measurement (e.g., brain activity measures using fMRI).

A participant got 0.125 point for putting each of the 8 Lego
bricks in the exact position. The score ranged from 0.000 to
1.000 points.
Time on task

The time required for accomplishing the manipulative task
was measured. The participants started to perform the Lego
manipulative tasks, when given the audio sign from the
animation. The experimenter measured the time through
recorded video.
RESULTS

A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ffect of visual cueing. The effect of visual
cueing on accuracy score was marginally significant for the
three conditions [F(2, 30)=3.19, p=.055]. Post-hoc
comparison using the LSD showed that the mean of
accuracy score for no visual cue condition (M=0.33,
SD=0.24)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nticipatory
visual cue (p=.037, M=0.56, SD=0.23) and trajectory visual
cue condition (p=.037, M=0.56, SD=0.26).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nticipatory visual
cue and trajectory visual cue condition. Also, there was a

Second, there are some remaining questions regarding the
difficulty of the procedural-manipulative task used in this
study. In fact, the Lego tasks were not that demanding,
comparing other procedural-manipulative tasks in the real
educational fields (e.g., assembling a machine, operative
surgery, etc.). It is doubtful if the results could be
identically applied. When it comes to higher level tasks, the
effect of visual cueing could become salient or diminished.
Therefore, this experimental study needs to be replicated in
various contexts.

significant difference in time on task at p≤.05 level
(p.=0.37). Post-hoc comparison using the LSD showed that
the mean of time on task for trajectory visual cue condition
(M=148.64, SD=50.91)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
visual cue (p=.04, M=103.73, SD=52.57) and anticipatory
visual cue condition (p=.018, M=95.09, SD=43.066).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dual-task response time
between three groups. Therefore, hypothesis 1 was partially
supported and hypothesis 2 was not supported.

So far, this study reviewed the effect of visual cue to
complement the transient information effect. Through
comparing the different types of visual cueing, this study
suggested some visual design strateg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structional animations in context of 3D
virtu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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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이용한 일상 생활 맥락에서의 감각적 경험에 관한 연구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To Young(投影)을 중심으로Study on sensory experiences in everyday life contexts using shadow
- Focusing on Interactive Media Art To Young (投影) 이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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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art is to give hope to the
ordinary people who don’t have time to spare.
We design their sensual experience in the
background of the office space which they
spend the most time.

요약문
누구나 한 번쯤은 그림자 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다.
투영은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그림자
놀이에서 영감을 얻었다.
작품은 삶의 여유를 잊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젊은 현대인들의 개인적인 공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Users can interact with a common object on a
desk in real time with the motion graphic
projected to their shadow. It results in visual
pleasure to work. Especially we made Kinect
recognize
users’
location
and
action.
Additionally we used sensors of Arduino to
measure an awareness of users accurately.

사무공간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평범한 사물들과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그림자에 모션 그래픽 영상을 투영했다.
이를 통해 작품에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키넥트를
사용해
사용자의
위치와
동작을
인식하도록 개발했다. 또한 아두이노도 함께 사용해
센서들로 사용자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자 했다.

‘To Young’ would offer users with sensual
experience by combining a technology with an
art. The existing installation art and video art
using a shadow factor as artificially natural
objects has not been enough to sympathize with
users. However ‘To Young’ intends to
overcome the existing limitation of passive
shadow. ‘To Young’ is different with the point
that user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work
making each of the users’ stories.

투영은 기술을 예술에 접목해 사용자에게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기존 그림자를 활용한
설치미술과 비디오 아트는 그림자가 하나의 인공적
자연물로서 관객들과 교감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했다.
하지만 투영은 기존 그림자라는 객체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존
작품들과의 차별 점이다.

주제어
Interactive
Contents

ABSTRACT

Media

Art,

User

Experience,

All about once experience shadow plays. ‘To
Young’ has gotten an inspiration which comes
from interactive media ar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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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이름을 보면 영문 ‘To Young’과 한문
‘投影’이 함께 병기되어있다. 이는 작품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1. 서론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림자 놀이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림자 놀이는 신체나 사물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어 빛을 비추어 생기고 노는 행위이다.
(주유빈, 2012) 투영은 그림자 놀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다. 투영은 기존의 자연적인 콘텐츠가
내재되어있는 퍼블릭 아트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디지털 퍼블릭 아트의 중간 지점에 있는
작품이다. (정면주, 2011)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는
관객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의 한 장르다.
(2012, 강지영)

첫째, 영문 To Young 은 작품의 주 배경인
사무공간에 있는 20~30 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한문으로 본 ‘投影’은 다음과 같은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1. 물체의 그림자를 어떤 물체 위에
비추는 일. 또는 그 비친 그림자, 2. 어떤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해석, 판단, 표현 따위에 심리 상태나
성격이 반영되는 일. (네이버 국어사전 발췌)
두 의미를 미루어보아 본 작품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 To Young(投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 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의
심리를
그림자라는
매개체에
투영함으로써 평범한 일상 속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다.

본 작품은 컴퓨터 기술 기반으로 제작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다. 그렇기에 작품과 관객의 인터랙션
간 사용자의 경험도 고려하고자 했다.
작품을 통해 삶의 여유를 잊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다. 젊은 현대인들의 개인적인
공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의 공간에서 찰나의 시각을 통한 경험일 지라도
사용자에게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험이다.
(2014, 김진우)

사무 공간을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렇다.
2014 년 뉴스 보도에 따르면 OECD 통계에서
한국의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4, SBSCNBC) 한국의 20 ~
30 대들은 취업, 승진 등 저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 사무 공간은 20 대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꿈의 공간이기도 하고
30 대에게는 생존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미학자 아서 단토는 이런 말을 했다.

본 작품에서 관객들은 이러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인 사무실 공간에서 뜻밖의 시각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곁에 있는 모든 사물을 보며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발전해온
현대 미술의 영향이 크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
“오늘날 예술은 우리 곁에 있다.”

“액자가 사라지자 모든 것은 예술이 되고 예술은
또한 모든 것이 된다. 예술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예술이 되었다.

사무공간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평범한 사물들과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그림자에 모션 그래픽 영상을 투영했다. 이를 통해
작품에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키넥트를
사용해
사용자의
위치와
동작을
인식하도록 개발했다. 또한 아두이노도 함께 사용해
센서들로 사용자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자 했다.
투영은 기술을 예술에 접목해 사용자에게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기존 그림자를 활용한
설치미술과 비디오 아트는 그림자가 하나의 인공적
자연물로서 관객들과 교감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했다.
하지만 투영은 기존 그림자라는 객체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존
작품들과의 차별 점이다.

그림 1. 마르샬 뒤샹, 샘 1917 년작
어느덧 마르쉘 뒤샹의 작품 샘이 대중에게 알려진
지 98 년이 되었다. 당시에는 그저 하나의
소변기였다. 하지만 현재는 하나의 레디메이드
작품으로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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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아티스트의 백남준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2.2. 관련 작품 분석
그림자 자체와 그림자 놀이를 활용한 작품을 분석해
보았다. 오늘날의 미디어 아트는 더 이상 작가는
만들기만 하고, 관람자는 눈으로만 보는 단 방향
적인 소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람자도 직접 작품을 상호작용하여 작품이
완성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기존 작품을 분석할 때 미디어 아트뿐 아니라
그림자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들을 분석했다.
관객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보며 그림자를 통해 재미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그림자 아트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림 2. 백남준, TV 침대
다수의 TV 를 사용한 이 작품은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다. 처음 관객이 작품을 보았을 때 이질감을
느끼겠지만 이내 익숙한 사물을 통한 작품을 보며
기존 회화에서 느낄 수 없던 감각적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2.1 몽상비행(夢想飛行)

백남준 작가는 이런 말을 했다
“미술과 테크놀로지에 함축된 진짜 문제는 또 다른
과학적 장난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진보하는 테크놀로지와 전자 매체를 어떻게
‘인간화’하는 가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작품 To Young(投影)은 극한의
시각적 요소로 사용자에게 경험하게 하는 작품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림 3. 몽상비행,(夢想飛行), 2012
https://youtu.be/RYriFiWC6SA

2. 본론

몽상비행은 투영 작품을 만들기 이전에 선행으로
제작했던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 끝 없는
자유와 도전을 향한 신화 속 이카루스의 비극적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끝 없이 높은 하늘을 향한
관객의 날갯짓은 자기 자신의 자유로움과 또 다른
삶을 추구하려는 절규이며, 최후에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면서 관객은 이카루스의 날개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vvvv 로
개발을 하고 키넥트를 통해 사용자의 손동작이
인식된다. 사용자가 팔을 흔들어 날갯짓을 하면
앞에 있는 그림자는 하늘을 향해 날라 간다. 하지만
이카루스 이야기와 같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한계가 있는 작품이다. 몽상비행 작품을 제작하며
키넥트 센서의 정밀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2.1 관련 개념
본 작품의 두 가지 키워드는 그림자, 그리고 미디어
아트다.

2.1.1 그림자, 그림자 놀이
물리적인 그림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빛이
지나가는 곳 위에 물체가 있을 때 생기는 부분을
말한다.
그림자 놀이는 신체나 사물을 이용해 모양을 만들어
빛을 비추어 생기고 노는 행위다. (주유빈, 2012)

2.1.2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
최근 센싱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전 뉴
아트와 다르게 사용자들의 체감할 수 있는
조성되고 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의 한 장르다.
강지영)

미디어
환경이
관객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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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통해서 사용자 인식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
꼭 최신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다수의 사용자가 작품에 참여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준 사례다.

2.2.2 그림자 정원

2.2.4 동굴 속의 동굴

그림 4. 그림자 정원 작품 사진
그림 6. 동굴 속의 동굴, 이예승

그림자
정원은
미국
마인
컨트롤(Mine
Control)에서 만든 작품이다. 몽상비행 작품과
다르게 그림자 정원은 사용자의 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기계간의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작품 속의
나비는 스크린에서 사용자의 그림자를 배회하며
날아간다. 그리고 사용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내
나비 객체는 사용자에게 앉아서 머무른다.

동굴 속의 동굴은 설치 미술 작품이다. 일상의
사물을 혼돈스러운 열거(Chaotic enumeration)를
통해서 또 다른 객체로써 재해석을 했다.
혼돈스러운 열거는 겉보기에 뚜렸한 상호 관계도
나타나지 않게끔 의도적으로 사물을 조합했을 때
나오는 상황을 말한다. (1945, Spitzer, L.) 작품 To
Young 도 동굴 속의 동굴 작품과 같이 공간 구성을
할 때 혼란스러운 열거를 통해 생기는 그림자를
이용해 가상 공간 속의 놀이동산을 만들었다.

이는 사용자가 그림자 놀이를 하며 자연물이 되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가
사용자와의 소통에 있어 동적인 동작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다.

2.2.5 Water Shadow four seasons

2.2.3 어울림 미디어아트 그림자 전시

그림 7. Water Shadow four seasons, 김창겸
Water Shadow four seasons 작품은 설치 미술
작품이다. 프로젝터가 물을 담는 그릇에 빛을
투영하여 마치 물이 있는 듯한 느낌을 사용자에게
준다.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투사 하여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재감을 준 작품이다.
그림 5. 어울림 미디어아트 그림자 전시
어울림 미디어 아트 그림자전은 2008 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전시다. 사용자 인식 율이 좋은 키넥트가 보급되기
이전의 작품 전시다. 그렇지만 프로젝션 매핑과 웹
캠을 사용해 작품과 관람객의 상호 작용을
성공적으로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좋은 전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키넥트는 설계 구조상 인식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 하지만 웹 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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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Young 은 좁은 사무 공간에서 쉬운 구동 과정을
통해 감각적인 사용자 경험을 주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이다.

2.2.6 Woodland Wiggle

또한 일상 속의 예술의 구현이 본 연구의 가장 큰
목표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사무실을 배경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책상의 그림자는 벽면에 드리워지고 관객의
실루엣을 통해 비친 그림자들은 살아 움직인다.
작품 투영은 개인의 내면에 있는 보편적인 환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실제 투영된 그림자와 프로젝터를
통해 만들어진 그림자가 혼재되고 관객은 그와
인터랙션하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림 8. Woodland Wiggle, Chris Oshea

3.2. 연구와 방법 및 기간.

Woodland Wiggle 은 영국 Royal London
Hospital 의 어린이 병동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와 스토리텔링이 조합된 어린 환자들의 심리,
운동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치료공간이다.
시각적으로 작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사용자가 몰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사례다.

본 연구는 실제 작품 제작을 통해 이루어졌다.
To Young 은 실시간으로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작품이다. 작품의 비치된 친숙한 사물을 통해
사용자가 작품과의 라포를 줄이도록 했다. 작품은
이미지, 음악 등의 매체를 이용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실제 관객들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2013 년 5 월 24 일 ~ 26 일 3 일 간 서울 시립
경희궁 미술관 제 2 전시실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했다.

앞서 본 그림자를 이용한 설치 미술과 비디오
아트를 분석해보면 작품 속에 그림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림자가 하나의 작품과의 교감의 수단이
되지 않고 하나의 인공적 자연물로서 작품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3.3 제작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작품 To young 은 그림자라는 객체를
이용하여 혼란스러운 열거가 되어있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그림자를 통하여 교감을 이루어 내도록
하였다.

Kinect for windows, Arduino Uno, vvvv, Adobe
Products, Mini projector.
기존 키넥트 360 보다 인식율이 높은 키넥트 윈도우
버전을 사용했다.

특히, 놀이동산을 모티브로 배경을 설정하여
사용자들에게 디지털 유희를 전달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작품을 경험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작품제작 시 중점으로 두었다.

Arduino 를 통해서는 간단한 I2C 통신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터 및 모니터를 컨트롤하고,
시리얼통신으로 vvvv 와 아두이노를 동기화 하는
작업을 실행했다.

3. 연구 방법

이러한 기기들의 컨트롤은 vvvv 상에서 프로그래밍
되었다. 또한 vvvv 에서 미리 작업해둔 영상이
상황에 따라 재생 및 반복하게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인터랙션을 하게했다.

3.1. 연구 목표
미학자 존 버나드는 “오늘날 예술은 더 이상 예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음을 맞고 있다. 변기와 박스 넥타이와 침대
만화와 사진 한편으로는 범상한 모든 것이 예술이
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은 모든 것이 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 사용된 vvvv 란 물리적 인터페이스,
실시간 모션 그래픽, 많은 사용자들과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디오 및 비디오로 큰 규모의
미디어 환경 등을 다루는데 용이하게 디자인된
프로그램이다. Max/msp 와 유사한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래밍적 지식이 부족해도 직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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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적인 면에서 사용된 툴로써는 Photoshop
CS5, After Effct CS5, Illustrator CS5 를 사용하여
2D 작업부터 위치값 변화 등을 통한 모션동작을
주어, 사무실의 배경일 때 보통의 전화기와 펜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 등의 일반적인 사물에서
놀이기구로써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져 있다.

4.2 그래픽 디자인 요소
작품의 디자인 면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관람자가 작품에 참여하기 전, 일반적인
사무실 공간에 배치된 사무실 용품들의 공간적
위치이다. 사무실의 느낌을 표현함을 동시에 사무
용품들의 그림자로 구현되는 또 다른 세계인
놀이공원의 느낌도 낼 수 있어야 한다.

4. 작품 구현

다양한 배치도를 제작해 본 후, 최종적인 배치도는
정돈된 사무실의 느낌보다는 조금 어지럽혀진
사무실을 만들게 되었다.

4.1. 작품 구동 알고리즘

혼돈스러운 열거를 통한 배치는 그림자 실루엣을
기초로 만드는 작품에 다양성을 주었다.

그림 11. 그림자 배치

그림 9. 작품 하드웨어 구성 - 1

두 번째 요소는 기본 사무실 용품에서 놀이공원의
느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는 가 이다. 사무실의
느낌은 2D 의 그림자만 만들어내면 되지만
놀이공원의 느낌은 3D 로 동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야 했으므로, After Effect 를 사용하여 기본 위치
값의 변화를 통해 활동적인 놀이공원의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4.3 프로세스
작품은 총 4 단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10. 작품 하드웨어 구성 - 2
본 작품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그림 9,
10 과 같다. 두 개의 컴퓨터에서 구동하는
vvvv 프로그램으로 각각의 정보를 주고받는
arduino 를 제어한다.
그림 12. 프로세스 - 1

관람자가 책상 앞에 위치했을 때 실루엣에 따라
인터렉션을 주어 작품으로 프로젝터 1 에서 사전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맵핑하고, 프로젝터 2 에서
실제그림자를 생성한다. 프로젝터를 2 개를 이용한
이유는 사진, 영상 촬영에서 사용하는 조명 기법 중
Key Light, Fill Light 를 응용했다.

관객이 없을 때 작품은 그림 12 와 같이 설치된
일상의 사무실 소리와 사무실 환경이 구성되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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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프로세스 - 2
이후 관람자의 위치정보가 작품 안쪽 설정된
범위에서 키넥트를 통해 읽혀지면 그림 13. 과 같이
작품에 투영되는 관람자의 그림자가 음영이
반전되어 관람자의 실루엣 내에서 상상의 공간인
놀이공원이 투영되어 재생되고 서정적인 음악으로써
시작을 알린다.

그림 14. 프로세스 - 3
그림 16. 전시 중 사용자 인식에 따른 작품의 상태
https://youtu.be/PZ5utHS5uZY
그림 16 은 작품이 실제 구동된 전시 공간에서의
모습이다.

그림 14.는 관람자가 행동을 통해 볼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표현 한 것이다. 관람자는 본인의 실루엣의
움직임이 따라 정해진 범위를 볼 수 있고, 그
안에서는 단순한 놀이공원 배경이 아닌, 실제로
활동적인 느낌의 놀이기구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배치된 사무용품의 그림자를 기반으로
하여 놀이기구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서정적인 음악에서 놀이공원의 기구소리와 아이들의
소리와 함께 시각만 아닌 청각적인 효과도 함께
나타내 줌으로써, 놀이공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5. 결 론
5.1 사용자 반응
3 일간 200 여 명의 관람객이 직접 참여했다.
관찰결과 남,녀 모두에게 관심이 가고 참여해보고
싶은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상평을 해주었다.
관람자가 움직이는 대로 작품 안에 보이는 그림자
에 신기해했지만, 그 안에 투영된 놀이공원의
세상과 사물의 그림자들이 어우러지는 결과물에 큰
흥미를 보였다.
하지만 작품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키넥트가 사람을 인식하는 범위를 잡아주어야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관객들은 설명이 없을
경우 어디에 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반응하는지
즉각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하지만 설명과 함께
관객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점에 있어서, 연구의 작품이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 프로세스 – 4
그림 15. 은 관객이 작품을 보고 나간 후 이전의 상태로 초기
화 하는 것을 보여준다.

본 작품은 좁은 공간에서도 일상의 사물에 예술을
접목하자는 목표가 있었다. 사물과 어우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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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그림자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 강지영. (2012).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작품에서의 관객반응에 대한
사례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23, 1-8.

5.2 부족한 점 및 향후 보완점

4. [삶은 통계] 우울한 한국..'직장인 스트레스'
OECD 1 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
rticleId=10000625806

본 연구는 일상 생활 맥락에서의 감각적 경험에
관한 연구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구현에 있어서도
일상 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무도구를 주로
사용해 제작했다. 그렇지만 관찰이 행해진 곳은
일상 공간이 아니라 전시장이었다. 전시장의 특성상
관객들이 작품을 체험했지만 작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다.

5. 네이버 국어사전, 투영 검색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
id=39794400
6. 김진우 (2014). 경험 디자인. 안그라픽스

향후에는 사용자의 작품을 통한 감각적 경험 측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장이 아닌 일상 생활
공간에서 작품을 구현해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전시장이라는 공간적 특성에서는 일상생활의 맥락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정량연구를 사용해 사용자들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이용을 통한 감각적 경험 측정해보고자 한다.

7. Spitzer,
caótica

(1945). La enumeración
en la poesía moderna:
traducción de Raimundo Lida (Vol. 1).
L.

Imprenta y casa editora Coni.

또한, 작품 공간 설계 시 키넥트의 인식범위에 대한
설정과 그 범위 표시를 자연스럽게 작품의 일부처럼
공간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관객에게 작품에
참여를 권유하여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작품의 항상성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품 구동까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등
동선이 깨지는 경우가 잦아졌고 이러한 점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사사의 글
본 과제(결과물)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CAC15113) 인
연세
사물인터넷 UX 아카데미로부터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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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경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품, 서비스
혁신을 일컫는다.[1][2] 현재 가장 많이 예견되고 있는
파괴적 혁신 제품은 자율 주행 자동차 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란, 인간의 운전 없이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3] 현재 Google, Apple 등 세계
선도적 기업에서 기술 개발에 앞다투어 노력 중이며
많은 부가가치 창출과 많은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4]
본격적인
상용화는 2020 년 이후이며 IEEE 의 경우
2040 년경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전세계 차량의
7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5]

요약문
자율주행자동차는 가장 주목 받는 미래의 혁신 제품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는 기술적
시각에 치우쳐 있었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인간 중심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하나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자동차 경험을
좀더 즐겁게 만드는 디자인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룸미러를 표정이 있는 대화형 에이전트로 만들어
운전자뿐 아니라 운전자와 다른 탑승자의 경험을 보다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대화형 에이전트의
동반자적 고려와 그 위치 고찰에 대한 함의가 있다.

무인자동차가 도입되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잉여시간/잉여공간에 대한
인간의 경험이다. 기존의 자동차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경험은 주행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무인자동차의 등장으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게
되는 순간 자동차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다.

ABSTRACT
Autonomous vehicle is the most noteworthy
innovative product nowadays. However related
researches were conducted on engineering
perspective until now. This study comes at
autonomous car design from human centered
perspective and suggests a concept design that
makes a car as a companion. We focus on
room mirror that makes driver feel it as an
embodied conversational agent so as to give a
pleasant companion experience. It has an
implication for the physical presence of ECA
in autonomous car domain.

그러나 현재까지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기술 중심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시스템, 비전, 센서, 통합 관제 시스템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구현을 하는데 주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6] 그러나 이런 기술 중심적인 접근은 정작
사용하는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는 주목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 만약 인간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좋은 경험을 받지 못해 유용하지 못할 수 있다.

주제어

본 연구는 자율 주행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험에
있어서 사람이 그 탑승의 경험을 보다 즐겁게 느끼기
위한 디자인을 제한한다. 이는 Benyon 의 앞으로의
HCI 가 HCR(Human Companion Relation)로
진화하는 것이라는 논의[6] 위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가 동반자로서 경험되는 특히 즐거움을 주는데
특징이 있는 존재로 경험될 수 있는 디자인을

자율 주행 자동차, 대화형 에이전트, 경험 디자인

INTRODUCTION
HCI/UX 분야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은 산업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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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였다. 이럼으로써 미래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의 공간으로
디자인 되는데 선행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

운전자는 궁극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거울을 통해 나타나는 표정이나
목소리는 정서적인 친근함을 불러일으키며 때때로
눈맞춤을 통해 차에 탄 사람은 진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을 더욱 잘 이을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METHOD
 즐거움을 주는 동반자 경험 속성 탐색
먼저 즐거움을 주로 주는 동반자의 속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대학생 3명으로 구성된 Pilot FGI를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아직 현실에서 동반자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 제한 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동반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의 경험을 주로 이야기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 기억을 공유하는 대화
능력이 가장 다수로 언급되었다. 그밖에 속성으로는
유머 감각, 취미 활동의 공유, 호감적 외모 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일명 ‘수다’ 능력이 즐거움을 주는
동반자로서 가장 핵심 되는 속성으로 도출하였다.

DISCUSSION
현재 이 연구는 구체적인 프로토타입을 기획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또한 대화형 에이전트 기술의 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의
한계가 있을 시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대화형 에이전트를
자율 주행 자동차 도메인에서 다루어 그의 물리적
실체에 대해 다뤘다는 의의가 있으며 실용적으로도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디자인에서 잘 고려되지 않았던
룸미러에 대한 재인식을 제공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동반자의 물리적 실재 부품 선택
즐거움을 주는 동반자의 주요 속성을 수다라고 도출한
뒤 이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시켰다. 자율주행
자동차라 할지라도 근본적인 공간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이동 중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 우리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 대화형
에이전트가 실제적으로 동반자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 실재감이 높아야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에 삽입되는 부품들을 목록화하였다.
룸미러가 운전 모드일 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지만
자율주행 모드일 시 필요하지 않게 되는 부품이라는
점,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울을 자주 보게 된다는 점,
전방 유리와 같이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는 점,
운전자 자리와 뒷자리의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치는
매개라는 점에서 룸미러를 대화형 에이전트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부품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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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홈 기능 발굴을 위한 사용자 생활 패턴 연구
: 직장인 아침 활동을 중심으로
A Research of User Lifestyle for Excavating the Smart Home Features
서제환
Jehwan Seo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GSCST, Seoul National Univ.
sjh2506@snu.ac.kr
We pulled out the insight by finding regular or
specific behavior patterns of office workers’
morning; from waking up till going to work.
The experiment shows that office workers’
morning behaviors were very routine and
familiar. From the discovered facts of this
paper, we found tha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mart home is rather than
approaching from technical side for controlling
electronic devices at home but it is more
about analyzing life patterns of target users’
targeted time of the day.

요약문
지금까지 스마트 홈의 발전은 기술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즉 스마트 홈의 목적은 가정 내 전자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사용자가 그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Eco system 을 만드는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 측면이 아닌 사용자
행동 조사를 통해 스마트 홈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려 한다. 특정 타겟층(직장인)의 특정
시간대(기상 후 출근 전까지) 활동을 조사하면서
발견된 특징적인 활동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려 하였다.
인터뷰와 인터뷰 사전조사 자료를 토대로
직장인들의 아침 활동의 패턴을 파악하였다.
직장인들의 아침 활동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이며
1)대부분의 행동들은 Cognitive load 가 많이
걸리는 의식적 행동보다는 몸에 익숙하여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행동들로 이뤄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Single, Non-single type 의
사용자들의 아침 활동 패턴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직장인들의 아침 활동 패턴은
매우 일상적이며 시간을 타이트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아침 활동 중에
정보기기 사용의 목적은 기상을 위한 알람 기능의
사용과 밤 사이 도착한 메시지 및 메일, 최신 SNS
정보 및 뉴스 그리고 날씨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이는 사용자들의 아침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정보 습득 욕구는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우회적으로
라디오 or TV or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Case 로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스마트 홈, 사용자 중심, 아침 활동 패턴,
Cognitive load, 환경 맥락, 사용자 요구

소개
스마트 홈의 광의의 의미를 알아보면 간단하게
스마트 홈은 자동화를 지원하는 개인 주택을
말한다.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면 인텔리전트
빌딩의 각종 자동화 기법(조명이나 온도 제어,
문과 창 제어, 보안 시스템 등)은 가정 자동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널리 쓰이는 홈
네트워킹도 스마트 홈을 대변할 수 있는 용어이다.
가정 내 다양한 정보기기들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가정 내부에서는 정보가전
기기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하고 외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상호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앞으로의
스마트 홈의 발전 방향은 집안의 전자 기기들을
컨트롤하는 측면이 아니라 특정 타겟층의 특전
시간대의 생활 패턴 분석 기반이 되어야 함이라
주장할 수 있다.

1

스마트 홈 의 발전은 193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the World’s Fairs 에서 현대의 가정
자동화가 시작되었고 1966 년에는 짐 서덜랜드는
ECHO IV 라고 하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개발을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다. 최초의 wired
Home 용어가 1960 년대에 나타났고 1984 년에

ABSTRACT
In this paper, we research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mart home, not based on the
technology but on the user behavior research.

1

스마트 홈의 정의 및 역사:

http://en.wikipedia.org/wiki/Home_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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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 건축가 협회에서 Smart House 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미국 ABI 리서치에
따르면 2012 년 기준으로 150 만 가구에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7 년까지 800 만 가수 이상이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기 제조 업체들이 제공하는 스마트 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현대의 스마트 홈의 발전 방향을 더 알아보면
집안의 있는 전자 기기들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있고 사용자는 전자 기기를 스마트 폰
또는 스마트 TV 또는 허브 컨트롤러로 모든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집이 가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홈 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사용자의 행동을
센싱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알아서
구현해주고 사용자가 위치하지 않은 곳이나
사용자가 집 안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자 기기를
전원 오프하는 기능들 그리고 사용자가 집
밖에서도 전자기기를 컨트롤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집 안으로 들어옴을 인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전자기기의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스마트
홈은 개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사용자의 환경 맥락
파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것이다.
사용자가 언제 집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지 특정 시간대 별 스마트 홈의 기능은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어떤 사용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특정
타겟층에 맞는 스마트 홈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3

그림 1. 산업계의 스마트 홈 개발 방향

첫 번째 간편한 통합 기기 제어 측면에서 통합
앱으로 개별 또는 여러 가전 제품을 한번에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능으로는
멀티 제어 즉 상황 별(외출, 귀가, 영화, 취침)모드
별 세부 기능들을 실행하게 하였고, 가전
기기들(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로봇 청소기,
램프)의 개별 제어를 통해서 냉장고는 냉장실
냉동실 온도 설정 및 필터 체크 기능을 부여하고
세탁기 원격 제어 및 동작 현황을 체크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원격으로 로봇 청소기와 에어컨을
제어하는 기능과 더불어 램프 등의 조명을
제어하는 기능들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홈 뷰
라고 하여 가전 제품에 내장된 카메라로 집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메라를 활용하여 집안에 움직임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기기 관리를
스마트하게 해주는 기능으로 가전 제품 필터 교체,
청소 주기, 고장 대처 및 AS 요청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 기능으로는 가전
기기를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채팅 기능을
제공하고 기존 전자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 냉장고 기능에 폰과 TV 기능을
장착한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전자 업체의 경우도
앞에서 언급한 업체의 스마트 홈 특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스마트
홈
발전
방향을
통합기기컨트롤에서
더욱
확장하여[3]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유/무선 전화를 사용해
이웃들과의 영상 통화를 가능하게 하여 가족과
이웃들과 정보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게 하였고,
실내 환경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가족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Wellbeing 서비스를

본 논문에서는 기존 기술 중심의 스마트 홈 구현
측면이 아닌 특정 타겟층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특정 시간대에 집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조사 관찰하였다. 그 예로 일반적인 타겟층으로
직장인을 선택하여 조사하였고, 그들이 아침 기상
후 출근하기 전까지 집 안에서 어떤 행동을 어떤
순서로 얼마의 시간 동안 조사 관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아침 시간의 스마트 홈 기능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통해 니즈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특정 타게층의 특정 시간대에
일어나는 활동들 즉 직장인의 아침 활동을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홈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나아가 사용자의 환경 맥락(타겟층,
시간대)기반으로 스마트 홈의 기능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배경 및 관련 연구

산업계의 스마트 홈 Features(1):
http://www.samsung.com/sec/SmartHome/sHo
me.html

1. 산업계의 스마트 홈 개발 방향
현대 산업계의 스마트 홈 개발 방향은 그림 1 에서
보여지듯이 기술 중심의 발전을 해오고 있다. 가전

3

산업계의 스마트 홈 Features(2):
http://www.lghomnet.com/homnet/intro/homn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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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데일리 생활
정보 및 지역 정보 서비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로 가족과 이웃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산업계의 스마트 홈 개발은 전자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전자 기기들간의 연결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Safety 및 Security 관련하여서는 카메라와 같은
추가적인 기기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

메일 or 메신저 앱으로 전송하였다. 현대의
직장인들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능숙하였기
때문에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1 차 인터뷰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하고자
한 자료는 인구 통계학적 자료(성별, 나이, 직업),
거주 유형 및 Single, Non-single 정보였다[표 1].
그리고 추가로 가정 내 전자기기 보유 현황 및
기상 시간, 출근 시간 등의 정보도 수집을 하였다.

2. 학술적 스마트 홈 연구 방향
스마트 홈의 학술적 연구는 다양한 각도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센서 네트워크를 적용한 스마트 홈
연구[1][2], 상황 인식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홈
연구[3] 등이 있다. 상황인식 시스템의 경우는
생채 신호 모니터링을 통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및 패턴 정보를 기반으로 개개인에게
적합한 스마트 홈 기능을 제공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들의 상황 및 활동들이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모니터링과 정보를 필요로 한다. 즉, 학술적
스마트 홈의 연구 방향을 실제 거주지에 실제
사용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니터링 장비와 데이터를 수집 처리해야 되는
광범위한 서버의 운용을 필요로 한다. 이런 스마트
홈 기능은 다양한 생활패턴을 가지고 다양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광범위한 스마트 홈 기능의
적용보다는 우선적으로 실생활에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사용자 별로 원하는 실재적 스마트 홈 기능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Subj

Sex

Age

직종

거주 유형

거주지

P01

M

33

영업

Single

원룸

P02

M

33

마케팅

Single

오피스텔

P03

M

33

홍보

Non-single

아파트

P04

F

33

마케팅

Single

오피스텔

P05

M

29

연구직

Non-single

주택

P06

F

29

기획

Non-single

아파트

P07

F

29

구매

Single

오피스텔

P08

F

31

인사

Non-single

아파트

P09

M

33

홍보

Non-single

아파트

표 1. 실험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자료

방법 2, 인터뷰
1 차 인터뷰 사전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 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직접 인터뷰
방식과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차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은 크게 2 가지 이다.
첫 번째는 1) 기상 후 출근 전까지 아침 행동
패턴을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얘기하게 하였다.
아침
행동
패턴은
인터뷰
당일
아침을
회상(recall)하여 얘기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진행
시 아쉬웠던 부분은 대부분의 인터뷰가 오후에
진행된 관계로 아침 활동을 회상 하는데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회상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뷰
사전조사에서 조사한 기상 시간, 출근 시간 그리고
아침 준비 시간 자료는 인터뷰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험 참여자가 기술한 아침 행동
패턴들의 각각이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고 그 합을
인터뷰 사전조사에서 기 조사한 아침 준비 전체
시간과 비교함으로써 실험 참여자가 인터뷰 시
생각해 내지 못했던 (빠트리고 애기했던) 활동들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사용자 연구
방법 1, 인터뷰 사전조사
우리는 특정 타켓층이 특정 시간대에 필요한
스마트 홈 기능 발굴을 위해서 1 차 인터뷰
사전조사 및 2 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스마트 기기 활용도가 높은 20~30 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직장인들을
실험 참여자로 모집한 이유는 아침 시간 스케줄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층이고, 일반적인 패턴
속에서 개인별로 갖는 특이한 행동 및 패턴이
존재할거라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2) 아침 활동에서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스마트 홈 기능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특정 시간대(기상 후 아침
출근 시까지의 시간)의 스마트 홈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술을 얻기 위해서 인터뷰
진행 시 먼저 아침 활동을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험
참여자들은
아침
시간의
활동에
있어서

1 차 인터뷰 사전조사는 남자 5 명, 여자 5 명 총
10 명의 참여자로 진행을 하였다. 하지만 여자
참여자 1 명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인터뷰 사전조사 진행을 하지 않아 총
9 명에게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
사전조사 방법으로는 바쁜 현대인들이 참여를
원활하게 돕기 위하여 웹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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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사용자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스마트 홈
기능을 얘기할 수 있었다.

중에서 특이했던 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옷 입기, 가방 챙기기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옷
입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든 참여자들이 5 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답을 하였으며, 가방 챙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1 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이유로는 옷 입기의
경우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입고 가는
옷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전에 입던 대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옷을 골라 입는다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고, 오히려 주말이나 다른 약속을
나갈 때 입는 옷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가방 챙기기의 경우는
항상 챙겨야 되는 물건들이 생각하는 장소에 늘
위치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답변과
함께 그 전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놓아둔 가방을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시간이 몇 분 채 걸리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

분석 및 결과
인터뷰 사전조사 분석 및 결과
인터뷰 사전조사를 통해 Table 1 에서
보여지듯이 실험 참여자의 성별과 나이, 직업 정보
그리고 거주 타입과 거주지 타입 정보를 수집
하였다. 스마트 기기 사용에 친숙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리커트 척도 5 점(매우 동의한다)
기준으로 4.1 로 답을 하여 실험 참여자의
대부분이 스마트 기기 사용에 친숙한 현대의
직장인임을 알 수 있었다. 혼자 사는 참여자가
9 명중 4 명이었고, 가족과 같이 사는 참여자가
9 명 중 5 명이었다. 혼자 사는 참여자들은 원룸 및
원룸 형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과 같이
사는 참여자들 중 1 명(주택)을 제외하곤 모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상 후
출근 전까지 집에서 아침 활동을 하는 시간은 남자
참여자 평균 38 분 (30 분 ~ 40 분), 여자 참여자
평균 56 분 (50 분 ~ 60 분) 으로 여자 참여자들이
남자 참여자들에 비해 10 분 ~ 20 분 정도 아침
시간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아침 활동 패턴 인터뷰 진행 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원인이 밝혀 졌으며,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의 경우 아침 활동 중 머리
손질(드라이) 및 화장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주요 아침 활동(샤워, 옷 입기)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2. 직장인 아침 생활 패턴 시퀀스 다이어그램

인터뷰 분석 및 결과
1. 거주 유형별 아침 활동 순차적 패턴
9 명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본인들의 일상적인
아침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응답을 해주었다.
의문을 가졌던 Single, Non-single 참여자들간의
아침 활동 패턴의 차이는 인터뷰 결과를 통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전자 기기를 통한 정보 습득 행태

3. 스마트 폰을 활용한 정보 습득 행태
인터뷰 참여자 중 8 명은 아침에 항상 날씨 정보를
체크하고 날씨에 맞는 옷을 선택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림 2 에서 보여지듯이 8 명 중 6 명은
스마트폰으로 날씨 정보를 얻었고 날씨 어플 및
날씨 뉴스 영상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2 명의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날씨 정보를 습득하였다. 그 중 1 명인
P02 참여자의 경우는 일어나서 틀어 놓는
라디오를 통해서 날씨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으며,
P06 참여자의 경우는 식사를 하면서 시청하는 TV
뉴스를 통해서 날씨 정보를 얻거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오늘의 날씨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다. P01 참여자의 경우는 샤워 및
양치를 할 때 병렬적으로 날씨 정보도 같이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으로

2. 공통 생활 패턴과 개별적 패턴의 존재
그림 2 에서 보여지듯이 실험 참여자들의 생활
패턴은 스마트 폰 알람 정지, 샤워, 드라이, 화장 및
왁싱, 옷 입기 등의 공통 생활 패턴과 함께 개개인
별 특이한 패턴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P07
참여자의 경우는 출근 전 난방기 타이머를 12 시간
이 후로 셋팅 한다고 답변을 했으며 그 이유는
퇴근 후 따듯한 집에 들어오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다운로드 받아 아침
출근 시 차 안에서 청취한다고 하였다.
스마트 폰 사용 친숙도가 높았던 P08 참여자의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 10 분간 침대에 누워서 SNS
확인 및 최신 뉴스를 본다고 답변을 하였다.
각각의 아침 활동 시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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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뉴스 영상을 틀어 놓고 샤워 및 양치를
하면서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이는
연속적인(Sequential)
아침
활동
중에서도
전자기기의 도움으로 아침 활동을 병렬적으로 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이번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실험 참여자(사용자들)들은 날씨 정보에 민감하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원했지만 실재 인터뷰 결과 아침 활동 패턴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항상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여 버스 정보 및 교통
정보를 알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는 아침
시간에 1~2 분 단위로 도착하기 때문에 굳이 도착
정보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Easy control 기능으로는 “불 꺼줘! 와
같이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음성 명령으로 컨트롤
됐으면 좋겠어요.”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4. 사용자 스마트 홈 요구 사항
실험 참여자들이 아침 활동 시에 원하는 스마트
홈 기능에 대한 답변을 3 가지 카테고리들 중
하나에 대입을 하였다. 두 명의 코더(Coder)가
실험 참여자들이 얘기한 스마트 홈 요구 사항들을
독립적으로 대입한 결과 92.1%가 동의하였고
나머지 동의 안된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여 모든 아이템들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다.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은 3 가지 항목 1)정보
제공 기능, 2)자동화 기능, 3)Easy control
기능으로 나눌 수 있었다.

스마트 홈 요구 사항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사용자들이 실제 원하는 스마트 홈에 대한 요구
사항들과 실제로 아침에 행해지는 행동들의
관련성을 알 수 있었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스마트
홈 기능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생활 패턴 조사를 통해
스마트 홈 기능에 대한 접근을 하였다. 특정
타겟층인 직장인들의 아침 활동 패턴 분석에
초점을 맞춰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재 사용자들이 원하는 스마트 홈 기능과
실재 홈 내에서의 활동들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의 스마트 홈 Design
implication 을 활용해 스마트 홈 기능 발굴 연구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광범위한 스마트 홈 개발의 시작은 본 연구의
접근과 같이 특정 시간대의 특정 타겟층의 홈
내에서의 생활 패턴 분석이 우선 진행 되어야 하며
더욱 세부적인 기능 제시를 위해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 되는 정량적 분석 방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그림 3. 사용자 스마트 홈 요구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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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10.5%)
관련된
요구
날씨(18.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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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어요. “스피커로 소리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와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 사항들이 있었다. 정보 제공
기능 중 날씨와 관련된 요구 사항은 이미 아침
활동 패턴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실재로 원하고 얻고자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통 정보 제공을 많은 참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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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6.2 (2013): 99-114.
2. Basu, Debraj, et al. "Wireless sensor
network based smart home: Sensor
selection, deployment and monitoring."

Sensors Applications Symposium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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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악기연주(TIMP)의 몰입감 향상을 위한
디지털 우쿠렐레 개발
Development of Digital Ukulele for immersion enlargement
of 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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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posed a digital Ukulele which
helps easier but more realistic performance
and taking advantage of the familiarity,
popularity and portability. The developed
digital ukulele prototype has 16 button-LED
pairs to support effective finger positioning
and 4 strings for finger stroking. It also has
MIDI compatibility so that it can play sound
on other devices like smartphone and even
integrated with additional application contents.
Through brief usability study, we got feedback
which showed its convenience in performing
music and advantage of additional contents.
The proposed digital ukulele could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rehabilitation by providing
immersive
experience
with
increased
achievements.

요약문
치료적
악기연주(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TIMP)는 상지 운동장애 재활
에 많은 이점이 있으며 그 효과도 입증되어 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위한 악기는 환자 신체의 제한된
움직임과 환자의 통제력 회복을 고려하여 치료 목적에
따라 창조적 변형하여 사용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악기가 갖는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과
휴대의 편의성을 살리는 동시에, 환자가 보다 쉽게
실감나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디지털
우크렐레를 제안하였다. 개발된 디지털 우크렐레
프로토타입은 운지를 위한 16 개의 버튼-LED 와
스트로크 동작을 위한 4 줄의 스트링을 구현하였다.
또한 MIDI 연결을 지원하여 스마트폰에서 소리의
재생과 더불어 응용 콘텐츠를 연동할 수 있다. 간단한
사용자 피드백을 거쳐 악기 연주가 쉽고 편리하며,
특히 스마트폰 앱 콘텐츠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 등
일부 흥미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자는 악기 재활 치료 과정에서 보다 높은 성취감과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상된 치료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Digital
musical
instrument,
MIDI,
Rehabilitation Therapy

서론

ABSTRACT

뇌졸중은 국내 3 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써, 뇌졸중
환자의 90%는 대뇌 운동영역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한 상지 기능의 장애는 가장 흔한 후유증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전통적 상지
운동장애 재활 치료는 나무블록을 상자에 끼워 넣는
Box And Block Test 와 9 개의 나무 막대 각각의
크기가 맞는 구멍에 최대한 빠르게 맞추어 넣는
방식의 끼워 넣는 방식의 Nine Hole Pegboard

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TIMP) has proven to be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program for motor skill
recovery.
But
Musical
instrument
for
Rehabilitation therapy need to be creatively
modified for therapeutic purpose considering
the limited physical movement of the patient
and necessary recovery of patient’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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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치료는
제한된 콘텐츠와 지루한 패턴으로 인해 재활 치료
효과가 감소하게 되므로, 더욱 효과적인 상지
운동장애 재활의 접근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1, 2]
음악을 이용한 재활 치료 중 신체 기능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신경학적 음악치료(Neurologic Music
Therapy, NMT)는 이미 많은 이점과 효과가
입증되어 있다. 특히 치료적 악기연주(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TIMP)는
신경학적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환자가 즐겁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고, 환자의 재활
치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지
운동장애에 대한 훌륭한 재활 치료 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3-5] 하지만 재활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기존의 일반 악기를 사용할 시 신체적 한계로 인해
소리의 발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치료 시
환자의 통제력 회복을 위해 독립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악기 사용에 부담을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써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악기를 창조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악기를
이용한 재활 치료의 장점을 부각시켜 환자가 재활
치료에 보다 즐겁고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는 동기 콘텐츠 등을 통해 재활의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수단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악기연주를 이용한 재활 치료는 주로 피아노를
이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피아노는 대중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손가락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 환자가 큰 어려움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커다란 부피로 인해 휴대가
불가능 하고, 장소와 비용적 문제로 인한 사용성
저하의 단점이 있다. 반면 기타, 우크렐레 등의
현악기는 환자가 연주하기에는 다소 난이도가 높지만,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중적인 악기로써 저렴하고, 편리한 휴대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시행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효과적인 상지
운동장애 재활치료를 위해 현악기의 휴대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과 반복성 및 섬세한 손가락의
움직임의 이점을 살리고,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음악의 즐거운 경험을 위한
콘텐츠를 결합하여 재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우크렐레 프로토 타입 설계하고 구현 하였다.

프로토타입은 실제 우크렐레의 외형 및 크기와
유사하게 하여 환자가 악기를 사용할 때 디지털
악기가 아닌 실제 악기를 다루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설계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그림 1 과
같이 제작 하였다.
환자가 현악기를 다룰 때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코드의 운지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림 2 와 같이 1~4
플랫 구간의 각 현의 운지 위치에 LED 와 버튼을 함께
배치하여 LED 가이드에 따라 손가락으로 눌러야 할
현과 플랫의 위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6 개의 버튼을 이용하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코드를 운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지털
우크렐레는
7
개의
기본
코드
(C,D,E,F,G,A,B)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4 가지
코드(D,E,G,B)는 그림 3(a)와 같이 한 플랫 안에
존재하게 되어 환자가 운지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위치의 버튼을 눌러 손가락의
움직임 더욱 많이 유도 할 수 있도록 그림 3(b)와 같이
수정하였다.

그림 1. 디지털 우크렐레 프로토타입

본론
그림 2. 코드을 쉽게 운지 하기 위한 버튼과 LED 배치 및
실제로 코드를 운지한 모습

우크렐레는 비교적 크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하고 4 개의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다른 현악기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현악기이다. 개발된 우크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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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우크렐레 연주 시 오른손에 의한 스트로크
인식 기능은 그림 4 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전극에 각
스트링을 접지시킨 후 악기 내부의 MCU 임베디드
보드가 각 스트링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입력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버튼의 입력과 비교하여 해당 하는
우크렐레 음의 MIDI 데이터를 생성한다.
개발된 우크렐레 프로토 타입의 제어와 사운드
재생을 위해 그림 5 와 같이 마이크로
컨트롤러(ATMEGA2560-16CUR, Atmel, USA)가
탑재된 아듀이노 임베디드 보드(Arduino Mega
2560, Arduino, ITALY)와 블루투스 모듈(ParaniESD200, 칩센, 한국)을 이용하였다. 아듀이노는
버튼과 LED 그리고 스트로크 입력을 처리하여
해당하는 소리의 MIDI 데이터를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은 전송 받은
MIDI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크렐레 소리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송 받은 MIDI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가 운지한 코드와 다음 운지 해야 할 코드를
텍스트로써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앱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그림 4. 디지털 우크렐레 스트로크 기능의 구현

(a)
그림 5. 디지털 우클렐레 내부 임베디드 보드 및 블루투스
모듈 및 스마트폰 앱 콘텐츠

결론
개발된 디지털 우크렐레 프로토 타입을 이용하여
우크렐레 등 현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는 일반인과
우크렐레를 다룰 수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제
우크렐레와 비교하는 의견을 물었을 때, 실제 악기와
외형 및 소리가 달라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버튼과 LED 를 이용하여
코드를 운지해 연주하는 방식은 매우 쉽고 편리하고,
또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의
추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흥미를 느낀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자가 악기를 보다
쉽게 연주함으로써 즐거운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과

(b)
그림 3. (a) 우크렐레 4 개 기존 코드 D,E,G,B 와
(b)수정된 디지털 우클렐레 4 개 코드 D,E,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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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지속적인 재활에 참여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재활 치료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발된 우크렐레 프로토
타입을 이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악기의 디자인 및 사용 난이도, 성능확인
등을 테스트 하고 개선사항을 도출 하여 악기로써
완성도를 높이며, 더 나아가 실제 환자의 재활치료에
적용하여 재활 효과가 증대 될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더욱 재활 치료에 집 중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임형 콘텐츠와 더불어 치료자가
편리하게 환자의 재활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원격 시스템 등을 추가하여 악기연주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가적인 기술 개발도 계획되어
있다. 나아가 환자뿐만 아니라 악기를 처음 배우는
일반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콘텐츠로써 개발하여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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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U X 디자인 패턴 체계 개발과 워드프레스 테마
서비스의 U X 패턴 활용에 대한 연구
We b

UX

p a t t e r n s y s t e m a n d Wo r d p r e s s
T h e me t a g s e r v i c e
이현진
Hyun Jhin Lee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
Hongik University, College of Design and Arts
hyunjhin@gmail.com
개발은 용이해졌지만 적절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워드프레스와 같은 CMS 서비스
안에서 목표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테마의
디자인을 검색하고 평가할 수 서비스 체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디자인의 UX
패턴을 체계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워드프레스와
같은 CMS 서비스의 테마 검색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요약문
본 연구는 워드프레스 기반 웹 서비스의 테마 검색
과정에서 사용자 경험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웹 디자인
사용자 경험의 패턴들을 문헌 및 사례를 기반으로 수집,
분석하여 웹 디자인의 UX 패턴 체계를 도출하고, 웹의
UX 패턴 체계를 워드프레스의 테마 검색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ABSTRACT

자료 유형 별 웹 UX 패턴 의 특징

This study focused on development of UX
pattern system for modern web design based on
analysis of literatures and design cases. The UX
pattern system is applied to Wordpress theme
tag service so that users find correct Wordpress
themes in terms of UX perspectives.

본 연구에서는 웹 UX 패턴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웹 UX
패턴에 대한 문헌들과 웹 기반의 웹 UX 패턴 서비스
콘텐츠의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3 년간 웹
트랜드 기사들을 종합하여 웹 UX 관련 키워드들을
수집하였고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구조 체계를
구축하였다.[1][2][3][4][5][6]
선행 연구들의 웹 UX 패턴 특징은 자료의 유형마다 UX
패턴의 기준이 달랐으며, 특히 최근 연구 내용에
가까울수록 웹 UX 패턴이 GUI 표현 중심으로 서술되고,
사용자 니즈에 맞춘 콘텐츠의 구조적 패턴을
찾기보다는 유행을 주도하는 그래픽 패턴에 맞추어
시각적으로 유사한 웹 디자인들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주제어
워드프레스, 웹 디자인, 웹 디자인 패턴, 웹 UX 디자인

웹 디자인과 UX 패턴
디자인 패턴은 어떤 디자인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론으로 크리스토퍼 알랙산더가 건축
디자인의 패턴을 제시한 이후로 소프트웨서 분야와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다 .[1] 특히 디자인 패턴은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 후에 생산성과 효율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웹 서비스는 1991 년 최초의
웹사이트가 등장한 이후 여러 기술 진화 단계를 거쳐
2010 년대에 들어서서는 html5 기반의 웹 표준을
따르는 반응형 웹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작되고
있으며, 콘텐츠 관리 시스템 (CMS) 기반의 웹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모듈형, 즉 패턴 중심의 서비스 개발
프래임웍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구현 중심의 디자인 패턴 (CMS 콘텐츠 모듈)은 사용자
경험 중심의 디자인 패턴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웹

웹 UX 패턴의 체계
문헌 및 사례를 종합하여 도출한 웹 UX 의 패턴 체계는
우선 콘텐츠 (주제) 패턴과 기능 패턴, 구조 패턴의 세
카테고리로 나뉘었다. 먼저, 콘텐츠 패턴은 웹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갖추어져야 할 세부 서비스와 구조를
제시하는 패턴으로 웹 서비스의 업종 별 콘텐츠 구성
패턴이다. 이 패턴은 콘텐츠 주제 유형과 콘텐츠의 형식
유형으로 구성되며, 분류 체계의 깊이가 없이 병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UX 패턴 사이트 서비스나 트렌드
기반 패턴에서는 콘텐츠 패턴을 다루지 않으며, CMS
서비스에서는 1 차적인 분류 카테고리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두 번째, 기능 패턴은 크게 웹
서비스에서 소셜 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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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기준으로 사용 기능이 달라지며, 그 외 검색이나
콘텐츠 표현 양식의 패턴을 제공한다. 기능 패턴의
경우는 웹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성을 좌우한다기
보다는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어
CMS 시스템에서는 기능 패턴을 추가 플러그인(PlugIn)으로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UX 구조 패턴은 CMS 서비스의 구성 모듈과
가장 관련이 깊으면서 그 체계가 혼란스럽고 불분명
했던 패턴으로 이들을 계층 구조로 종합하면 표 1. 과
같다.

구조화가 이루어진다. 3 차 구조는 각 구조 범위내의
구성 요소, 4 차 구조는 구성 요소의 구현 방법으로
정리되었다. GUI 는 2 차 구조에서 사이트와 페이지로
적용 범위에 따라 분류하고 3, 4 차 구조도 사이트
구조의 기준과 같게 체계화하였다.

워드프레스 테마 검색 태그와 웹 UX 패턴의 연계
워드프레스의 콘텐츠 모듈은 워드프레스 콘텐츠의 파일
시스템을 반영하며, Index, Header, Footer, Sitebar,
Single 과 같이 파일 명과 코드 구조가 템플릿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 모듈은 디자인의 차별화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워드프레스 테마의
디자인을 정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색 태그를
제공함으로써 테마 디자인의 속성을 관리하고 있다.[7]
이러한 워드프레스 테마의 태그 체계를 웹 UX 패턴과
비교한 결과, 워드프레스의 테마 태그는 콘텐츠와
GUI 편향적인 디자인 속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제공하는 테마 검색으로는 웹 사용자 경험의
속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테마를 정의하거나 검색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표1 .웹 서비스의 U X 구조 패턴 체계
1차
2차
3차
4차
구조
구조
구조
구조
Site

Layout

Page

Data
Presentation

구조
Inter-action
Form

Navigation

Type

Bar position

GUI

Site
Style

Page
Style

Visual
Transition
Navigation
style
Visual
Element
Media
Typography

Theme
Layout Grid
Mobile
List
Table
Image
Align
Map
Scrolling
Etc.
Recognition
Mouse Action
Blank/ Write
Selective
Input
Assistance
In Content
Search
Menu
Sitemap
Pagination
Fixed
Hidden
R/L/ Top
Mood
Color/Texture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웹 UX 디자인의 체계화된 패턴 구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워드프레스와 같은 테마
템플릿 기반 디자인에서 사용자 경험을 증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개발된 웹 UX 패턴
체계와 워드프레스 테마 검색의 태그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자 경험 중심의 워드프레스 테마 검색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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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큘러스 유틸리티 기반의 3 차원 실사 배경의 대화형

요약문

가상현실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본 연구는 실사 영상을 기반으로 3 차원 가상현실 콘텐츠를

ABSTRACT

제작하는 공정을 구축한다. 이는 실제 배경을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3 차원 가상현실 콘텐츠가 제작되는 과정을

This study designs 3D virtual reality contents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를 통해 실사 영상 기반의

production pipeline based on photographic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고자

images. This is process divided step by step

한다. 우선, 실제 배경으로 사용될 영상을 어안렌즈와 디지털

from taking real background to producing 3D

카메라를 이용하여 360 도 전 방향으로 촬영한다. 그리고

virtual reality.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촬영된 영상의 특징점 검출, 대응관계 분석 그리고 영상

whole flow to produce virtual reality contents

스티칭을 통해 구면 파노라마 영상을 제작한다. 본 연구는

based on photographic image. First, we shot

위의 과정을 PTGui 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제작한다.

360 degrees of the real background using a

마지막으로 제작된 파노라마 영상을 이용하여 Unity3D 와

fish-eye lens and a digital camera. A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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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s spherical panorama image through

세계시장 규모는 2020 년 약 100 억 달러 이상으로

feature-points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detection,

correspondence

analysis and image stitching. This study suggests

이러한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은 사용자들이 간접적으로

efficient way of using PTGui about this process.

즐기던 경험을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Finally, it is implemented efficiently 3D interactive
virtual

reality

contents

of

확대시켜줌으로써 콘텐츠의 범위와 표현력을 증가시키도록

real-background

한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를 이용한 가상현실

based on Unity3D and Oculus utilities using a

게임인 ‘프로젝트 엑스레이’나 크라이텍의 가상현실 게임인

computed panorama image.

‘Robinson:The Journey’와 같은 콘텐츠들은 가상현실

주제어

게임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다양한

3 차원 가상현실, 실사 영상, HMD

분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시도들이

활발히

서론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가상현실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하드웨어 장비들이 제작, 개발되었고, 최근 가상의 환경이나

연구들로는 모래 놀이에 대화형 3 차원 영상을 투영하여

상황에서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실제 사용자가 모래 놀이 체험에 감각을 각성시켜 몰입감

시간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몰입감을 높여 현실과 상상의

높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연구[2], 가상현실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가상현실 기술이 이슈가

게임에서 자주 활용되는 HMD 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기

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 기술은 3 차원 환경의 게임을

위하여 HMD 와 함께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비롯한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디지털 영상 콘텐츠 분야

몰입도를 높여주는 연구[3]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가상현실

뿐 만 아니라 교육, 관광, 의료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기술 전반에 대한 사용자 성향이나 기술의 차이 등을

활용될 수 있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1].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 그러나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시스템의 환경에 따라 몰입형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연구나 제작 과정 보다는

가상현실(immersive VR), 데스크톱 가상현실(desktop

완성된 결과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반

VR), 원거리 로보틱스(tele-robotics) 그리고 삼인칭

사용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가상현실(third-person VR) 등으로 나눌 수 있다[2].

부족한 상황이다. 가상현실 게임의 경우, 일반적인 게임을

몰입형 가상현실은 HMD(Head Mounted Display)나

제작하는 과정과 거의 흡사하여 무리가 없지만 실사 영상을

데이터 글로브 등의 가상현실 장비를 사용하여 인간이 실제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제작 공정에 대한 단계별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은 감각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흐름을 설명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모바일 환경에서 실사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데스크톱 가상현실은 입체안경이나

영상을

조이스틱 등을 사용하여 체험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 역시 모바일 환경에 국한되어 낮은

몰입감이

해상도로 인한 체감의 제약이 많다.

낮은

시스템이다.

이외에

로봇을

이용하여

기반으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연구[4]들이

가상현실을 표현하거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사용자의

본 연구는 HMD 기반의 대화형 3 차원 가상현실 콘텐츠

모습을 컴퓨터로 만들어내 표현하는 방식 등이 있다. 최근

제작을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 개발이 활발히

영상으로부터 사실적인 3 차원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오큘러스 VR(oculus VR),

전체적인 공정을 단계별로 설명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Hololens)와 같은 몰임감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전제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높여주는 HMD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 가상현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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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영상 촬영
본 연구는 3 차원 가상현실 콘텐츠의 장면을 실제 존재하는
배경과 풍경을 기반으로 제작함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배경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의 배경으로 제작하는데 활용한다. HMD 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콘텐츠는 사용자의 시점이 360 도
전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촬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각이 180 도를 넘는 초광각
렌즈인 어안렌즈를 사용하여 장면을 촬영한다. 어안렌즈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 경우 전체 영상을 담기 위해서
많은 수의 촬영 장면이 필요하다.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그림 1 .
어안렌즈를 활용하여 촬영한
3 6 0 도 전 방향의 영상의 예

촬영한 영상으로 정면, 후면, 좌/우면의 4 방향을 기준으로
촬영하고 천장과 바닥의 일부 생략되는 정보가 발생되는

파노라마 영상 제작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아래로 45 도 기울여 영상을
추가로 촬영한다. 어안렌즈의 촬영 각도가 이를 포함할 수

원하는 배경의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 이를 통해 구면

있을 경우에는 4 방향의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하다.

파노라마 영상을 제작하여 실사 영상을 배경으로 하는
파노라마 VR 장면을 생성한다. 앞서 촬영한 12 장의 영상을
통해 한 장의 구면 파노라마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영상의 특징점을 검출한다. 일반적으로 영상
내에 존재하는 특징을 찾는 방법으로 Harris 의 특징점 검출,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알고리즘 등이
있다[5].

그리고

이는

영상처리

오픈

라이브러리인

OpenCV 를 활용하면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모든 촬영 영상에 대해서 특징점 추출이 끝나면 특징점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찾는다. 기준 영상과 나머지 11 장 영상
각각의 대응관계를 모두 계산함으로써 대응관계를 정의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두 영상 사이의 변환 관계를 기술해주는
호모그래피 행렬을 구한다. 기준 영상에서의 특징점을 𝑥𝑖 ,
대응 영상에서의 특징점을 𝑥′𝑖 라고 할 때, 두 좌표 사이에는
𝑥′𝑖 = 𝐻𝑥𝑖 의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H )을 호모그래피
행렬이라 한다. 이러한 관계는 벡터의 성질에 따라 𝑥′𝑖 ×
𝐻𝑥𝑖 = 0으로 정의하며, 이를 풀어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ℎ1𝑇
𝑥𝑖 = (𝑢𝑖 , 𝑣𝑖 , 𝑤𝑖 )𝑇 , 𝑥′𝑖 = (𝑢′𝑖 , 𝑣′𝑖 , 𝑤′𝑖 )𝑇 , 𝐻 = [ℎ2𝑇 ]
ℎ3𝑇
𝑣′𝑖 ℎ3𝑇 𝑥𝑖 − 𝑤′𝑖 ℎ2𝑇 𝑥𝑖
𝑥′𝑖 × 𝐻𝑥𝑖 = [𝑤′𝑖 ℎ1𝑇 𝑥𝑖 − 𝑢′𝑖 ℎ3𝑇 𝑥𝑖 ]
𝑢′𝑖 ℎ2𝑇 𝑥𝑖 − 𝑣′𝑖 ℎ1𝑇 𝑥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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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을 𝐴𝐼 ℎ = 0 의 선형 방정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Unity3D 에서 불러오면 현재 화면이 오큘러스 리프트의 두

호모그래피

렌즈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OVRPlayerController 를

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계산된

호모그래피 행렬의 정확성과 대응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RANSA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종 대응관계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상에 대한 대응관계가 유도되면 영상
스티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든 영상을 결합한 파노라마
영상이 제작된다[6].
스티칭은 여러 영상 중 중첩되는 부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수동 스티칭 기법과 자동 스티칭 기법으로 나뉜다. 수동
스티칭 기법은 사용자로부터 입력 영상의 중첩 영역을 입력
받아

알파

블렌딩(alpha

blending)으로

합성하는

그림

2 .

파노라마

영상

그림
영상

3 .
제작

P TGu i
과정의 예

우선

촬영된

제작

결과

방법이고 자동 스티칭 기법은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입력 영상의 중첩되는 부분을 판별한 후, 이
영역을 기준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이다. 이 때, 영상처리
알고리즘으로는 특징 기반 정합 기법(Feature-based
registration)과

템플릿

기반

정합

기법(Template-

based registration)이 있다[7].
이와 같은 과정을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개발할 경우
제작시간은 물론 결과의 품질 역시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연구적 목적 보다 일반
사용자들도 손쉽게 촬영 영상으로부터 파노라마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이론을 토대로 다음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과정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PTGui

나

Hugin

과

같은

영상으로부터

를

이용한

제작된

파노라마

파노라마

영상을

소프트웨어가 영상을 스티칭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본

Unity3D 내에서 카메라의 전, 후, 좌, 우, 상, 하 여섯 면의

연구는 PTGui 를 사용하여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파노라마

큐브맵으로 변환한다. Unity3D 의 경우 파노마라 영상을

영상을 제작한다[8]. 그림 2 는 이를 나타낸 것이다.

큐브맵 텍스쳐로 자동 변환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바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림

대화형 3 차원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4 는 Unity3D 를 이용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큐브맵으로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을 지원하는 장비로 안경처럼

변환하는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머리에 쓰고 영상을 즐길 수 있으며, 눈앞에 가상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어 사용자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HMD 가 있다.
대표적으로 오큘러스 리프트나 소니 모피어스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오큘러스 리프트 장비를 활용하여 대화형 3 차원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 차원
대화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Unity3D

엔진을
그림
4 .
Un i t y 3 D
를
이용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큐브맵으로 변환하는 과정

사용하였다[9]. 오큘러스 리프트의 경우 Unity3D 환경에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플러그인인

Oculus

Utilities

를

제공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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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장면을 만들고 그림 5 와 같이 오큘러스에서
제공하는

OVRPlayerController

프리팹을

장면에

추가하면, 오큘러스 리프트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과 좌/우
및 중앙 카메라를 설정할 수 있는 카메라 모델이 생성된다.
그림 5 의 LeftEye/RigthEye Anchor 는 양안 카메라를
이용한 입체 영상 장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활용하여 오큘러스 리프트의 좌/우 렌즈에 시차가 반영된
스테레오 영상을 보내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현장감,
공간감 있는 체험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중앙 카메라에
SkyBox 를 등록 시킨 다음 앞서 만든 실사 영상에 대한
큐브맵을 설정하면, 360 도 방향의 실사 영상기반의 가상
장면이 완성된다. 그림 6 은 Unity3D 상에서 가상 장면을
생성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사 영상위에 3 차원 가상
모델을 배치하고,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과정을 추가하면
대화형 구조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림
5 . 오큘러스
U n i t y 3 D 의 가상

유틸리티를
카메라 생성

활용하여
결과

그림 7 .
제안한 공정을
영상기반 가상 현실 장면

통해
결과

제작된

실사

실험 및 분석
제안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공정을 위한 실험은 파노라마
영상 제작에 PTGui 소프트웨어와 3 차원 대화형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에 오큘러스 유틸리티 및 Unity3D 5.2 엔진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C 는 Intel® core™ i74790, 8GB RAM, Geforce GTX 960 GPU 를
탑재하고 있다.
그림
실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사 영상기반의 3 차원 가상현실

6 .
U n i t y 3 D 를 이용하여 생성된
영상기반 가상현실 장면 생성 결과

콘텐츠 제작 공정을 통해 배경이 되는 실제 장면을 촬영하는
것으로부터 3 차원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까지를

그림 7 은 최종 제작된 실사 영상기반의 가상현실 장면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8 은 일련의 과정을 모아

오큘러스 리프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확인한 결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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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15, 3 (2015),

결론

7-18.

본 연구는 실사 영상을 활용하여 3 차원 대화형 가상현실

2. 금수현, 가상현실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 : Interactive

콘텐츠를 보다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사용자가 원하는 배경을 가상현실 콘텐츠로

SandBox

제작하기 위하여 촬영부터 제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경기대학교 대학원 전차출판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단계별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촬영하고자 하는

(2015).

배경을 360 도 전 방향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다.

모래

놀이

인터페이스

사용하여

석사학위논문, (2014).

횟수를

단축하도록

한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3. 신상훈, 가상현실 게임에서 HMD의 실용성 향상을 위한

이때 촬영에 사용되는 렌즈로는 사각이 넓은 어안렌즈를
촬영

체험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특징점 검출, 영상의 특징점 간의 대응관계

구현,

상명대학교

대학원

게임학과

4. 양동호,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미지 기반 가상현실 구현,

분석, 그리고 영상을 이어주는 스티칭의 과정을 통해 한

제주대학교

장의 파노라마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은 PTGui 와 같은

(2005).

스티칭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빠르게 제작하도록 하였다.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사학위논문,

5. 변상봉, 이용환, 하드웨어 구현을 위한 이미지 스티칭

마지막으로 몰입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과정으로 3 차원

알고리즘 연구, Proceedings of KIIT Summer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Unity3D 와 HMD 장비인 오큘러스

Conference, (2013), 217-219.

리프트를 연동하고 오큘러스 유틸리티를 통해 실사 영상을

6. 배동희, 김진모, 가상 양시점화 방법을 이용한 비전기반

배경으로 하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3차원 손 인터페이스, Journal of Korea Game
본 연구는 일반 사용자의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과정에

Society 13, 5 (2013), 43-54.

초점을 맞추어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공학적, 기술적 내용은
7. 조현지, 계희원, 이정진, 템플릿 기반 정합 기법을 이용한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여

디지털 X-ray 영상의 고속 스티칭 기법, Journal of

보다 체계적으로 실사 영상기반의 3 차원 가상현실 콘텐츠를

Korea Multimedia Society 18, 6 (2015), 701-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 콘텐츠를 제작할 수

709.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8. PTGui, Panoramic image stitching software.

사사의 글
http://www.ptgui.com/.
이

논문은

2014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9. Unity3D, flexible and powerful development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platform for creating 3D interactive contents.

NRF-2014R1A1A2055834)

http://unity3d.com/kr/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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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에 따른 두 사람의 얼굴 미세움직임 동기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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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본 연구는 얼굴의 미세 움직임(Micro-movement)의
양을 기본으로 감성에 따른 미세 움직임의 동기화
현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은 Leader 와 Follower 로 구성된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피험자가 제시된 표정을 모방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각 피험자의 얼굴 영상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영상 데이터는 얼굴을 11 부위로
나누어 각 부위의 움직임의 양을 구하고,
포락선(Envelop) 정리를 적용하여 중앙값을 구하였다.
두 피험자의 긍정(Happy)과 부정(Anger) 감성에
따른 미세 움직임의 동기화 정보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얼굴 부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영상을 이용한 얼굴 미세
움직임의 양을 통해 두 사람의 동기화된 감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
움직임(Micro-movement),
동기화(Syncronization)

얼굴

영상,

서론
상대방의 공감 반응을 이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확한 얼굴 표정의 인지이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감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는
의사소통
수단의
하나이다.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감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1].
Lipps(1907)는 공감을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을
모방함으로써 동일한 정서를 공유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2]. 이에 따라 표정을 통한 감성을
인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Ekman 과
Friesen
은
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에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Action Unit 의
조합으로 표정을 정의하였다[3].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움직임만을 표기할 뿐 미세하고
복잡한 근육의 움직임을 모두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소통에 있어 중요한 공감, 즉 동일한 감성 상태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erify
synchronization of subjects' micro-movement
accordingly to their emotional status.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groups of two
participants each. Participants in each group
were assigned leader and follower role. The
leader mimicked a facial emotion of the given
video, and the follower reflects the emotion of
the leader. Facial expression of each subjects
was recorded during the experiment. We split
each recorded video into 11 sections; amount
of movement was calculated for each sections
and median value was calculated with envelop.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specific
section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in
positive (Happy), and negative (Anger)
emotions. We hope that our research will
contribute to recognize the synchronization of
the emotion using micro-movement of facial
expression.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한 근육들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감성에 따른 미동의 동기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얼굴을 11 부위로 나누어 각 부위
별 미세 움직임(Micro-movement)의 양을 추출하여
감성에 따라 두 피험자간의 미세 움직임의 동기화
부위의 패턴을 확인하였다. 감성은 긍정(Happy
표정)과 부정(Anger 표정)을 기본으로 얼굴 11 부위
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실험 참가자
20대의 신체 건강한 대학생 36명(남자 20명, 여자
16명)이 참가하였다(평균 나이 22.91±1.64세).
영상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 소정의
실험 참가비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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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절차
실험은 무작위로 선발된 동성의 두 피험자를
Leader 와 Follower 역할로 나누어 한 그룹으로
진행하였다. 마주 본 상태에서 Leader는
디스플레이에
제시된
표정을
모방하고,
Follower는 Leader의 얼굴 표정을 모방한다.
디스플레이에 제시된 자극은 Ekman의 기본 감성
6가지의 얼굴 표정 중에서 긍정 감성의 “Happy”,
부정 감성에서는 “Anger”를 선정하였다[4].
 데이터 수집
영상은 피험자의 얼굴 중심의 상반신을 기준으로
촬영하였다. Microsoft사의 LifeCam Studio
웹캠을 이용하여 해상도 640X480, 30fps, 화이트
밸런스 및 오토 포커스 자동조절 초기 설정하여
촬영하였다.

그림 2. 데이터 처리 과정
 데이터 분석
얼굴 부위별로 수집된 미세 움직임 데이터는
Leader와 Follower 의 동기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다음의 변수들로 분석하였다. 두 피험자간
신호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두 신호의 평균값
차이,
상관분석(Coefficient
correlation),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분석하였다.
평균값의 차이가 작고 상관분석, 코사인 유사도
수치가 클수록 미세 움직임의 동기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움직임 양의 스펙트럼 분석을 위해
FFT(Fast Furier Transform) 분석을 전체
주파수
대역과
micro-expression
대역(0.04~0.066Hz)[5]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스펙트럼 대역대에서 가장 큰 파워값을 갖는
주파수 대역과 그 파워값으로 Dominant Peak
Frequency, Power을 추출하여 피험자간의
차이(Difference)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장 큰
파워값은 Peak Power로 전체 대역의 파워값을
합하여 Total Power를 계산하여 피험자간의
움직임의 비율 차이를 계산하였다. 피험자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동기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는 LabVIEW 2010(National Instrument
Inc.)을 통해 분석하였다.

 데이터 처리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얼굴을
11부위로 트래킹하여 부위 별로 저장하였다. 부위
별 영상은 각 영상의 프레임 간 차이 값을 계산하여
변화된 움직임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30Hz의
데이터로 추출하였다. 추출 데이터에서 영상의
자체적 문제로 인한 큰 움직임들은 노이즈로 규정
하고 Leader와 Follower의 Sync를 맞추어 같은
지점의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노이즈를 제거한
데이터에는 포락선(Envelop) 정리를 적용한 후 각
프레임
지점의
중앙값을
기본으로
하는
베이스라인(Base-line)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얼굴 부위별 미세움직임 양의 동기화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얼굴 11 부위 영역
그림 3. 얼굴 부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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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 같이 Cheek-Left(4 번) 과 Bottom(11 번)
부위에서 긍·부정 감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부위 별 통계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Bottom 부분이다. 이 부위들은 Happy, Anger 의
미세 표정(Micro expression)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Happy(긍정 감성)의 경우 눈가의
주름이 생기면서 두 볼이 올라가며, 눈 주위의 근육이
움직인다. Anger(부정 감성)의 경우에는 양 눈썹이
함께 내려가며 한 곳을 응시하고 입술이 얇게
모아진다[6]. Happy 와 Anger 표정의 특징 중에
겹치지 않는 부분은 볼과 입술 부위로 이번 연구 결과
부위와
유사하다.
각
미세
표정(Microexpression)의 특정 부위에서 두 사람의 미세
움직임의 양의 동기화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미세 움직임 양의 동기화 정보를
이용한 감성의 패턴 부위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감성을 구분하는 정확한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미세 움직임의 양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구 샘플 수를 적절하게
늘린다면 감성 인식 모델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감성들을 대상으로 얼굴 미세
움직임의 양을 이용한 감성 분류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사의 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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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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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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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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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임(2014-0029756)

그림 4. 얼굴 부위 별 통계 분석 결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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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들에서는 유의한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통계는 SPSS 20(IBM, USA)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1. John G. Carlon, Elaine Hatfield. Psychology
of Emotion (1991).
2. Lipps, T. (1907). Das Wissen von fremden
Icheon. In T. Lipps (Ed.), Psychologische
Untersuchungen
(Band
1).
Leipzig,
Engelmann.
3. Paul Ekman, Wallace V.Friesen, and Joseph
C. Hager. The new 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 (2002).
4. Paul Ekman. Basic Emotions. In T.Dalgleish
& M.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New York:John Wiley (1999).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기본으로 얼굴 부위별 미세
움직임(Micro-movement)양으로 긍·부정 감성의
패턴에 따른 동기화 현상을 확인하였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긍·부정 감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얼굴 부위는 Cheek-Left 과

5. https://www.paulekman.com/microexpressions/
6. Ekman, 함규정. 언마스크 얼굴 표정 읽는 기술
(2014). 청림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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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오늘날 스마트 워치 시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대중들은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워치의 기능은 ‘Health Care’와 연관
되어있다. ‘Health’는 크게 2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신체적인 부분(Physiological Part)’, 과 ‘정신적인
부분(Psychological Part)’. 그러나, 현재 스마트 워치
시장은 ‘Physiological Health Care’에만 치중되어있고,
‘Psychological Health Care’는 부재하다. 우리는 사용자의
잠재적 니즈(Needs)가 ‘Physiological Health Care’를
넘어서 ‘Psychological, 그 이상인 Emotional Health
Care’에 있을 것에 집중하여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 스마트 워치 비사용자들의 잠재적 니즈와
구매 포인트, 2) 사용자가 꿈꾸는 스마트 워치와의 관계, 3)
사용자가 꿈꾸는 스마트 워치에 대한 이미지, 4) 스마트 워치
시장에서 Emotional Care Experience 의 가능성을 찾고
조사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총 4 가지의 사용자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관계-콜라쥬’,
‘이미지-콜라쥬’, ‘러브레터’, ‘인터뷰’.

1-1 . 연구동기 및 문제 인식
오늘날, 스마트 워치 시장은 IT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주요 소비자층이 ‘Innovators’와 ‘Early
adopters’ 층으로 한정되어, 대중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는 현재의 스마트 워치가
대중의 니즈(Needs)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중들이 꿈꾸는 스마트 워치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를 찾고,
이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에 앞서 사용자
경험과 시장조사를 통하여, 스마트 워치 시장은 현재
대다수의 제품이 ‘Physical health care’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의미한다.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에는 사용자의 정신적인 건강을
고려한 제품이 부재하다.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 Emotion 에 집중하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유저를 위한 Emotional Care 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ABSTRACT

1-2. 문헌 연구 및 디자인 방향

Smart Watch market is developed in nowadays, but
almost public don’t use smart watch, yet. General
function of Smart Watch is related to ‘Health Care.’
Health consists of big two parts: Physiological part,
and psychological part. But, Smart Watch market
leans to ‘Physiological Health Care’, and there is
absence of ‘Psychological Health Care’. User’s
potential needs is beyond ‘Physiological Health Care’,
‘Psychological and even Emotional Health Care’. In
this paper, find and investigate 1) Smart Watch
nonuser’s potential needs and killing points, 2)
dreaming relationships between Smart Watch and
user, 3) dreaming image of Smart Watch, and 4) the
possibility of Emotional Care Experience in Smart
Watch market. To find answer above contents, we use
4 user study methods: ‘Relationship-Collage’, ‘Image-

임상심리학에서는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있다. 우선 환자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한다. 스트레스에
노출된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를 파악할 객관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원인을 객관적 정보와 함께 환자에게 인식시킴이 필요하다.
그 이후 명상, 운동, 음악감상, 취미생활 등을 통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대한임상병리 학회) 우리는 심리
상담에 대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디자인 방향을
설정 하였다. 첫째, 우리의 새로운 디바이스는 사용자의
내부적, 외부적 상황을 포착한다. 예를 들어, 내부적 상황은
심장박동, 스트레스 지수, 외부적 상황은 스케쥴, 날씨 등이다.
둘째, 사용자의 스트레스 지수가 큰 변화를 가지거나 일정
수치를 넘어 설 경우, 정신적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인식한다. 셋째, 사용자에게 문제 상황에 맞는 객관적 정보,
그리고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스트레스를 조절 할
컨텐츠(개인적 해결책)를 추천해 준다. 위의 디자인 방향을
설정한 후, 실제로 정신적 케어가 사용자들의 잠재적
니즈인지 검증하고, 사용자들의 또 다른 잠재적 니즈를 찾아
내고자 몇가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질문은 다음과 같다.

Collage’, ‘Love letter’, ‘Interview’.

주제어
Emotional care, smart watch, relationship, image,
interaction, latent needs.

1-4-1.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스마트 워치에 대한 이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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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스마트 워치와 어떤 관계이고
싶습니까?
1-4-3. Emotional care 는 어떻습니까?
1-4-4. Emotional care 의 장점과 단점은?

우리는 롤플레이와 러브레터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 분동안 진행되었으며 우리는 녹취록
작성과 녹음을 통하여 테이터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질문과
의도는 다음과 같다.
1) 러브레터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러브레터에
표현된 사용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알아내고자 함
2) Emotional health care 에 관한 좋았던, 안 좋았던
경험은? : 디자인 방향성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 내기
위함
3) 스마트 워치와의 관계에서 수평도가 어느 정도 일 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친구 – 높다, 상사 – 낮다) :
사용자 들이 원하는 스마트 워치와의 관계를
찾아내고자 함
4) Emotional health care 가 당신의 콜라쥬에서 말한
스마트 워치와의 이미지와 일치합니까 : 디자인 방향과
사용자들의 니즈가 부합하는지 파악하고자 함
5) Emotional health care 의 추가되었으면 하는 점은? :
Emotional health care 의 보완점을 찾아내고자 함.

2. 조사 방법
위 3 가지 조사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콜라쥬,
롤플레이, 러브레터,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직 스마트 워치
사용 경험이 없는 20 대 남성 5 명과 여성 5 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스마트 워치를 구입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스마트 워치를 통한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어떤
경험이 그들을 구매하게 만드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20 대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그들이 향후
개발될 스마트 워치의 주된 고객이 되기 때문이다.

2-1. 관계 및 이미지 콜라쥬 (Collage)
사용자들이 꿈꾸는 스마트 워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 가지 관계 카드를 준비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15 분 이내에 그들이 원하는 관계 카드를 원하는
만큼 A3 용지에 부착하였으며, 관계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하였다. 관계 콜라쥬가 끝나고, 20 개의 이미지가 적힌 카드와
잡지들을 통하여 A3 용지에 꿈꾸는 스마트 워치의 이미지를
표현하게 하였다. 이 또한 15 분 동안 진행하였다. 모든
콜라쥬가 끝난 후에는 그들의 결과물을 발표하였으며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의 내적, 외적 환경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핸드폰 번호, 나이, 이름, 하루
일과, 현재 건강상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문화 컨텐츠)

3. 결과 및 결론
3-1. 기대 이미지
콜라쥬의 결과, 20 장의 이미지 카드 중 가장 많이 선정된
단어는 10

명중 8

명이

‘ 편안한’ , ‘ 지적인’

선택한

‘ 섬세함’ 이였으며,

이 7 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 조사대상자는 ‘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나를 이해해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기기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2-2. 롤플레이(Role-play)
우리의 디자인 방향인 Emotional health care 를

3-2. 일상적인 관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부재하였다.
사용자들이 Emotional health care 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롤플레이를
진행하였다. 롤플레이는 24 시간 동안 이루어 지며, 조사
대상자들의 핸드폰을 가상의 스마트 워치로 가정한다. 또한
우리가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를 가상의 Physiological
care 라고 가정한다. 콜랴쥬가 끝난 후 진행된 내적 외적
환경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들의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간에 그들에 관한 객관적 정보와
개인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콜라쥬의 결과, 20 장의 관계 카드 중 가장 많이 선정된
단어는 10 명 모두 선택한 ‘ 비서’
이유로는

‘ 비서는

나의

관리해주기 떄문이에요’

이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라는 답변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관계의 수평도에 대한 인터뷰에서 몇몇 조사자들은 ‘ 또 다른
내가 되어서 편안하게 이야기 하면 좋겠어요’ , ‘ 친구처럼
친근한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와 같은 답변을 보였다

3-3. Emotional care 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인터뷰

2-3. 러브레터(Love letter)
롤플레이 후, Emotional health care 에 대한 사용자들의

참가자들은‘ 공감’,

‘ 사용자의

상황

파악’,

‘ 전반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에 크게 만족했다. 한 참가자는
‘ 누군가가 나를 챙겨준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감성적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러브레터라는 조사방법을
시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자신의
애인이라고 가정하며, 그들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를 쓰게
하였다. 20 분 동안 네 가지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하게
하였다.
 ‘너를 알게 되고’, ‘처음 만났을 때’ – 첫인상을 파악
 ‘네가 나에게 해준 말은’ –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파악
 ‘나에게 넌…와 같아. 왜 그런 줄 아니?’ – 관계를 파악
 ‘너와 함께한 시간동안 난’. – 감정과 기분을 파악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참가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을 때는 실망스러웠다고 언급했다.

3-4. Emotional care 의 장점과 단점
인터뷰 2 번 질문에서 참가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알려주고 인식하는 것을 장점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내가 몰랐던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 객관적인 정보가 신뢰성을 주었어요’
‘ 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도

2-4. 인터뷰(interview)

긍정적 요소로 선정하였다. ‘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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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추천을 통해 내 기분을 풀어 주는 게 신기하고,

4. 한계 및 발전 방향

좋았어요’ 라는 답변이 있었다.

4-1. 조사방법의 한계점

단점에 대해서는 스마트 워치가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여 적절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였다.
한 참가자는 ‘ 기분 좋게 떠들고 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갔대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라는 답변을 보냈다.

또한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시키는 대로 5 분동안 스트레칭을 하고 왔는데,

가장 큰 한계점은 조사방법으로 선정한 콜랴쥬, 롤 플레이,
러브레터, 인터뷰 대부분이 질적 방법에 입각하여 진행
됬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에 적합한 조사방법이나, 자료해석에 있어서 조사자들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있으며, 이를 보편화 시키기엔
표본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칭찬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4-2. 향후 조사 방향

같아요.’ 라는 답변이 있었다.

위에 언급된 한계점인 객관적 지표의 부족, 그리고 표본
개수의 부족을 보안하기 위해, 질적 조사의 결론을 바탕으로
양적 조사방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표본의 개수를 100 명 이상으로 확장시키며, 롤 플레이의
결과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PrEMO’ 방법과
동일한 질문들에 관련하여 리커트 척도를 도입하여 수치화
시킬 예정이다.

3-5. 결론
사용자 조사 결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용자가 원하는 스마트 워치와의 관계는 사용자의
심리적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내부적, 외부적 상황을 미리 알고 관리해주는
비서였다. 사용자 스스로가 인지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을 스마트 워치가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개인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공하는 Emotional Care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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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기들의 감성차원에서 디지털 카메라의 감성적 특성
Emotional Features of Digital Camera
in the Sensibility Dimensions of Media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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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ability and similarity of emotional words
(adjectives) extracted from camera user
experience, by using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As the results, the emotional features of
digital camera in emotional position evaluation
were distinct from other digital media devices.

요약문
디지털 카메라의 급속한 보급과 미디어의 환경변화로
인해 카메라를 단순한 디바이스가 아닌 특별하고
감성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카메라를
통해 우리 일상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기록의 수단을
넘어 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다.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
구매요인을 따져보면 가격, 성능, 디자인 등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 구매자들에게 카메라의 기능
역시 중요하지만 심리적, 상징적 부문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카메라가
사용자들에게
감성적인
특별함을
지니는
디바이스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카메라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느끼는 감성어휘를 추출하고,
선정된 감성어휘들을 평가하여 다차원척도법(MDS)
분석을 통해 감성공간을 구성하였으며, 다른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들과의 감성적 위치평가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사용자들의 감성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디지털 카메라, 감성디자인, 미디어, 감성미디어

1. 서론
다른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들과 달리 디지털
카메라는 기억, 추억 등과 같은 특별한 감성적 요소를
크게 포함하는 기기이다. 2016 년 말에는 17 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SNS 의 발달과 우리 삶의 소통,
자신의 근황을 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추억을 저장하고
기억할 수 있는 카메라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카메라의 감성적 특성을 조금 더
실증적인 형태로 평가하기 위해 다른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들과 함께 카메라에 대한 감성어휘를
수집·추출하여 감성어휘의 적합성과 유사성을 평가하고,
다차원척도법 분석을 통해 감성공간을 구성해 카메라가
다른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와 다른 감성적 특성을
내포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culture of media changes and the use of
digital camera spreads rapidly, people now
recognize camera as an emotional device.
Camera today is expanding its usage as a
communication device, which shares people's
enjoyment in everyday life, over a mere device
for recording. Purchasing factors of camera are
mostly functional, including price, function and
design. However, psychological and symbolic
aspects of a camera are also taking more and
more important parts among main purchasing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istinct features of digital camera, and the
paper predicts that digital camera contains
emotional features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media devices. The present study analyzes

2. 감성연구
본 연구는 디지털 카메라의 감성공간을 알아내고 다른
디바이스들과의 차별적인 감성공간 배치를 검증하고자
한다.

2.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 감성어휘 추출, 수집
-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 수집 된 감성어휘의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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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되지 않고 높은 적합성 평가를 받은 15 개
감성어휘를 선정 후 각 어휘 간 유사성 평가

적합성을 인증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S-Stress
수치가 0.07391b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성어휘 차원의
적합성은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로 부터 추출된 감성어휘에 기반한
감성차원은 크게 2 가지로 구분된다.

- MDS(다차원척도법) 분석을 통한 감성공간 구성
- 감성공간에서의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들의 감성적
위치 평가: 포지셔닝(Positioning)

표 2.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 감성차원 분석 결과

2.2.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 감성어휘 추출

Dimension

20-30 대 남녀 30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카메라, 휴대폰, MP3, 태블릿, 노트북)로부터
느낄 수 있는 감성어휘들을 조사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에 대한 감성어휘 추출 결과, 총 107 개의
감성어휘가 수집되었고, 이들에 대한 어휘 적합성 평가를
위해 다음 단계에 이용하였다.

2.3. 추출된 감성어휘 적합성 평가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추출된 107 개의 감성어휘를
20-30 대 남녀 20 명을 통해 5 점 척도로 어휘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표 1 과 같이 상위 15 개의 감성어휘를
선정하였다.

표 1. 상위 15 개의 감성어휘
감성어휘

평균

감성어휘

평균

감각적인

4.15

심플한

3.75

기계적인

4.05

유행하는

4.15

기능적인

4.1

전문적인

3.9

단단한

4.05

첨단적인

4.1

대중적인

3.85

친근한

3.65

도시적인

3.9

편리한

4.2

새로운

3.7

혁신적인

4.05

세련된

4.1

감성어휘

1

2

감각적인

-0.632

-0.297

기계적인

0.773

-0.120

기능적인

0.469

-0.124

단단한

1.067

0.588

대중적인

-0.442

0.477

도시적인

-0.119

-0.059

새로운

-0.305

-0.579

세련된

-0.527

-0.211

심플한

0.106

0.655

유행하는

-0.612

0.231

전문적인

0.441

-0.511

첨단적인

0.204

-0.462

친근한

-0.544

0.739

편리한

0.147

0.213

혁신적인

-0.026

-0.541

2.5.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 감성적 위치평가
20-30 대 남녀 100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카메라, 휴대폰, MP3, 태블릿, 노트북)로부터
느껴지는 감성을 바탕으로 제시된 감성차원 위에 각
미디어 디바이스를 배치시키도록 요구하는 포지셔닝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제시된 감성차원의 구분은
감성어휘의
분포를
대표하는
의미로서
'기술중심(technology)-인간중심(human)'
차원과
'동적(dynamic)-정적(static)'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에 의해 배치된 각 디바이스의 평균적인 배치는
그림 1 의 결과와 같다.

2.4. 감성어휘 유사성 평가와 다차원척도법(MDS)
분석을 통한 감성 공간 구성
15 개 감성어휘들을 둘씩 짝지어 총 105 가지의 쌍에 대한
어휘의 유사성 평가를 20-30 대 남녀 1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평가결과값들을 이용하여 다차원척도법
분석을 통한 감성차원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S-Stress 수치가 0.05~0.1 로 나타나게 되면 차원의

그림 1.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들의 감성차원과 각각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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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가
제
2
사분면에
인간중심·동적인 부분에 해당되었다.

위치하였으며,

제 3 사분면에 해당하는 휴대폰의 경우 '전문적인,
첨단적인, 혁신적인, 새로운'으로 4 가지의 감성어휘가
해당된다. 최신 IT 산업의 선두에 있는 만큼, 휴대폰의
경우 '혁신적이며 첨단적인' 감성어휘가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기술중심· 동적인 부분에
해당된다.
제 4 사분면에 해당하는 미디어 디바이스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계적인, 기능적인, 단단한'으로 3 가지
감성어휘가 선택되었다.
위 결과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는 기계적인 감성보다는
인간중심의 감성 포인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지된 사진 영상을 기록하는 카메라의 기본적인
속성에 기반한 인간적이며 정적인 감성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과논의
본 연구는 ‘디지털 카메라는 사용자들의 마음 속에서
특별한 의미나 감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카메라를 비롯한 대표적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들의 감성평가를 하기 위해 감성어휘
수집·추출을 통해 15 개의 감성어휘를 추출했으며,
15 개 감성어휘의 적합성과 유사성을 평가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 감성어휘 공간차원 속에서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스의 포지셔닝(Positioning)을
비교해 보았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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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d mental loads thanks to their in-built automotive and
informative systems [47].

The present automobile industry is driving itself toward
smarter and more assistive transportation for their
consumers. As the number of automobiles are expected to
boost up and so as the number of smart cars, the HeadsUp Displays are expected to be implemented widely as
the assistive device in automobiles. However, the current
HUD implementation is penurious and it is possibly due
to the lack of user-perspective consideration. Therefore,
this review paper collected recent papers about HUDs by
the network drawing technique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udy trend of HUD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and the
possible future research of HUD, in visualized form,
under the perspectives of Human Factors.

According to some existing studies [58; 65; 66] the
Head-Up Displays (hereafter HUD) is a widely studied
field of in-vehicle information display systems. The
oxford dictionary defines the Head-up Display as a
display of instrument readings in an aircraft or vehicle
that can be seen without lowering the eyes, typically
through being projected on to the windscreen or visor. As
mentioned in the definition, though HUDs are studied in
various fields of aircrafts [21; 41; 71], it is also
prevalently adopted in the study fields of automobile.
There have been numer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HUD
for past decades. In-vehicle information system such as
HUD can deliver improvement on safety and awareness
of drivers, however, it may also deliver higher demands in
mental workloads and distraction [68]. Regardless of the
enormous research volumes and efforts spent on the study
of HUD, there aren’t overt implementation of HUDs in
real automobile industry yet. Such new or unfamiliar
technologies can convey confusion and contradiction, and
eventually overwhelm the driver regardless of their
enhancements and advantages [12]. Hence, to prevent the
new technologies, in this case HUD, from exacerbating
the problems and degrading driver’s performance,
thorough implementation from the user perspective is
required [42].

Author Keywords

Heads-Up Displays; Driving Assistant; Awareness;
Safety; Cross-Modality; Human Factors;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1.2. Models and Principles: Human Factors
H.5.2. Information interfaces and presentation (e.g., HCI):
User-centered design
1. INTRODUCTION

There are more than 800 million cars in present days
and it is expected to double in the next decade [10]. This
has actively challenged many researchers to study how to
develop numerous assistive technologies for drivers to
enhance their performance while driving. These days,
smart cars has risen up as a hot-topic in automobile fields
because smart cars are to enhance driving performance by
allowing better safety and awareness along with less work

As the issue of “user-perspective” strikes on the design
of HUD, to comprehend the substantive mainspring of
such penurious HUD utilization, this paper collected and
reviewed over 60 existing studies for HUD and its related
technologies under the perspectives of Human Factors
(e.g., usability, driver performance, cognitiv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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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VIEW RESULT

kansei, etc.). The reason for us to choose Human Factors
perspectives was to investigate not only the manipulative
interaction between the driver and HUDs - which could
be covered by HCI/HMI or human performance
(ergonomics) perspectives, but also to investigate for
more
broaden-up
fields
of
informative
and
affective/emotional interactions between the driver and
HUDs [50].

This section of paper will introduce the details of the
review itself by given categories and a summary is given
in the Table 1. It was possible to segregate the papers in
either human performance or non-human performance (or
overall Human Factors) while the human performance
section can be separated into auditory, visual, and crossmodality aspects. Interestingly, the reviewed papers
certainly cover the study fields remarked in the previous
studies but in more depth, especially under the human
performance category.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otable new fields of HUD studies, not mentioned in the
previous reviews, such as emotion or kansei of drivers,
infotainment, etc.

There are some existing review papers under the
perspectives of Human Factors[24; 57] already and they
point out remarkable insights from contemporary HUD
study trends and critiques, and deliver some future
possible researches.
However, such review papers
preceded the era of smart devices and present
technolog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over the decades,
where the HUD are actually implemented in the
automobile market. The problems asserted are expected to
be either solved or alleviated and more interesting future
study directions are expected to be guided as well.

2.1 Auditory Aspect

The auditory aspects of HUD and its related
technologies were mainly Auditory Signals, Auditory
Icons, and Auditory Displays/Inputs. The reviewed papers
were mainly about the auditory performance of the driver
while driving.

Thereby,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trend and
direction of antecedent papers in past two decades,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the possible future research of
HUDs in contrast to the remarks given from the preceding
review papers. For better grasp of concepts, this paper
utilizes a network drawing technique used in the field of
datamining; the network analysis visualizes a network
composed of the interrelationships of keywords extracted
from the reviewed papers. The visualization of such
network is expected to derive quicker and simpler
comprehension of the correlated study trends and
association of existing studies, in addition, what kind of
studies are to be replenished in HUD studies for
complement after the buzz.
Category

Subcategory

Auditory

Human
Performance

Key Issues

Focused Area

Citation

Auditory Signals

Psychological Refractory Period(PRP),
Reliability, Warnings

[5; 6; 11; 30; 72]

Auditory Icons

Auditory Icons, Speech/Non-speech
Signals, Earcon, Spearcon, Spindex

[4; 11; 17; 22; 36; 39;
53-55; 69; 70]

Auditory
Displays/ Inputs

Three-dimensional, Virtual Auditory
Display, Blind/Non-visual
Environment

[3; 8; 9; 16; 34; 37; 45;
59; 60; 64; 77]

Visual
Performance

Ambient/ Focal System, Cognitive
Load, Symbology, Luminance,
Contrast, Field-of-view

[14; 18; 20; 26-28; 33;
46; 49; 52; 61; 73-75]

Visual Displays

Windshield, Head-Over Displays,
Head-Down Displays, Environment,
Image, Visual Clutter

[1; 19; 23; 29; 30; 32;
33; 38; 43; 44; 51; 52;
56; 58; 67]

Visual-Auditory, Visual-Haptic

[2; 13; 31; 35; 48]

Safety, Cognitive, Kansei, Emotion,
Infotatinment, IVIS

[15; 20; 25; 40; 62; 63;
76]

Visual

CrossModality
Human
Factors

Reliable auditory signal for drivers offer a larger field
of spatial sense than visual signals [6]. However, judging
the correct response to spoken warnings depends upon
personal understanding of the auditory cue of the driver[5;
72]. In this context, non-verbal cues might be a better
option as auditory signals in driving because they
represent a common meaning to any driver. Any driver
can intuitively recognize the meaning of the non-verbal
signal and be informed of the required action[11; 22]. In
visually-demanding primary tasks, enhanced auditory
cues like spearcons and spindex allow safe operation of
IVTs[4; 17; 36; 53-55; 69; 70].

Multi-modal
performance

Overall Human Factors
(Non-Human Perfomance)

Table 1. Summary of reviewed papers

- 374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2.2 Visual Aspect

other two major modalities. HUD, the head-up displays
in word should mean an information provision device for
attention retraction as “head-up” means to gather attention
and “display” is an information provision device.
Accordingly, the haptic modality performs and fits
exactly into the meaning of the HUD. Therefore, the
studies in cross-modality will introduce more available
but yet not discovered territories for HUD to conquer in
terms of enhancement.

The visual aspects of HUD and its related technologies
were mainly the Visual Performance itself and the
performance by the different Visual Display types.
In terms of visual performance, Focal-visual processes
to driving performance was reduced when high-spatialfrequency information in the driving scene is attenuated
by poor acuity [28]. The steering performance is
relatively invariant to degradation of visual environments
for active focal system [52]. The contribution of ambient
visual system to driving performance will be degraded if
drivers’ field of view is restricted [74; 75].

2.4 Other Human Factors Aspect

This last section is about other Human Factors aspects.
Simply, all the Human Factors consideration of broader
context of use for HUD other than a sole human
performance consideration; such as cognitive side, kansei,
and emotion of drivers, infotainment, etc.

Other than visual performance, there were
considerations on visual displays. The papers considere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luminance and contrast [44;
51] and different types of displays such as windshield[15;
30; 58], images[44], comparisons with Head-Down/Over
Displays [33; 43], visual clutters[19], or etc.
In a previous review paper of HUD [24], the author
remarked that the contemporary studies on HUD lacks in
field of symbology, luminance and contrast issues, etc. in
terms of visual aspects. According to the present studies,
after two decades from the review paper was written, such
problems seem to be improved in some sense but still
lacks firm solutions. Thus such fields will remain as key
issues in future HUD implementation.

As the studies on cross-modality broaden up the fields of
HUD by considering multiple modalities instead of a
single modality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the other
studies on Human Factors also broadened up the fields of
HUD by considering wider range of context of use in
HUD utilization. Thought the term Human Factors is
interchangeable for ergonomics in many cases [50], some
considers those two terms have different focuses; the
focal point of ergonomics is on the physical aspects of
human, the human performance, while the one of Human
Factors is more on the cognitive aspects along with the
physical aspects.

2.3 Cross-Modality Aspect

In that respect, interestingly, after 2010 or around 2010,
some studies tuned their spotlight to the emotion or kansei
of drivers by considering the satisfaction, kansei variables,
and even infotainment system which HUD system may
provide [15; 20; 62; 63; 76].

This section covers multi-dimensional consideration of
sensory performance or interactions (i.e. visual and
auditory, visual and haptic, etc.)
In multifarious fields of HUD studies, there has been
studies mainly about the visual and auditory performance
of human as shown in previous aspect sections. It is
undeniable that those sensory systems play tremendous
roles in human percep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tasks. Even though the studies focused on independent
influences of each sensation, the real human processing
model does involve confounding or cooperative
modalities; human not only withdraw a single modality
source for information processing but multiple modalities
to derive in their decision making procedures.
Although olfactory and gustatory sensations are not
intuitive to be integrated in HUD system, the visual and
auditory are well-studied sensation for HUD especially in
terms of human performance assistance and their mutual
correlation or cooperativeness to protrude [13; 31; 35; 48].
Interestingly, Aust blended a haptic modality - a part of
tactile sensor, along with the two major modalities of
visual and auditory in HUD [2], which perhaps be
peculiar at first thought however the result revealed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human performance in terms
of attention retraction. Such result implies that the domain
of HUD can be expanded into tactile sensation as well
although the usage may not be as vividly protruding as the

These kind of studies may not be the major part of
HUD studies yet, however, will take the lead in future
HUD studies to investigate more complex human sensory
performance and cognitive states of drivers when utilizing
HUD because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the key to
the wider spread of HUD implementation is the userperspectives and these studies certainly meets the theme.
3. NETWORK EXPERIMENT

For the purpose of easy comparison of insights given in
this review with the remarks in the previous reviews, we
have visualized the current reviews by network drawing
technique used in the field of datamining. This paper will
seek for the core of the network, which represent the
current major field of HUD studies, and its peripheral
nodes which may represent branched out fields of major
studies under the consideration of broader context and
uprising new fields of studies in HUD.
3.1 Data Description and Pre-processing

This study collected over 60 papers related to HUD
written from 1995 to 2015 and extracted 5 to 10 keywords
about the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ies used in H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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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each papers by following technique. Firstly, the
keywords already written in the papers were collected.
Secondly, the keywords were also extracted from the
abstract of the papers without keywords. Those keywords
with the same or similar meanings were considered as
synonyms and homogenized in one word. Finally, they
were categorized in regard to the Table 1 in terms of
whether they are about human performance or Human
Factors.

been conducted mainly on the interaction between
assistive machines in terms of either in-vehicle like a
navigation system. Thereby, the mainstream in the HUD
studies is the usability. Usability helps perception and
recognition of warning so that it can maximize responses
on risk factors. It can be said that contemporary
researches were mainly based on improving human
performance via various technical supports.
As the core of this network being germane to the
usability, its peripherals construct other Human Factors
aspects. The peripherals keywords such as night-vision,
three dimensional, driver satisfaction, Kansei engineering
form small, sparse networks. Nodes on upper right
corners are about advanced technologies to enhance
usability but in minor fields, while the other peripheral
nodes are about driver’s behavior, kansei, or emotion such
as driver’s satisfaction, annoyance, etc.

The keywords used in the collection belong to two
categories of Human Factors: human performance
(ergonomics) side and affective/cognitive side. The
keywords consist of visual, auditory, haptic, crossmodality, infotainment, In-vehicle information system
(IVIS), emotion, kansei, and Human Factors, etc. along
with the main issue, Heads-Up Displays.
3.2 Network Building

One simple possible reason for such result would be
that more advanced technology is required for night
vision and three dimensional techniques to be applied in
HUDs thus more of future research is in demand in such
fields. The keywords such as driver satisfaction and
Kansei engineering also composed feeble networks. All of
such indicates that not only the human performance is the
issue in HUD study but also the human factors such as
human kansei/emotion, state of mind, stress should be
emphasized more in future research. For such future
research, broader range of context of use for HUDs must
be considered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radical
propagation of HUDs by fulfilling more realistic wants
and needs of actual drivers.

The network shown in Figure 1 is drawn by UCINET
[7]. The construction method of network is given in
following explanation. At first, the nodes of network are
composed of keywords extracted from paper and each
nodes were connected as edge if they were the keywords
extracted from the same papers. When the keywords were
paired more often, such pairs were given higher weight in
connections. In addition, if the relationships or
connections were stronger, the physical locations of nodes
were to be placed near by each other in the figure.

As the keyword network is drawn, it is possible to
grasp the trends of studies and, in contrast to the problems
or future research fields mentioned in the previous review
paper in decades ago, it seems that the technological
fields of study, especially on the human performance
perspectives, has been well studied thesedays. On top of
that, the human cognitive side, which this paper defines as
Human Factors, certianly showed up its various
development from distraction that has been the issue since
decades back and to the kansei and emotion of drivers.
Figure 1. Keyword Network

4. CONCLUSION AND DISCUSSION

Overall, this paper we have collected and reviewed
over 60 papers related to HUD studies. Each papers can
be categorized into the human performance and Human
Factors. The paper investigated each parts to grasp the
main topics and study trends of pre-existing researches
and it was possible to elicit the fact that the extant studies
on HUDs are mainly based on human performance to
maximize the usability rather than the full coverage of
Human Factors considering more extensive context of use
including cognition and emotion or kansei of users. Such
studies with Human Factors consideration imprinted their
advent since 2010 and are growing in numbers because

3.3 Network Result

The co-appearance (shown as an edge) and its thickness
of keywords help to comprehend not only the major and
minor fields of HUD studies, but also which fields are
related or studied together among each other so that the
direction of possible researches in the future are graspable,
moreover, visually.
The keywords with high connectivity are shown in bold
line within the dashed box: cell phone, usability, warning,
navigation, computer programs, and driver assistance.
The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ast research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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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 has been a device to display information while
minimizing driver’s distraction under the perspectives of
drivers’ performance, or sole ergonomics. Along with the
broader perspectives of Human Factors, the information
that can be displayed on HUD will grow in numbers
drastically as automobile industries are driving
themselves into smarter platform, thereby, a humble
expectation that the role of HUD will transform in next
generations.

usability, studied in past decades, is not quite enough to
derive HUD into the real-world implementation in
automobile industry. This brings us back into the first
issue of parsimonious integration of HUD in automobile,
that users still feel the technology is immature if only the
human performance is considered; the issue of userperspective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the human
performance should be disregarded but that the
consideration of one aspect for human performance is
inadequate in HUD. For example, Along with the visual
performance, the most frequent keyword paradoxically
came out to be the ‘auditory icon’ which may represent
that the perspectives of cross-modality must take a role in
HUD designs. Such consideration maybe confirmed by
the keyword network drawn in Figure 1. Network
between multi-modality reflects the need of crossmodality as the core of the network is human performance
while the peripherals are Human Factors. This network
can represent not only that the human performance under
the perspectives of cross-modality may be the core of
HUD, but also the Human Factors considerations are
required on top of huma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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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가상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의 평가와 훈련을 위해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이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어떻게 다른지 또는
같은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를 위해 사회 인지 요소 중
하나인 공동 주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가상 아바타와의 상호작용,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비교하였다. 재인 기억과 불안감을
중심으로 한 본 예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상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불안 수준과
높은 재인 기억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본 연구에서 논의하였다.

인간-아바타
상호작용
(Human
Avatar
Interaction; HAI)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의 질환의 평가나 훈련에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왔다[1,2]. 이는 사람이 가상
아바타를 사회적 개체로 인지하고 상호작용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이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
(Human
Human
Interaction; HHI)과 어떠한 측면에서 같은지 또는
다른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아바타와의 상호작용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간 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공동주의 (Joint Attention; JA)를 측정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HAI 와 HHI 를
비교하고자 한다.

ABSTRACT

공동주의란 독립되어 있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지시를 통해 한 가지 대상에
대해 공유하는 주의를 말한다[3]. JA 는 주관하는
대상에 따라 Initiating Joint Attention (IJA) 과
Responding Joint Attention (RJA) 으로 분류할 수
있다. IJA 는 피험자가 먼저 공유점을 생성하는
능동적인 JA 이고, RJA 는 피험자가 상대방이 만든
공유점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JA 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IJA 에서 RJA 보다 높은 재인 기억
(recognition memory) 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포함하는 공동주의 과제를 개발하였고,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1) 가상
아바타의 상호작용은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재인
기억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2) 가상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은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불안감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Virtual avatar was used in several fields
including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However, we’re not aware any studies on the
comparison between virtual avatar and real
human. To address this issue, we developed a
new joint attention paradigm, and compared
the interaction with virtual avatar along with
the interaction with real human. According to
this study, the virtual avatar showed lower
anxiety and higher recognition memory scores
than the real human, and we discussed
meanings of these results.

주제어
Virtual Avatar, Human-Avatar Interaction,
Human-Human Interaction, Joint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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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하게 마주보고 있으며 각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림 1).

2. 실험내용
2.1. 피험자

2.3 Joint Attention 과제

본 연구의 참가자는 한양대학교 학생으로,
Human-Avatar Interaction 그룹과 HumanHuman Interaction 그룹 각각 11 명씩 총 22 명의
피험자가 참가하였다 (18.2% 여성; N=4).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1.5 세이며, SCL-90-R (Symptom
Checklist-90-Revised), WRAML-2 (Wide Range
Assessment of Memory and Learning) 검사 등을
통해 두 그룹은 나이, 성별, 인지 능력, 정신과적 증상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은 실험
조건에 따라 아바타와 사람 (Actor)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 다른 피험자가 할당되어 Between Subject
Experiment Design 으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그룹은 IJA 와 RJA 두 가지 조건을 수행하며, 각
조건은 자극을 학습하는 Learning phase 와 학습한
자극을 확인하는 Testing phase 로 구성되어 있다.
Learning phase 에서 IJA 조건 중에는 피험자가
먼저 왼쪽이나 오른쪽 모니터 중 한 쪽을 가리키며
바라보고, Kinect 가 피험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어 그 방향에 따라 아바타 또는 Actor 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설정하였다. RJA 조건은 아바타
또는 Actor 가 먼저 왼쪽이나 오른쪽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키면, 피험자가 같은 방향의 모니터를
가리키도록 지시하였다. 각각의 자극은 1000ms 동안
표시되었고, 자극이 사라진 후엔 다시 정면에 있는
상대방을 바라보도록 지시 받았다 (그림 2). 아바타
조건과 Actor
조건의
타이밍을 일치시키기
위해 Actor 는 이어폰을 착용하였고, control
software 가 아바타 조건과 동일한 타이밍과
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2.2 장비 및 개발 환경

그림. 1 실험 환경 배치도

Testing phase 에서는 Learning phase 에서
기억한 자극을 맞추도록 요구하였으며, 이 단계에는
해당 블록에서 학습한 사진 12 개, 해당 블록에서
나타났지만 가리키지 않은 사진 12 개, 해당 블록에
나타나지 않은 사진 12 개의 총 36 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블록 후 피험자가 느낀 Anxiety 와 관련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실험 전체 시간 동안 머리
움직임이 기록되었다. 실험은 총 4 블록의 Learning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는 Script 기반 개발
플랫폼인 Vizard 5.1 (Worldviz, Santa Barbara,
CA, USA)을 통해 개발되었다. 피험자의 손동작을
측정하기 위해 Kinect (Microsoft)를 사용하였으며,
아바타를 출력하는 55 인치 모니터 한 개와 자극을
출력하는 24 인치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하였다. 자극을
출력하는 모니터는 아바타 또는 인간과 피험자의 중간
지점의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한다. 모니터는 서로

그림. 2 공동 주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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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와 Testing phase set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피험자간 Counter balancing 하여 진행하였다.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비록 많은 연구에서 아바타를
상호작용의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매우 부족하였다. 본 예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상 아바타는 상대적으로 불안 수준이 낮으며, 이는
체계적 감강법 (Systemic Desensitization)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요한 기초
연구로 불안의 수준 조절이 필요한 사회공포증이나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연구에 응용될 수 있다.

3. 실험결과
본 연구의 주 측정 요소는 매 블록 학습 후 이루어진
테스트 시 Hit Rate (학습된 자극을 맞춘
비율)와 False Alarm Rate (학습하지 않은 자극을
기각하지 못한 비율), 불안에 대한 주관적 보고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인 기억력을 보이는 본 예비 연구 결과는 반드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스템
개발 및 예비 데이터로써 의의를 지니지만, 재인
기억의 차이를 점검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표는
현재의 통계적 파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험자 수 증가와 시행횟수의 증가가 필요하며,
이는 본 실험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재인 기억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HAI 실험과 HHI 실험의 Hit Rate 를
비교해본 결과 아바타 실험의 평균은 89% (SD = 6.3),
인간 실험은 80.9% (SD = 6.5)로 인간에 비해
아바타와 상호작용 시 IJA 조건에서 8.1% 증가하였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t(10) =
2.687, p < 0.05). RJA 조건의 Hit Rate 는 아바타
실험에서 86.7% (SD = 7.2), 인간 실험에서 78.8%
(SD = 8.7)로 인간보다 아바타가 7.9%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였다 (t(10) = 1.887,
p = 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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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Alarm Rate 의 경우 아바타와 상호작용 시
평균 7.2% (IJA SD = 4.2, RJA SD = 3.3)로 동일
하였으며, 인간과 상호작용 시 IJA 는 7.2% (SD =
6.7), RJA 는 8.7% (SD = 10.1)로 RJA 조건에서
1.5%가
증가했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10) = -473, p =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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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대상이 아바타 일 경우는 평균 6.3 (100 점
만점; SD = 9.4), 인간일 경우는 평균 19.4 (SD =
22.4)으로 인간일 경우 13.1 더 높게 나왔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보였다
(t(10) = -1.796, p = 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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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예비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대상이 가상 아바타
또는 사람일 경우 재인 기억과 불안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제된 두 집단을 비교한 본 예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호작용 대상에 따라 재인 기억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단간 불안
수준의 비교 결과를 통해 가상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불안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3. Kasari C, Paparella T, Freeman S, Jahromi
LB:
Languag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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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ism:
randomized comparison of joint attention
and play interventions. J Consult Clin
Psychol (2008).
4. Kim K, Mundy P: Joint attention, socialcognition, and recognition memory in
adults. Front Hum Neurosci (2012).

가상 아바타와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안
수준을 보이는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연구를 위해

- 383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맥락에 따른 촉각 피드백 반응 특성
Vibrotactile Feedback in the User Contexts of Watch
Watch-type
type Wearable Devices
이지연
Ji-Yeon Lee

이주환
Ju-Hwan
Hwan Lee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Technology(SMIT)
Seoul
ipopoyuni@naver.com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eoul
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Technology(SMIT)
jhlee@smit.ac.kr

요약문

주제어

본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용맥락에서
알림정보와 같은 정보제시로서 촉각 피드백에 대한
사용자들의 지각적, 인지적 반응특성을 파악하고자
디바이스의
하였다.
특히
워치타입
웨어러블
사용맥락에 따른 촉각 피드백 효과 차이를 살펴보기
에 따른 진동자극
위해 신체움직임과 주의분산 정도에
횟수세기과제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정지상태에 비해 신체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 진동자극 횟수세기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주의가 분산된 상태에서 집중된 상태에 비해 주어진
진동 횟수를 정확히 세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용환경에 따른 촉각 피드백의 지각특성을 반영한
촉각정보 디자인이 요구된다.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워치타입
워치타입, 촉각 피드백

1. 서론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나 현실적 사용맥락의
부족 등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애플워치의 출시를 기점으로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확산 가능성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1). 워치타입을 비롯한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에 대한 알림이다. 그러므로
자용자가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알림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알림
인터페이스에 적용 가능한 촉각 피드백(vibrotactile
feedback)에 대한 사용자 반응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we need for more effective
m as the increase of using
notification system
high-performance wearable devices and the era
of ubiquitous make users obtain massive
information from any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analyze user contexts to find factors from the
information influenced user’ss behaviors and
xperiences because of various situations in
experiences
using wearable devices. In this study, the
tactile
sensitivity
of
vibrotactile
feedback
was
compared in the using four experimental
contexts divided into the stability of physical
ing or walking) and attent
attentional
movement (sitting
conditions (concentration or distraction). As the
judgments
results, the accuracy of numerosity judgment
decreased in the conditions of physical
movementt (walking) and distrac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helps us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tactile feedback for enhancing the user
of vibrotactile
experience.

그림 1. 출시된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례(애플워치,
갤럭시기어, 모토 360)

2.연구 배경
2.1. 이전 연구 분석
스마트 디바이스의 알림 인터페이스에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피드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의해 시각이나 청각 피드백의
지각에 제약을 받을 경우, 촉각 피드백은 유용한 알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중요
중요한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여겨진다. 특히 몸에 직접 착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의 촉각 피드백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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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 피드백이 더욱 가치 있는 인터페이스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진동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사용하여 정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있는데, 그 속성에는
진동의 주파수, 강도, 지속시간, 횟수 등이 있다.
핸드헬드 디바이스에서 가장 지각하기 좋은 진동의
주파수에 대한 연구[1]나 사용자의 사용 맥락에 따라
진동 횟수를 지각하는 정도의 차이를 실험한 연구[2]
등을 통해 핸드헬드 디바이스에서의 적절한 촉각
피드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착용 후 일상적
활동에 자유로움을 가지는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분산)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진동자극의
횟수를 세는 과제의 정확도를 측정한 값이 종속변인이
된다. 두 변인 모두 참가자 내 변인(within-subject
variables)로 설계되어 총 17 명(남성 9 명, 여성 8 명;
평균나이 30 세)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독립변인 중 신체 움직임은 이전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정지(앉아있기)와 이동(걷기
걷기)로 설정하였고, 걷기는
제한된 영역에 그려진 트랙을 따라 반복적으로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의분산 정도는 전방을
바라보며 준비된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구구단 문제에
답하는
추가과제를
요구하는
경우(주의분산)와
요구하지 않는 경우(주의집중))로 나눴다(표 1 참조).
표 1. 독립변인에 따른 실험설계

2.2. 연구문제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손목에 착용한 순간부터
사용자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된다. 기존의 핸드헬드
디바이스보다 더욱 주의가 분산된 상황 및 사용자의
물리적 움직임이 큰 이동 중에 알림을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 많다는 사용맥락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촉각 피드백의 지각 및 인지
인지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있다. 즉 신체적인
움직임이 안정되고 촉각정보에 주의집중 가능한 상황과
달리 촉각 피드백 지각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한 알림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3 실험 도구 및 절차
실험을 위한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애플워치를
사용하였다. 촉각 피드백으로 사용되는 진동자극은
애플워치가 제공하고 있는 진동자극 중 단일 롱탭(Long
Tap) 자극을 사용하였고, 단일 자극간의 간격은 25ms,
진동의 강도는 애플워치가 제공하는 강도 중
표준(중간값)을 사용하였다.. 진동자극은 애플워치를
왼손 손목에 착용한 상태에서 제시되었다.

3.실험 연구
3.1 연구 가설

참가자의 일차과제가 되는 촉각
촉각자극의 횟수는 2 개부터
6 개의 진동으로 이루어진 촉각자극 5 가지(2 개, 3 개,
4 개, 5 개, 6 개)로 구성하였
구성하였다. 자극 제시간격은
참가자가 일정한 시간간격을 기대할 수 없도록 3 초에서
5 초로 3 종류의 간격을 두어 진행하였다. 참가자별
5 가지 진동자극이 3 회씩 제공되었으며
제공되었으며, 총 15 회의
진동자극이 제시되는 동안 3 개의 자극 제시간격도
무선적(random)으로 할당되었다
되었다.

가설 1.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맥락 중
물리적 신체 움직임(정지-서있기/이동
이동-걷기)의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촉각 피드백 정보의 민감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가설 2.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촉각 피드백
정보에 대한 주의상태가 다를 경우,, 즉 주의분산의
정도에 따라 촉각 피드백 정보
정보를 효과적으로
지각하는데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추가과제로는 이어폰으로
들리는 구구단 문제에 답하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시행마다 구구단 5 단부터 9 단까지의 문제들 가운데
무선적으로 제시하였다.

가설 3. 신체적 안정성과 주의분산 정도는 촉각 피드백
정보의 지각에 있어 상호작용할 것이다
이다. 즉 이동 중이며
주의가 분산된 경우, 촉각 피드백 정보를 지각하는
정확도는 가장 낮을 것이다.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실험절차에 대한 설명과
제시될 진동자극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일정시간 진동을
노출하였다. 이후 두 독립변인
독립변인들에 따른 네 가지
조건에서 촉각 피드백의 진동 횟수를 파악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네 가지 조건은 정지-주의집중 조건, 이동
-주의집중 조건, 정지-주의분산
주의분산 조건, 이동-주의분산
조건이며, 각 조건당 진동 횟수 세기(numerosity

3.2 실험 설계
본 연구는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맥락에
따라 사용자가 지각하는 촉각 피드백 정확도에 차이를
주어진 촉각정보의 진동횟수 세기(numerosity
(numerosity task)
task)를
통해 측정하였다. 실험의 독립변인은 신체 움직임의
유무(정지-앉아있기, 이동-걷기)와 주의분산 정도(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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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를 15 회씩 시행하였다. 진동자극은 애플워치 내에
사전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제시되었다.

4. 결론

정지 조건에서는 왼손 손목에 애플워치를 착용한 뒤
의자에 앉아 진행하였고, 이동 조건에서는 동일하게
왼손 손목에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제한된 영역의
바닥에 그려진 트랙을 따라 걸으며 진행하였다.
주의집중 조건에서는 추가과제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주의분산 조건에서는 이어폰을 착용한 채 구구단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추가과제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3.4 실험 결과
각 독립변인의 조건에 따른 촉각 피드백 지각의
정확도를 종속변인으로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분석 결과를 보면, 신체 움직임
상태(정지 vs. 이동)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16)=6.238, p=.024). 그리고
주의 상태(집중 vs. 분산)에 따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16)=24.252, p<.01). 하지만
신체 움직임 상태와 주의 상태의 상호작용
(F(1,16)=1.005, p=.331)은 나타나지 않았다.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촉각 피드백 정보 지각의 정확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의 상태에 따른
촉각 피드백 정보 지각의 정확도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의가 분산된 경우 주의를 집중한
상태에 비해 촉각 피드백 지각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한 횟수세기의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신체 움직임 상태와 주의 상태에
따라 스마트워치 촉각피드백에 대한 지각 및 카운팅에
있어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체적
움직임 차이에 따른 효과에 비해 주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촉각적 인식의 차이가 더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주의집중-이동 vs. 주의분산-정지, t(16)=2.237,
p=.040).

본 연구에서는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
맥락에 따라 촉각 피드백 지각의 정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
움직임(정지/이동)과
주의여부(주의집중/주의분산)에 따른 진동 자극
횟수세기의 오차 정도를 비교하여 촉각 피드백 지각
정확도에 대한 상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사용자들은 정지하고 있을 때에 비해 신체
움직임이
발생하는
이동의
경우
진동자극의
횟수세기에서 오차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핸드헬드 디바이스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워치에서도
신체의 물리적 움직임은 촉각 피드백을 지각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의가 분산된 상태에서는 집중된 상태에 비해 주어진
진동 횟수를 정확히 세지 못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신체적 움직임이 적거나 스마트워치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에는
촉각
피드백으로서의 진동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워치타입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이동 중이거나 주의가 다른 곳에 있을 경우
동일한 진동 피드백을 지각하는데 있어 정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용맥락에 따라 그에 맞는 진동횟수(number)나
진동크기(intensity)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촉각정보 제시특성을 파악하여 적응적(adaptive)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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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체 움직임 상태와 주의 상태에 따른 스마트워치 촉각
피드백 횟수세기의 오차 크기 (단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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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의 재탄생: 지렁이 분변에서 얻은 생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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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sing embedded sensor module for better
cultivation

요약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에는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며 이 경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의 가중이 문제가 되고 있다 [1].
반면, 지렁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이용하면서 환
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을 포함한
분변을 생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렁이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
레기를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지렁이 사육통을
설계하고 임베디드 모듈을 사용해 지렁이의 생육환경
을 스마트폰으로 받아오는 한편, 지렁이에 의해 작은
입자로 분해된 분변토 및 분변액에 포함된 유기물을
미생물 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 MFC)로 연결
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는 임베디드 모듈을
자립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법을 대중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future study, the electric energy produced
by MFC will supply power for the embedded
sensor module, which realize energy selfsustainable device. The proposed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popularization of a
sustainable recycling of food waste.

주제어
Food waste, Earth worm, Microbial Fuel Cell

서론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 및 처리현황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1.6%를 차지하는 음식물쓰
레기는 80%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쉽게 부
패되는 유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매립하는 경우
질소와 유황 화합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번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농도 침출
수 발생으로 인한 사후처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대
부분 자치단체나, 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
다[2].

ABSTRACT
Food waste is disposed into landfill,
incineration, recycling. Usually, it depends on
the landfill which increase water and soil
pollution. Earthworms digest food waste
without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but
instead,
they
produce
vermicompost
containing abundant organic matter.

 지렁이에 대한 연구
지렁이 연구는 찰스 다윈의 저서 [3]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새로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지렁이를 작물의 수확 증대를 위한 토양의
경운에 주로 활용하였으나, 현대에 와서 지렁이가
가진 유기 물질을 소화하여 안정된 물질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주목을 받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각종
산업 폐기물, 분뇨, 하수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활용방안으로써 시도되고 있다 [4].

This study proposed and developed a food
waste recycling system by using earthworms
and microbial fuel cell(MFC), where
food
waste is digested by the earthworms and the
vermicomposted organic matter is provided to
the MFC to generate electricity. The
earthworm's growing conditions are moni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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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C

 MFC와 일체화된 지렁이 사육통

미생물 연료 전지(Microbial Fuel Cell, MFC)는
미생물을 촉매로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 때
발생하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로, 현재 하폐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5].

그림 1 .

미생물

연료전지의

설계된 지렁이 사육통은 지렁이와 사용자 모두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제일 위 뚜껑을 열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 수 있고, 지렁이의 호흡을 위한 미세한
구멍 및 층간 이동을 위한 통로들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다. 점성이 높은 분변액을 양쪽의
수도꼭지로 모아 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추출된 분변액은 제일 아래 있는 층 안에 있는
MFC 의 Anode 로 바로 주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원리

본론
 지렁이 사육통 설계 및 제작
지렁이 사육통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6L
용량의 수납용박스(불투명 2 개, 반투명 2 개)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맨 위 두 층은 지렁이가
자유로이 층간을 이동하면서 음식물을 소화하며 서식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아래층은 지렁이 분변의 액상
성분을 모아 그 아래의 MFC 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

지렁이

사육통

설계

및

구조

 센서를 이용한 환경 데이터 관찰

 지렁이 분변액을 주입한 MFC
MFC의 각 챔버는 5mm 두께의 아크릴판을 사용하
여 12cm ×12cm ×10cm(가로)×(세로)×(높이) 크
기로 제작하였다. 두 챔버는 양이온 교환막으로 분리
되어 있고, 양극(anode) 측에 지렁이가 배설한 분변
액을 연료로 주입하였다.
음식물쓰레기를 소화한 지렁이의 분변(분변토와
분변액)에는 풍부한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어, MFC
내에 주입하면,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며
전류를 발생한다.

지렁이의 일반적인 생육환경 조건은 온도 10~25℃,
수분함량 75%, pH 5.4~8.1 로 알려져 있다 [6]. 이
중
온도와
수분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아듀이노(Arduino Uno)와 온습도 센서 및
LED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LED 로 표시하는
동시에, 3 초에 1 번 간격으로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직관적인 온도
표시를 위해, 온도 범위에 따라 LED 점등의 색을
달리하여 최적 온도일 경우 초록색, 아닐 경우에는
빨간색 빛을 내도록 하였다. 상온조건에서 평균 온도
25 도, 습도 80%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

그림 4 .

지렁이

분변액을

주입한

M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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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전류- 전압

그래프

 결론
그림 5 .
아듀이노 모듈을 이용한 온습도
데이터 측정과 데이터 연동 L E D 점등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MFC와 일체화한 지렁이 음식물 처리
통을 제작하고, 임베디드 센서를 사용하여 환경 조건
을 측정하였다. 또한 MFC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pH센서 등 지렁이의 생육환경을
보다 상세히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MFC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로 센서 모듈을 구동하는 에너지 자립형
센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지렁이에게 보다 유익한
생육환경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효
율적인 처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전기
생산 시스템은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람들
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중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한다.

 MFC를 통한 전력생산 확인
지렁이 분변액을 투입한 MFC 에서 출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LABVIEW 프로그램과
DAQ(National Instrument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시간에 따른 전압 변화
MFC의 양극 측에 분변액을 주입한 후 시간에 따른
전력 변화를 알아보았다. 주입 후 10일 이후부터
0.16V의 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분변액 속의 전
자 방출균이 전극에 번식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며,
분변액 교체 후에는 약간의 적응기가 필요하지만 곧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연속 흐름 방식으로 사용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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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발생 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결정적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1]. 이에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요약문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들이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단서로 사용되고
있다. 사건·사고 발생 시 본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있지 않거나 추가 영상 자료가 필요할 경우,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블랙박스 영상 공유 요청은
온라인 차량 커뮤니티를 통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3 년간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 공유
요청 글 52 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블랙박스
영상 공유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캠퍼스 내에서 효과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한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공유 요청은 자동차 관련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을 요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대와 위치,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요청글을 올린다. 해당 시간대, 위치의 블랙박스 영상을
소유한 사람이 요청 글을 제때 보지 못하면 공유를 해
줄 수 없다.
이에 반해,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캠퍼스라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높은 조회 수를 보장한다.
블랙박스 영상 공유 요청이 활발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에 크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단순한 게시물로는 블랙박스 영상
공유에 많은 한계가 있다.

ABSTRACT
Dashcams support the continuous recording of
external views and help drivers to guard against
unexpected accidents and incidents. Recently,
sharing dashcam videos has gained significant
traction for accident investigation. However,
current sharing requests are being made in an
inefficient way through online communities. By
analyzing 52 sharing request postings from past
three years in the existing online community
site, we extracted main factors for service
implementation, then designed an on campus
dashcam video sharing system.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간과 위치 정보 기반의 블랙박스
영상물 수집 기법 제시 [2], 차량 기반 센서 및 녹화
기술들의 혜택과 사용자의 민감도 및 태도 [3] 등, 더
나은 블랙박스 영상 공유를 위한 기술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블랙박스 영상
공유 요청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내 보안 강화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 공유 지원 시스템
디자인을 제안한다.

블랙박스 영상 공유 요청 패턴

주제어

현재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블랙박스 영상
공유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3 년간(2013.01. ~2015.10) 한 학교의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목격자 또는
블랙박스 영상 공유를 요청한 게시물 총 52 건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블랙박스, 영상공유, 보안

서론
2015 년 기준 국내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률은 61.1%로
블랙박스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블랙박스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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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디자인
사건·사고 종류 블랙박스 영상 공유 요청 목적은 주차
중 차량 손상, 스쿠터 파손, 자전거 도난이 주요
항목이었다. 주행 중 사고 3 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사고는, CCTV 가 주로 설치된 건물 출입구
주변이 아닌 교내 주차장 등에 주차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교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등은
CCTV 증거 영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CCTV 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CCTV 해상도로는 번호판 확인이나
자세한 신원 확인이 어렵다. 이때,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시스템 디자인
전체 시스템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와 블랙박스 영상을 필요로 하는 요청자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그림 1
참고)
제공자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의 소유자이면서, 교내
블랙박스
영상
제공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시간대별 위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제공한다.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영상 공유를
요청받으면, 중앙서버에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사건·사고 묘사 게시물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간은
30 분 단위로 매우 정확하게 묘사되었으나, 사건·사고
발생 위치는 대부분 간단하게 묘사하여(예: ○○학과 앞
주차장)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단 2 개의
게시물만이 직접 지도에 사건사고 위치를 표시한 그림
파일을 첨부하여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이에 지도 API 활용 등을 통해 위치값(GPS 좌표)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기능이 있으면, 블랙박스 영상 공유
요청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전체 게시물의 작성자 중 단 한 명도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44 명의 작성자가
전화번호만 남겨놓았으며, 나머지 8 명은
전화번호마저 남기지 않고, 커뮤니티 내에서
통해서만 연락을 받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작성자가 개인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청자 사건·사고 발생 시간과 위치 및 사건·사고
해결에 필요한 기타 내용(예: 본인의 차량 종류 및 색상
묘사, 사진 첨부 등)을 중앙 서버에 전송한다. 해당 시간,
위치의 제공자가 있으면, 중앙서버를 통해 해당
제공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서버 요청이 접수되면, 수집된 제공자의 시간대별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사고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제공자를 탐색한다. 적합한 제공자를 찾으면, 해당
제공자에게 요청자의 요청 내용을 전달하고, 블랙박스
영상 공유를 요청한다. 해당 제공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이를 요청자에게 전달한다.

본인의
본인의
본인의
쪽지를
우리는
영상을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교내에서의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찾는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블랙박스 영상
요청 및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교내 사건·사고
해결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하였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저장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였을
때, 블랙박스 영상 저장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사건·사고 발생 후 빨리 목격자를 확보하여 영상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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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CNN 을 이용한
얼굴 특징점 검출 및 머리 포즈 측정 방법
Head-Pose Estimation using Facial Feature Detection based on the
Hierarchic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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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CNN 이 아닌 3 단계의
계층 구조를 가지는 특별한 형태의 Xiaoou Tang 이
제안한 CNN 구조를 이용하였다 [1].

요약문
본 논문는 계층적 CNN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된
사람의 얼굴 특징점을 기반으로 머리 포즈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딥 러닝의 종류 중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를 사용하였고, 3 단계의 계층 구조를
이용하였다. 총 14 개의 얼굴 특징점을 검출하였고,
이를 이용해 POSI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머리 포즈를
추정하였다.

얼굴 특징점을 학습 시키기 위해서 총 3 종류의 CNN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총 3 단계의 계층 구조를
이용하여 학습 시켰다. 예측된 14 개의 특징점을
기반으로 DeMenthon 이 제안한 POSIT(Pose from
Orthography and Scaling Iterations)[3] 알고리즘을
이용해 머리 포즈를 추정하였다[2].

ABSTRACT
This paper is head pose estimation using
POSIT algorithm with human facial feature
based on hierarchical Deep Learning. A Deep
Learning type i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lso we used 3-level hierarchical structures. It
estimated the facial feature, total 14 points and
head pose using POSIT algorithm based on 14
facial feature points.

본문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총 14 개의 얼굴
특징점을 기반으로 3 종류의 CNN 를 3 단계에 걸쳐
사용하였다.

주제어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Head Pose Estimation, Facial Feature

서론
그림 1. 딥 러닝 학습에 사용된 특징점 위치

2D 영상에서의 사람의 머리 포즈 추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사람의 얼굴
모델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계층적 CNN
첫 번째 네트워크는 총 3 번의 Convolution Layer
와 Pooling Layer, 2 번의 Fully Connected Layer 로
구축하였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N1 이라고 하며 입력
영상에서 얼굴을 검출하여 39x39 사이즈로 변환하여
학습하였다.

우리는 얼굴이 가지는 14 개의 특징점을 기반으로 딥
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예측된 특징점을 기반으로
사람의 머리 포즈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딥
러닝의 종류 중 Convolution Filter 를 이용해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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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네트워크 별 예측된 특징점 MAE
Index

Left
Eye

Right
Eye

Nose

Mouth

Level1

4.72

4.67

3.22

4.18

Level2

2.93

2.81

2.11

2.62

Level3

2.21

2.34

1.26

2.14

15x15 의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14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 L3 로 다시 학습 시킨다.
Level 3 에서는 Level 2 에서 예측된 점을 기준으로
L3 로 다시 학습 한다. 이렇게 3 번을 단계적으로
예측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게 된다.
• 머리 포즈 추정
예측된 14 개의 얼굴 특징점을 이용해 POSIT 을
이용해서 머리 포즈를 추측하는데 사용하였다.
POSIT 은 2D 좌표를 대응되는 3D 좌표로 변환 후
rotation matrix 와 translation matrix 를 구한다.
이를 이용해 수식 1 과 같은 식을 사용해서 현재
좌표들의 머리 포즈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3 단계 계층 구조형 네트워크

두 번째 네트워크는 N1 네트워크와 구조는
동일하지만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39x31 사이즈로
얼굴 검출 후 영상의 높이를 잘라서 사용한다. 두 번째
네트워크는 N2 네트워크로 두 번 사용하게 된다.
N2_1 은 아래의 8 사이즈를 제외한 부분으로 눈과 코의
특징인 10 개의 점만 학습 시킨다. 또한 N2_2 는 위의
8 사이즈를 제외한 부분으로 코와 입의 6 개의 점만을
학습 시킨다.

(1)

세 번째 네트워크는 N3 네트워크로 N1, N2
네트워크와 달리 2 번의 Convolution Layer 와
Pooling Layer, Fully Connected Layer 로
구축하였다. 15x15 사이즈의 입력 데이터와 1 개의
결과값을 넣는다.
이렇게 구축된 3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그림 2 와
같이 총 3 번의 계층적 구조로 얼굴 특징점을 추정하게
된다.
Level 1 에서는 얼굴의 14 점을 모두 사용한 L1 의
예측점과 L2_1, L2_2 에서 예측된 각각 10 개 6 개의
예측 점의 평균 점을 중점으로 다시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Level 2 에서는 Level 1 에서 예측된 점을
중심으로 15x15 의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렇게
하나의 얼굴에서 14 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하여 각
특징점에 각각의 L3 네트워크를 이용해 학습 시킨다.

그림 3. 딥 러닝 학습에 사용된 특징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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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다.
비교
방법은
Mean
Absolute
Error(MAE)[4]를
이용하였다.
Level1,
Leve2,
Level3 으로 단계가 증가함에 따라 MAE 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 특징점 검출의 오차가
적어야 POSIT 으로 계산될 머리 포즈 추적 오차가 적기
때문이다.

결론
본 논문의 실험은 windows O/S, GTX660, 32GB
RAM 의 환경에서 Python 기반 Theano library 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직접 자이로 센서를 머리에
부착한 후 촬영한 영상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평가를
위한 머리 포즈의 측정 데이터(Ground Truth)를
제작하였다. 학습에는 1000 장의 이미지와 각 이미지의
14 개의 얼굴 특징점을 사용하였다.

표 2 는 머리 포즈 추정 MAE 의 결과 표이다.
MAE 결과는 Roll, Pitch Yaw 가 평균 2.63 으로 3.0
이하여 결과를 얻는다. 그림 4 는 위의 시스템을 사용한
머리 포즈 추정의 결과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MAE 결과와 달리 Roll 의 그래프를 제외한 Pitch 와
Yaw 의 추정 그래프가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머리가 회전하면서 예측된 14 개의 점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정확한 포즈를 계산하는 것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각각의 얼굴
특징점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머리 포즈 추정 MAE
Index

Roll

Pitch

Yaw

MAE

2.068

3.6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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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결과 그래프
예측된 14 개의 특징점의 정확도는 표 1 과 같다.
14 개의 점 중 Left Eye 와 Right Eye, Mouth 의 경우
4 개의 점의 평균이며, Nose 는 2 개의 점의 평균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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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화장 응용에 적합한 얼굴 랜드마크 추적 기법 개발
A Face Landmarks Tracking for Virtual Makeup Applications
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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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도와준다. 가상 화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얼굴 landmarks 검출 및 추적
기술과 가상 화장 표현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얼굴형태를 가진
사용자에게 화장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얼굴 landmarks 추적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 가상
얼굴 시스템에 적용된 모델 학습 기반 추적 기법들은
[1, 2, 3]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 얼굴, 눈, 입술
모양에 모델을 정확히 맞추어 추적하기 어렵고, 모델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와 최적화에 따라 추적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있다.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가상 화장 응용을 위한
Model-free 방식의 얼굴 Landmarks 추적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증강현실 기반 가상 화장 시스템들은
학습된 얼굴 모델을 사용하여 얼굴 Landmarks 들을
추적하는데, 이러한 모델 추적 방법은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형태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ense optical
flow 정보와 이웃 Landmarks 의 이동 정보를 이용한
Model-free 방식의 얼굴 추적 기법을 사용하였다.
초기 실험을 통해, 제안한 기법이 개인차가 있는
다양한 얼굴 모양 추적에 적합함과 가상 화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얼굴
모델 학습이 필요 없는 Model-free 방식의 얼굴
landmarks 추적 기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dense optical flow 와 이웃 landmarks 의 이동
정보를 사용하여 얼굴 landmarks 추적을 수행한다.
초기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Model-free 방식의
얼굴 추적 기법이 개인차가 있는 다양한 얼굴 모양
추적에 적합함과 가상 화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model-free face
landmarks tracking method for augmented
reality based virtual makeup applications.
Existing virtual makeup systems are mostly
used model-based landmark tracking methods,
however, these methods are not suitable for
fitting and tracking on different face
appearances.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model-free landmark tracking
method based on dense optical flow and
displacement of neighborhood landmarks
information. From the preliminary tracking
results, we confirm that our tracking method is
suitable for virtual makeup systems.

본론
그림 1 은 제안하는 얼굴
알고리즘의 시스템 흐름도이다.

Landmarks

추적

주제어
얼굴 추적, 가상 메이크업 응용, 가상현실.

서론
증강현실 기반 가상 화장 시스템은 임의의
사용자들에게 가상으로 메이크업 된 화장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선호하는 화장을 할 수

그림 1. 제안하는 얼굴 Landmarks 추적 흐름도

- 397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먼저, [4]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얼굴 영역과 얼굴의
특징이 되는 Landmarks 를 검출한다. 검출 된

그림 3 에서와 같이, 제안한 추적 기법은 KLT 추적
기법보다 얼굴의 빠른 In-plane rotation 움직임에
안정적인 추적 성능을 보였다. 또한, 학습된 얼굴 모델
없이 얼굴 추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Landmarks pt  (x t , y t ) 를 기반으로, dense
m

m

m

optical flow G [5]와 median filtering kernel M
을 convolution 하여 t+1 frame 영상에서의

결론

m

landmarks pt 1 위치를 추적한다.
m
m
m
m
pm
t 1  (x t 1 , y t 1 )  (M  G) | (x t , y t )

본 논문에서는 증강현실 기반 가상 화장 시스템에
적합한 Model-free 기반 얼굴 Landmarks 추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얼굴의 모델 학습
없이 추적이 가능하며, 기존 KLT 추적기법 보다
강건한 추적 성능을 보였다.

(1)

그리고, 추적하는 동안 얼굴의 갑작스러운 빠른
움직임 또는 회전 등의 이유로 outlier landmark 가
발생 할 경우, 이들의 이웃 landmarks 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추적 결과를 보정한다 (그림 2 참조).
구체적으로는, 먼저 이웃 landmarks 를 지역적
공간과 의미 (눈, 코, 입)를 고려하여 정의한다. 그리고
얼굴 추적 outlier landmark 가 발생 시, 이웃
landmarks 의 이동 거리 및 방향의 값을 평균하고,
이를 outlier landmark 에 적용하여 추적을 보정한다.

향후, 변형이 심한 입, 눈의 강건한 움직임의 추적을
위해 검출된 landmarks 정보를 일정한 추적
에러보다 높을 때 초기화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한된
topology 를 규정하여 이를 적용할 것이다. 또한,
추적된 결과를 컴퓨터 그래픽스 모듈과 통합하여 실제
증강현실 기반 가상 화장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삼성전자 DMC 연구소의 산학 협동 연구
과제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 문헌
1. Cao, C., Weng, Y., Lin, S., and Zhou, K. 3D
Shape Rregression for Real-time Facial
Animation. In Proc.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32, 4 (2013).

그림 2. Outlier Landmarks 추적 보정

2. Cao, C., Hou, Q. and Zhou K. Displaced
Dynamic Expression Regression for Realtime Facial Tracking and Animation.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33, 4 (2014).

초기 추적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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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얼굴의 학습된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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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빠른 배경모델링 기반의 사람 계수 시스템
People counting system based on fast Background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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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물체가 나타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로

요약문

사람이 나타나는 거리나, 쇼핑센터 등에 설치되었다는
사람 계수기 시스템은 상점 등을 방문한 사람들의

가정에

방문시간대,

(Mixture of Gaussian)에

특정상품

앞에서의

방문횟수

분석

등

바탕을

둔

것이다.

배경모델링에
기반한

MOG

방법들[1]-[3]이

구매자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반

있으나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이다. 사람의 계수가 빠르게, 정확하게 이뤄줘야만

이동평균(running average)에 기반한 배경모델링을

정확한 패턴분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빠르고

사용하고 이를 통해 추출되는 블롭(blob)들에 대해서

정확한

추가적인 처리를 해주어 사람을 계수하는 시스템을

패턴분석을

하기

위해

빠르고

안정적인

배경모델링 기술을 제안한다.

작성하였다.

움직임

영역

이동평균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인 이동평균 방법은 다음과 같은 식을

Abstract

통해 현재 프레임의 배경을 모델링한다:

A People counting system is a system that can

B n = (1 - a ) B n-1 + aI n

automatically count the number of people
visiting a shop etc., to analyze the pattern of

(1)

the buyer based on the numbering analysis.

n

n

n -1

은
여기서 I 은 현재 프레임을 나타내며, B 과 B
a
는 0과 1
각각 현재와 이전의 배경영상이다. 또

For this aim, it is important to count the number
of people fast and accurately. In this paper,

사이의

we propose a fast and stable people counting

상수로

배경영상에의

system which utilizes the moving average

배경영상과

현재

프레임간의

현재

정도를 나타내주는 값이다. 식 (1)에

의해 계산되어진 배경영상과 현재 프레임간의 차영상을

system with postprocess on the blobs.

구하면 움익이는 영역에 대한 움직임 정보맵이 나오게
된다. 움직임 정보맵은 영상잡음으로 인해 여러가지

주제어
사람계수, 배경모델링, 블롭

잡음성

블롭들이

존재하므로

기법과

이진화(Thresholding)를

이에

대해

통해

모폴로지

잡음이

없는

블롭들을 얻게 된다.

본문

그러나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면 먼저 영상에서 사람을 추출할
수

수정한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사람을

인식할

이렇게

하여

안정적인

블롭을

얻었다고

하더라더 하나의 단일한 영역의 블롭이 반드시 한 명의

때

영역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1은 단일한 영역의

가로-세로의 길이 비율을 고려하였고, 움직임이 있는

블롭이 반드시 한 사람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지 않는

영역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배경모델링을 사용하였다.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a)는 사람 한 명이

이는 본 사람계수기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가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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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움직임이 있는 물체와 결합하여 갑자기 큰 블롭을

계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만들어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적용하여

야외에서

사람을

상기의 식 (2)를

계수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블롭영역이 사람의 영역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 상황 (a) 타영역의 블롭과 합체 (b) 동일
영역이 여러 블롭으로 나뉘어짐 (c) 정적 물체에
의해 사람영역이 일부 가려짐
그림 2.야외모드에서 사람을 계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영상. OpenCV로 구현한 시스템

이에 반해 그림 1(b)는 한 사람에 해당하는 영역이
잡음 등으로 인해 여러 개의 작은 블롭들로 나뉘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사람영역이

다른

있다.
정적인

마지막으로
물체에

그림

의해

결론

1(c)는

부분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평균이동 기반의 배경모델링과 블롭에

가려져서 일부만 나타나 보이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들을

제외하기

위해

본

대한 후처리로 빠르고 안정적인 사람계수 시스템을

논문에서는

구현하였다. 블롭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 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시스템의 구현도 가능하다.

{S } = {S } + d [( p(r ( B ))]
여기서

B는

{S } 란

사사의 글

(2)

사람의 인원에 대한 집합을 나타내며,

본 연구는 본 결과물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현재 카운팅을 고려하고 있는 블롭을 나타내며,

수행된 대학 특성화 (CK-1)사업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d [×] 함수는 인수가 0이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외의
경우는 0이라는 값을 갖는 델타함수이며,

r (×)

(LINC) 육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함수는

블롭의 가로 대 세로 비율 및 크기에 대한 제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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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쇼핑 경험 향상을 위한 소셜 큐레이션 기반
모바일 서비스 경험 디자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mobile service design for O2O
shopp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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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구매하려는 제품, 서비스가 인식되는
순간부터 가장 만족스러운 구매를 위해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을 혼용한다. 본 연구는 쇼핑 금액이 큰
사용자의 관찰을 통해 온.오프라인이 연결 된
O2O 환경에서의 경험 요소를 정의 내리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O2O
쇼핑에서의 플로우 모델과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 후
프로토타입을 제작한 후 사용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O2O 쇼핑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O2O는 차별화가 아닌 필수 전략이 되었다. 이처럼
쇼핑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쇼핑 서비스 구성 요소를
온라인/오프라인/통합 환경에 따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쇼핑 서비스 구성 요소를
온라인, 오프라인 환경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사해보고
실제 소비 금액이 많은 사용자들의 관찰을 통해 O2O
쇼핑 경험 요소를 정의 내리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O2O 쇼핑에서의 플로우 모델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주요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O2O 쇼핑의 정의

요약문

Users use on-line channel mixed with off-line
channel for pleasing shopping to buy product
or service which they want. Through
observation, this study will suggest and define
experience components in O2O shopping
environment using service blueprint. After
suggestion, usability test using prototype will
proceed for verify effectiveness of service.

그림

1 .

O2O 국내 잠재 시장 규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쇼핑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홈쇼핑, PC, 모바일 쇼핑 등으로 범위를 넓혀갔다.
특히 온라인 전자 상거래는 스마트 폰의 힘을 빌려 더
이상 온라인 공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까지 깊숙이 침투해 쇼핑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채널 간
경계가 무너지며 사용자에게 일원화 된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O2O 전략이 필수적이 되었다.

주제어
O2O 쇼핑, 모바일 큐레이션 서비스

서론
크로스 채널 시대를 지나 옴니(Omni) 채널 시대가
도래하였다. 크로스 채널 시대에는 채널 간 협업하고
각 채널에 접근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안하였지만 각 채널 간의 궁극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옴니 채널 시대가
도래하며 모든 접점 채널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며
끊김없는 (Seamless) 사용자 관리가 가능해졌다.
사용자들은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쇼핑 과정에서

O2O 란 본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On-line to Offline)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온라인상의 광고와 기술 등을 의미 하였다. 이는 주로
온라인에서 쿠폰을 발행하여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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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표

온라인 (Off-line to On-line)의 개념이 추가
되었으며, 이는 오프라인 매장은 상품 전시를 위해
활용되고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이
통합되며 각 채널을 단계별로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구매 경험 제공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즉 온,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 구성, 가격 정책,
혜택 등의 정보를 각 채널에서 동일하게 제공하여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최적화 된 구매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단계

행동

쇼핑 전

쇼핑
정보
수집

쇼핑 중

상품
비교
및
체험

O2O 쇼핑 경험 조사를 위한 사용자 경험 리서치
O2O 쇼핑 서비스를 도출하기에 앞서, 쇼핑에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 지출이 많아지는 결혼, 출산, 이사 등 주요
생애주기를 맞아 쇼핑이 잦은 사용자를 모집하였다.

정보
공유

쇼핑 후

심층 인터뷰 결과 사용자들은 주요 생애주기를 앞두고
고가 혹은 다량의 상품을 구매 할 때, 채널을 막론하고
다량의 정보를 탐색하고 저장하였다. 온라인 채널의
경우 방대한 양의 정보 탐색과 저장이 용이하지만,
제공되는 상품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오프라인 채널의
경우 사용자들은 직접 상품을 체험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상품 정보
저장의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쇼핑 정보를 탐색하고
저장한 후에는 더 나은 상품 구매를 위해 정보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주요 생애주기를 앞둔
사용자들은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체험과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상품의 품질과 합리적 구매 수단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탐색 중 저장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렵다는 불편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은 쇼핑 후 구매 정보를 자신과
유사한 생애주기를 맞은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는 행동을 보였다. 공유 된 사용자의 구매
정보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용자들에게 보다 신뢰가
가는 구매 정보로써 활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O2O 쇼핑 서비스 제안 요소
서비스 요소


사용자 생애주기와 부합하는 쇼핑
정보의 추천



온,오프라인에서 수집한 상품
정보, 구매 정보를 종합한 개인화
된 쇼핑 정보 추천



온/오프라인에서 수집하여 종합
된 정보를 활용한 오프라인 상품
추천



사용자 생애주기와 성향에 따른
상품 체험 권유



사용자의 상품 후기를 통해
비슷한 소비 성향 집단 매치



스스로 쇼핑정보를 재 생산하는
사용자의 큐레이터 화

본 연구에서는 주요 생애주기를 앞두고 온,
오프라인에서 다량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여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수집한 쇼핑 정보와 개인 생애주기에 따른 쇼핑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채널의 요소(오프라인 채널
직원, 센서) 등과 상호 작용하여 오프라인에서의 쇼핑
정보를 추천해주는 모바일 큐레이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구성하기 전 서비스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제작하였다.
표
단계

쇼핑
전

O2O 쇼핑 서비스에서의 모바일 큐레이션 서비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O2O 쇼핑에서 단계와
주요 사용자 행동을 통해 서비스 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쇼핑
중

쇼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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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쇼핑 시나리오 및 주요 기능
서비스 시나리오 및 주요 기능

주요 채널

개인 생애주기, 개인 히스토리 기반
상품 큐레이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스캐닝을 통한 상품
정보 저장

오프라인

유사 생애주기 커뮤니티에서 상품
정보 저장하기

온라인

위시리스트, 장바구니에 저장한 상품
안내받기

오프라인

개인 생애주기, 개인 히스토리 기반
상품 큐레이션

오프라인

직원을 통한 체험과 상담 요청

오프라인

구매 정보의 재 공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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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O2O 쇼핑 소셜 큐레이션 기반 모바일 서비스 블루프린트

3. 강민정, 김기옥, 소비 욕구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성균관대학교, 2008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요 생애주기로 인해 쇼핑의 이슈가
큰 사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O2O 쇼핑 서비스
컨셉을 제안하였다. 인터뷰 중 주요 생애주기를 맞은
사용자들은 O2O 쇼핑 중 특히 고가의 상품이나
다량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채널을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하고, 체험이나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상품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구매가 완료되고 나면 자신이 구매하며 모았던
정보나 구매한 상품의 정보를 재 공유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동에 따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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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요약문

했다 [2].

이 연구는 한국인 페이스북 사용자의 우울감과

위 연구들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정서

것을 목표로 하였다. 페이스북 API 를 이용해 제작된

중

우울증에

주목하며

소셜

미디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웹 어플리케이션과 크롤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우울감을 측정하고 사용자의 활동 데이터를 모은 후,
두 변수를 포아송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방적 메시지 공표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에

한국인 사용자가 많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해당하는 페이스북 활동의 빈도가 우울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ABSTRACT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비개입적인 방법을

자기보고식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ommunicative activities on
Facebook of Korean users. A web application and a

설문을

실시하되,

페이스북

활동

사용하였다. 또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다.

crawling application with Facebook API were built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to measure depression and to collect activity data.

페이스북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할

Poisson regression was conducted on the two

필요가 있다. 버크, 크라우트 및 말로우의 연구[1]의

variables, which reveals the Facebook activities of

분류를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수집할 페이스북

broadcasting

활동 데이터의 종류를 결정하였다.

and

directed

communication

are

changing with the level of depression.

표 1. 페이스북상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측정하는 변인

주제어

커뮤니케이션 행동

수집대상

수집정보

일방적 메시지 공표
(broadcasting)

사용자의
담벼락

담벼락 글

타인을 향한
직접커뮤니케이션
(dirceted
communication out)

친구의 담벼락

‘좋아요’, 코멘트,
게시물, 태그

타인에게서 받는
직접커뮤니케이션
(directed
communication out)

사용자의
담벼락

‘좋아요’, 코멘트,
게시물, 태그

소셜 미디어, 정서, 데이터 크롤링

서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미디어상에서의

특성을

활동을

통해

이용하여

소셜

사용자의

심리적

상태를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마이퍼스널리티'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통해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의

성격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3].유사한
방식으로 트위터를 이용하여

산후우울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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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참가자 정보 동의창(왼쪽) 및 설문화면(오른쪽)
통한 일방적인 메시지 공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실제 페이스북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페이스북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하여

코멘트에 누르는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웹

나의

어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을

제작하였다

글이나

코멘트에

받는

'좋아요'의

빈도는

[그림 1]. 사용된 언어는 루비(Ruby)이며, 루비를

낮아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바탕으로 한 웹개발 프레임워크인 레일즈(Rails,

향한 코멘트 또는 태깅과 다른사람으로부터 받는

Ruby on Rails)를 바탕으로 제작을 진행하였다. 웹

코멘트 또는 태깅은 우울감이 높아질수록 그 빈도가

어플리케이션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의

동의

하에

페이스북

사용자 접근 토큰(User Access Token)을 수집하고,
정서를

측정하는

설문을

제시하였다.

결론

우울감

설문에는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토큰 수집

실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후, 루비와 페이스북 API 를 사용하여 제작된
크롤링(crawling)

어플리케이션을

연구는 한국인 페이스북 사용자의 정서를 측정하고
영어권 사용자 위주의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사용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페이스북 활동

참가자의 페이스북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의

정서

예측

모델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참여자는 총 393 명이다. 39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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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 및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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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6-12 살 사이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조사
하였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양치 횟수, 시간이 적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플라그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보다 치아에 더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2]. 칫솔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하나는 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치아우식병과 같은 치아 관련 질병을 예방 가능하다.[3]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자녀에게 즐거운 양치 경험
제공, 지속적 치아 건강관리 가능, 치아 건강 관심도
확대, 치과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스마트 칫솔
디바이스 개발에 있다. 스마트 칫솔 디바이스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양치질을
모니터링 한다. 치아의 위치를 영상처리하고,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 치아의 교합면, 정전면, 구개면
중 칫솔모가 닦고 있는 면의 검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칫솔질을 검출하기 위한 칫솔
디바이스 및 영상처리를 이용해 어린이들의 양치질
성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시각적 피드백을 통한
어린이들의 치아 건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Abstract

2.관련연구

This study proposed smart tooth brush device to give
interesting experience for both parents and child, to
manage healthy tooth persistently, to expand interest
of healthy tooth , and also to reduce cost of dental
clinic. By using smart tooth brush device and
computer system, we monitor user’s brush habits in
real-time. We use smart tooth brush which includes
image processing, accelerometer and gyro sensor to
increase detection accuracy of reaching point on
tooth.

2.1 영상처리
Yu-Chen Chang(2008)의 연구에서는 웹캠을
이용하여 칫솔을 인식하여 이빨 닦는 것을 실시간
모니터링 했다[4]. 이창정(2011)은 Haar 분류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시간 얼굴을 인식 통해
디바이스를 제어 했다[5].
2.2 칫솔

주제어

이영재(2011)는 칫솔 안에 가속도 센서 및 자이로
센서를 장착하여 Roll 과 pitch 값을 이용하여 칫솔모의
위치를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4 등분 하여 양치질의
성과 측정 연구를 하였다[6].

스마트 칫솔, 영상처리, 시각화, 칫솔질, 치아

1.서론
우리나라 12 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평균 충치 개수는
3.3 개로 세계 평균 1.6 개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1]
C.
StecksenBlicks(2011)는 양치 습관과 플라그양 간의 상관관계

칫솔질을 검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움직임을
감지하는 대표적인 SVM(Sum Vector Magnitude)은
낙상 연구에 많이 쓰인다[7]. 낙상 또한 일정 세기
이상의 움직임이 있을 때의 움직임의 검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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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으로서 SVM 을 칫솔질의 움직임 검출에 응용
하였다.

하드웨어 구성으로는 3 축 가속도 센서, 3 축 자이로
센서를 내장한 센서 MPU-9150 와 Atmega328 MCU,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Bluetooth 2.0 으로 구성 되어
있다.

2.3 디스플레이
백민철이 연구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연구에서 자신의 구강상태를 확인 가능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8].
Yu-Chen Chang(2008)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이 이빨 닦이는 것을 보면서 하는 방법이
효과적 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4].
3.실험 방법
3.1 영상처리

그림 3. 제작한 스마트 칫솔 하드웨어
Sensor data 를 (1)식을 이용하여 Threshold 이상을
넘으면 양치질 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으며
동시에 각도를 계산 하게 된다.

각도를 측정한 이유는 칫솔모의 위치를 산정하여
치아의 어느 부위를 닦고 있는가를 도출한다.

그림 1. 전체적인 스마트 칫솔의 모식도
OPENCV 를 이용한 C++ 기반 영상처리 Custom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 구성은 2 개이다.

그림 4. 하드웨어 알고리즘
3.3 디스플레이

1. 색상을 인식하여 칫솔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칫솔과 영상처리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준다. 치아의 metaphor 를 옥수수로
잡아서 사용자가 보기에 친근함을 느끼도록 디자인
했다.

2. 얼굴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4.결론
본 연구에서 제작한 디바이스 및 영상처리 프로그램
으로 치아 전체의 위치에 따른 양치질 횟수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여 골고루 양치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각 치아의 교합면, 정전면,
구개면 에 따른 칫솔모의 위치에 따른 각도가 다르게
나오는 것 또한 확인 하였다.

그림 2. 영상처리 알고리즘
칫솔의 형태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으로 외곽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색상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색상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은
칫솔의 특정 부분의 색상을 검출 하여 동일한 색상을
이진화 과정을 걸쳐 칫솔의 위치를 특정하고 Haar
분류기를 통해 얼굴인식을 한 위치의 상대적 위치를
검출했다.

그러나 색을 검출해서 칫솔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속도가 느려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며 영상에 인식된 칫솔과
같은 색상이 있게 되면 위치가 이중으로 처리가 되게
된다. Threshold 방법은 칫솔질을 안하고 움직임만
빨리 해도 칫솔질을 하게 된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3.2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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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에서 얻은 칫솔의 위치를 판단하여 x,y,z 축에
대한 Threshold 로 넘긴 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추후 디스플레이에 치아의 3 면을 모두 표시 해주는
것과 영상처리를 통한 치아 위치 검출의 경우 더욱
세분화 시켜 해상도를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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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 등)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그룹 활동(회의,
가족모임, 그룹 스터디 등) 중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그룹 활동 방해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요약문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은 회의, 가족모임, 그룹
스터디 등과 같은 그룹 활동에 방해를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룹 활동 시 그룹 멤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공동으로 절제할 수 있도록 돕는 앱 서비스인 락앤롤을
소개한다. 락앤롤은 멤버들의 공동 절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공동 절제, 근거리 친구 탐지,
절제 이력 등을 제공한다. 반복적 프로토타입 과정을
통해 최종 개발된 락앤롤 앱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어 그 효과를 평가 받았다. 25 일
동안의 캠페인 기간 중 총 1,014 명이 앱을 설치하였고
참여자들은 앱을 활용하여 총 10,000 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그룹
활동 중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룹원들
간의 유대감, 동질감, 집중력 등을 높여 주어 그룹
활동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 준다는 사회학 연구결과
또한 있다[1][5]. 하지만, 문제는 스마트폰의 높은
접근성과 폭넓은 기능성으로 인하여 그룹 활동
상황에서 개인 스스로가 상황에 맞게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ABSTRACT
Prior studies have shown that mobile
technologies can cause distractions in colocated meetings, leading to degraded social
experience. In this paper, we present a mobile
app called Lock n’ LoL that allows group
members
to
simultaneously
lock
their
smartphones. It provides three functions for colimiting supports: (1) group limit mode, (2) colocated friends reminder, and (3) Limit behavior
logs. We followed an iterative prototyping
process, and launched a campus campaign of
encouraging to limit smartphone use with Lock
n’ LoL. During the 25 days of the campaign,
1,014 users installed the app and showed more
than 10,000 hours for limiting smartphone use.

그림 1. 락앤롤 앱 UI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폰 사용을 함께 절제
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앱인 ‘락앤롤’이 개발되었다.
개발 하였다. 소규모 사용자 실험을 통해서 모바일 앱을
고도화한 후, 약 한달 간 스마트폰 사용 절제 캠페인을
진행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주제어
스마트폰 사용, 그룹, 공동 절제

락앤롤: 스마트폰 사용 공동 절제 지원 서비스

서론

스마트폰으로 인한 일상 생활 방해들이 보고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 절제 지원을 위한 HCI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 4]. 이러한 연구들은 화면 잠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중독적 사용, 집중력 하락,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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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앱 사용, 사용량 모니터링, 초과 사용 알람 등과
같은 사용 절제를 위한 유용한 기능들을 제안했었다[4].
나아가 개별적 절제 행동 결과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회적 비교 및 경쟁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3]. 이러한 그룹
기반 절제 방법은 개인 기반 방법에 비해 사용 조절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룹 구성원들의
공동 절제가 필요한 그룹 활동 상황에는 맞춤화 되지 못
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효과를 보였다. 인터뷰 결과 락앤롤 사용이 다양한 그룹
상황에서 매우 유익했음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룹 활동의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때, 항상
집중이 될라 하면 우리 중 하나가 꼭 핸드폰으로 전체
분위기를 흐리곤 했다. 하지만 이 앱 덕분에 이제는
그런 방해 없이 모두가 같이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답하였다.

결론

우리는 이러한 연구들을 확장하여 공동 절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룹 기반 스마트폰 사용 조절
어플리케이션인 락앤롤을 디자인 하였다.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그룹 활동 방해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활동 중 스마트폰
사용 절제를 도울 수 있는 앱을 제작하였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된 스마트폰 사용 절제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일상 그룹 활동 중에 앱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앱을 통해 그룹 활동 방해를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그룹 활동 중에 구성원 모두의 스마트폰을 함께
잠그고 그룹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룹
활동 시작 전에 ‘절제방’을 만들어 그룹원을 초대 할 수
있으며, 절제방 입장에 동의하면 스마트폰 화면이
잠기고 알림기능이 무음 모드로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각
사용자들은 1 시간 당 5 분씩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해당 5 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그룹 내 다른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용
허락을 받아야만 스마트폰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상호
간 절제와 양해 기제를 통해 그룹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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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는

요약문

달리,

현재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구별되는 뚜렷한 포지셔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본 연구는 스마트워치가 가지는 특성에 기반하여,

실정이다.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가장 큰 만족을

스마트워치의 알림에 대한 감각적 인지 가능성에

느끼는 ‘메시지 수신 기능’ 또한 스마트폰의 알림이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복제되어 스마트워치로 전달되는 형식이며,[1] 알림

스마트워치에서 주어지는 알림 유형을 분류할 수

내용을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빨리 확인한다는 이점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 각 알림 유형에 따라

밖에

정보를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가 기능적 차별화를 하고

전달 방식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는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에서 주어지는 알림의 내용적

엄연히 다른 기기임에는 분명하다. 스마트폰은 휴대

특성을 감각 정보로 전환하여, 알림의 인지 가능성을

기기(Portable Device)이지만, 스마트워치는 신체에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착용할

연구의

스마트워치에서는 항시적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의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도입기에

제공하지

수

못하고

있는

있는

것이다.

기기(Wearable

이렇듯,

Device)이므로

스마트워치가 가지는 특성을 발견하고, 이에 기반한

그러나

알림 방식에 대해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스마트워치의 특성은 오히려 알림 확인에 방해

있다.

신체와

초근접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알림이 ‘항시적’으로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모든 알림이 ‘일률적’인

ABSTRACT

방식으로 전달되어 정보 과잉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to recognize the

본 연구에서는 ‘항시적’ 방식으로 주어지는 알림

notification of smart watch with sensory cues. Th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림의 내용을 구분하였고,

goal of this study is 1) to identify the guideline to

‘일률적’ 방식으로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istinguish the information of notification of smart

감각적 전달 방식(시각, 청각, 촉각)을 달리하였다.

watch, 2) to recognize how people perceive the
information

of

notification

with

sensory

2. 관련 연구

cues.

Through this study, we can deduce the result about

2.1 알림(NOTIFICATION)에 대한 연구

which sensory cues are preferred based on the
information of notification of smart watch.

알림은 ‘비일반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자에게
이를 신호로서 알려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알림은

주제어

유익한 정보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수행

스마트워치, 알림, 방해, 간섭, 메시지 분류, 감각적

중인 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달 방식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알림 수용 모델에 따르면

1. 연구 배경

달라진다.[2] 본

본

연구는

알림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성장과

가치는

메시지,

사용자,

연구에서는

알림

맥락에
수용

따라
모델을

스마트워치 환경에 적용시켜, 각 알림에 대한 메시지

함께,

요인, 사용자 요인, 맥락 요인 별로 분류 기준을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기기로 언급되고 있는

마련하였다.

스마트워치에 주목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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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시각, 청각, 촉각적

2.2 감각적 전달 방식에 대한 연구

전달 방식의 종류를 다르게 제시한 후, 각각의

감각적 전달 방식에 대한 연구는 크게 시각적,

알림에 대한 만족도 점수와 평가 내용에 대해

청각적, 촉각적 피드백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설문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인터뷰를 15분간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스마트워치 관련 연구의

실시한다.

경우,

촉각 피드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신체에

밀착되어

있다는

기기

5. 연구 결과 및 향후 연구

특성에

기반하여 진동의 시간, 진폭, 빈도 등을 달리한

본 연구의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새로운 진동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같다. 스마트워치에서 확인되는 알림 내용의 80%

있는 것이다.[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촉각적

이상이 메시지 수신과 관련된 알림이었으며, 알림

피드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확인의 상황적 맥락은 스마트폰이 주머니나 가방

청각적, 촉각적 전달 방식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속에 있을 때, 대중 교통 내, 운동 중, 운전 중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실험 참가자 모두

3. 연구 문제

스마트워치에서 ‘요약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본 연구에서 주목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있다는

<연구문제

확인하는

스마트워치 알림이 동시에 올리는 ‘중복 알림’을

알림의 메시지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비 조사 결과 도출된 알림

<연구문제 2>에서는 메시지 분류 기준에 따라 어떤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본 조사에서는 알림의

전달 방식이 선호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메시지 유형과 감각적 전달 방식을 연결지어

1>에서는

스마트워치에서

점을

이점으로

꼽았으며,

스마트폰과

설문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가 스마트워치에서

<연구문제 1. 메시지 분류>

가장 선호하는 감각 양식은 촉각적 방식이었으며,

1-1. 사용자가 스마트워치에서 확인하는
알림의 메시지, 맥락, 전달 방식은 무엇인가?

상황적 맥락에 따라 시각적 양식과 청각적 양식의
선호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회의중이나

1-2. 메시지, 맥락, 전달 방식을 유형화하여

수업중과 같이 실내 환경에서는 촉각/시각적 전달

하위 분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가?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운동 중이나 이동 중과 같은
실외

<연구문제 2. 전달 방식>

환경에서는

촉각/청각적

전달

방식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는 신체에 밀착되어 있는

2-1. 스마트워치에서 시각, 청각, 촉각적 전달
방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2. 시각, 청각, 촉각적 전달 방식의 하위

스마트워치의

특성에

기반하여,

알림을

가능한

감각

인지

스마트워치의

정보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종류를 달리했을 때의 만족도 점수와 평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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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and analysis big data measured in the
devices, the presented optimum evacuation
routes minimize the damage from the disasters.

요약문
현대사회의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가
생활 전반에 걸쳐 빈발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의
화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기관별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센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대피경로를
제안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재난 상황에서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하여 일산화탄소 센서,
스모크 센서, 온/습도 센서로 구성된 디바이스를
설계하고 디바이스를 해당 건물 내부의 이동 경로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가상의 격자형태로 나타낸다.
각 디바이스에서 측정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대피경로를 계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Sensor, Data Analysis, Evacuation Routes,
Internet of Things (IoT)

1. 서론
현대사회의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가
생활 전반에 걸쳐 빈발하고 있다. 2003 년 2 월
대구지하철 및 2004 년 1 월 서울 도시철도 7 호선의
화재 사고 시에 종합사령실과 승무원 및 역무원간
통신이 불가능하여 재난대응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내의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은 각
재난 관련 기관별로 UHF, VHF, TRS 등 각각의
무선통신방식을 사용 중에 있으며,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통합재난망에 대한 필요성이 수년간 논의되어
오던 중 2014 년 7 월 말 LTE 기반의 재난망인 PSLTE 로 최종 확정되었다. 하지만 재난망이 확정된
이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재난 경보 단말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하철 및 역사에서 화재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화재
대피 경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Due to the centralization of modern urban
society, disasters and accidents are frequent
throughout life. In recent years, the metro
plays a key part in national traffic so that we
need to ensure efficient management and
safety of the trains. However, despite of
preventive measures to carry out special safety
checks in railway operations, the accident still
occurs. Therefore, we design a system that
offers the evacuation route by using the data
from the IoT sensors, and propose a device to
collect data in the environment in emergency
situations. The sensor device consists of a
carbon monoxide sensor, a smoke sensor, and
a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 By
installing the device in the pathway of the

2. 지하철 및 역사의 재난 경보 시스템
2.1 기존 시스템
현재 지하철 역사에는 화재 발생시 대피 경로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동 방송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화재 대피
경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UI 가 한 화면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인지하기 힘들며
스마트 기기가 아닌 PC 로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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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안 시스템

같이 각 출구 x 에 대해서 임의 최적 경로 y 를 계산한
한다. 사용자의 위치에서 출구까지의 거리 함수와
재난발생 임계지점에서 경로 y 까지의 함수를 통해
통계실험으로 위험도 계수를 계산한다. 위에서 구한
위험도 계수의 값에 따라 사용자를 안내할 출구 x 를
정하고 y 경로로 탈출을 안내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하철 및 역사에 화재 발생시
사람들의 대피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제안하였다. 특히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화재의 상황을 알 수 있으며 그
대피경로 또한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제공한다.
기존 시스템과는 다르게 무선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최종 산출물인 대피경로를 개인의 스마트 기기로
제공할 수 있다. PC 가 아닌 스마트 기기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동 중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최적의
경로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과제로 이러한
대피 시스템에 적합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UI 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지하철 및 역사 이외에 고층의
복합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그림 1. IoT 를 활용한 화재 대피경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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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 특정영역 안에서 손가락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에서는
프로젝터와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손가락 끝점을
인식하고 손가락 끝이 움직이는 궤적을 예측한다. 또한
그 결과를 사용하여 프로젝터로 테이블 위에 투사된
객체와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테이블탑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RGB-D 카메라를 활용한 시스템으로는,
[3]에서 테이블과 수직한 RGB-D 카메라의 깊이 영상을
정적, 동적 계층으로 나누고 그 결과로 테이블 위의
물체와 사용자 손을 인식하여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을 일반적인
테이블이 아닌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테이블탑 환경에
적용하면, 디스플레이로부터 유발되는 깊이 영상
노이즈 문제로 인해 물체와 사용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적외선 영상으로 해결하고 사용자
손동작을 통해 물체 및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Natural
User Interface(NUI)를 이용한 테이블탑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물체 및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4 개의 손동작을 정의하고 5 명의
사용자들의 손동작 실험을 통해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손동작을 이용한 Natural User
Interface(NUI)를 통해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테이블탑
환경에서 사용자가 물체와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테이블탑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적외선
영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물체와 사용자의 손을 인식한다. 또한 연속된 손의
상태정보를 조합하여 손동작을 정의하고 손동작 인식을
통해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테이블탑 환경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구현하여
사용자가 물체 및 시스템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abletop system
based on natural user interface (NUI). The
proposed system recognizes objects and user
hand in noise removal image, and then performs
hand gesture recognition to interact with
objects and system. The hand gesture
recognition is composed of consecutive hand
state information. We verified that users
smoothly interact with objects and system by
implementing the proposed tabletop system.

NUI 를 이용한 테이블탑 시스템
1. 시스템구성
본 논문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디스플레이와 RGB-D
카메라가 수직인 환경에서 책과 같은 물체가
디스플레이 위에 놓여 있고 사용자의 손동작을 통해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먼저 RGBD 카메라에서 RGB 영상, 깊이(Depth) 영상,
적외선(Infrared) 영상을 받아온다. 받아온 세가지
영상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 분류 및 노이즈 제거를 통해
영역을 물체 영역과 손 영역으로 분류하고 물체 및
손인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인식된 손정보를
사용하여 손동작을 인식하고 물체 및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수행하게 된다.

주제어
테이블탑 시스템, NUI, 손동작 인식

서론
최근 Kinect 와 같이 3 차원 좌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RGB-D(Depth)카메라가 발전으로
사용자의 동작을 사용한 상호작용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테이블 위의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테이블탑 시스템이 제안되어 왔다. 그 예로 [1]에서는
프로젝터와 원형테이블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는 테이블 위의 원하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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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실험
제안된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테브이블탑 실험환경은
47 인치 LED 디스플레이와 RGB-D 카메라로 Kinect
v2 센서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실험을 위한 물체는
A4 사이즈의 책과 관광지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물체
및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은 손의 상태정보를 조합하여
그림 3 과 같이 손동작을 정의하였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2. 적외선 영상 기반 깊이 영상 분류 및 손동작 인식
[3]에서 제안한 깊이 영상 분류 방법은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테이블탑
환경에
사용하게
되면
디스플레이로부터 유발되는 빛의 간섭으로 깊이 영상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어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체 및 손인식을 위해 적외선 영상의
디스플레이로부터 유발되는 빛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징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그림 2 와 같이 제거한다. 그 다음 분류된 깊이 영상을
[3]에서 제안된 물체 인식방법과
[4]에서 제안된
손가락 끝점 인식 방법을 사용하여 물체 및 손 인식을
수행한다.
그림 3. 정의된 물체 선택, 관심영역, 확대/축소,
저장 손동작
본 논문에서 상호작용 실험은 먼저 사용자가 물체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그림 3 의 물체선택 동작을 통해
인식된 물체를 선택한다. 그 다음 선택된 물체의
관심영역 지정 동작을 통해 물체의 관심영역을
지정하고 확대/축소 동작으로 관심영역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저장 동작으로 관심영역을
저장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 는 물체 선택
동작의 영상이다. 그림 4-(a)는 제안한 적외선 영상을
이용하여 노이즈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b)는 [3]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적용한 상호작용
결과로 물체 선택 손동작은 인식되었지만 노이즈로
인하여 물체 인식을 실패하여 물체가 선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4-(c)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물체 선택
손동작을 통하여 물체와 상호작용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테이블탑 환경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3]에서 제안된 시스템 보다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수행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손동작 인식은 사용자
5 명이 각 동작을 5 번씩 수행하였고 인식 성공수로

그림 2. 적외선 영상으로 노이즈를 제거한 깊이 영상
본 논문에서는 연속된 영상의 손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NUI 를
제안한다. 제안된 손동작 인식은 그림 3 과 같이 손의
손가락 개수 상태를 조합하여 손동작을 정의한다. 먼저
연속된 영상에서 특정 손상태가 유지된다면 현재
인식된 손을 그 상태로 갱신한다. 마지막으로 이전부터
현재까지 손상태의 변화가 그림 3 과 같이 정의된
순서로 갱신되면 특정 손동작으로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6 개의 영상에서 상태가 3 번이상
연속으로 유지되면 갱신되게 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손동작기반 상호작용 실험을 위해 물체 선택, 관심영역,
확대/축소, 저장 손동작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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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 Oka, Y. Sato, and H. Koike, “Real-time
tracking of multiple fingertips and gesture
recognition for augmented desk interface
systems” In Proceedings of IEEE Conference
on Automatic Face and Gesture Recognition,
pp. 429-434. , 2002

표 1 과 같이 인식률을 측정하였다. 정의된 손동작들의
평균인식률은 80%이상으로 정확한 손동작 인식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 손동작 인식률
Gesture

Recognition
rate (%)

Object
selection

Region
of
interest

Zoom
In/Out

Save

84

80

92

92

3. Y.-H. Baek, J. Choi, and J.-I. Park,“Tabletop
Human-Object Interaction using Depth
Layering,”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3D Systems and Applications
(3DSA’14), 2014.
4. J. Choi, B. –K. Seo, D. Lee, H. Park, and J. -I
Park, “RGB-D Camera-Based Hand Shape
Recognition for Human-Robot Interactio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obotics (ISR’13), pp.1-2 2013.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은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테이블탑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적외선 영상으로 깊이 영상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였고, 그 결과를 사용해 물체 및 손을
[3]에서 제안한 시스템보다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상호작용을 위해 연속된 손의 상태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상호작용 실험과 손동작의 인식률을 측정하여 제안한
손동작 인식 방법이 기존 시스템을 적용한 것 보다
상호작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용자의 팔에 적외선을 흡수하는 물체가 있는
경우 노이즈라 오인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손동작
인식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손동작은 사람마다
수행 시간이 다르고 각 동작간의 상태가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손동작으로 인식하여 인식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이즈 오인 문제
및 손동작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적외선 영상 이외에도
컬러 영상을 노이즈 검출에 활용하고 손동작간의
상태가 겹치는 부분은 다른 상태로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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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이즈 제거 및 결과 비교 실험 (a) 적외선
영상을 사용한 결과 영상, (b) [3]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한 물체 선택 결과 영상, (c)제안된
시스템을 사용한 물체 선택 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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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ance path by learning fixed obstacles on

요약문

the road.
본 논문에서는 촉각 및 청각 기반 시각장애인 맞춤형 길안내

주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최단 거리를 안내하는
기존 네비게이션과 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경로를
탐색하고

음성으로

안내한다.

제안된

시각장애인, 장애물 인지, 맞춤형 길안내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 익숙한 흰 지팡이에 탑재되는 장애물 인지

서론

장치와 맞춤형 경로를 안내하는 길안내 앱으로 구성된다.

시각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1], 그에 따라

장애물 인지 장치는 좌, 우, 선형 배치된 초음파 센서와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방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하여 장애물을 인지한다. 길안내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의 도움 없이

앱은 한번 갔던 장소의 고정된 장애물을 학습하여 다음 이동

보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경로를 안내한다.

보행을 보조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연구되어 왔다[2~4].

ABSTRACT

제안된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 익숙한 흰 지팡이에 장애물

In this paper, we propose a personalized route

인지 장치를 부착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음성으로

guidance system for the blind people based on

안내하는 길안내 앱을 통해 시각장애인 스스로 보행을 할 수

the tactile and voice simulation. Unlike the

있도록 보조한다. 특히, 길안내 앱은 비시각장애인을 위한

existing

system

기존의 네비게이션과 달리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맞춤형 경로

visually

안내를 제공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이동경로에 위치한

impaired people by using voice. The proposed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저장하고 학습하여 시각장애인에게

system is composed of obstacle detection

가장 안전한 맞춤형 경로를 안내한다.

navigates

navigation,
a

proper

the
path

proposed
for

the

device and route guidance app. The obstacle

장애물 인지 장치

detection device recognizes obstacles through
ultrasound sensors and the attached camera.

제안된 시스템은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경로를 찾기 위해서

Two of ultrasound sensors are arranged on the

장애물 인지 장치로 주변 장애물의 정보를 수집한다. 장애물

left and right side edge of the cane, and the

인지 장치는 1 개의 카메라와 5 개의 초음파 센서로 구성된다.

other three sensors are linearly arranged of the

장착된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는 장애물과 움직이는 장애물의

cane. The route guidance app guides the

구분, 또는 사람과 물체의 구분을 위해 사용된다. 카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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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의 중단에 위치한다. 초음파 센서는 시각장애인에게

나침반 기능으로 현재 사용자의 방향을 파악한다. 장애물의

즉각적으로 장애물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된다.

위치는 파악된 사용자의 방향에 장애물과의 거리를 위도,

초음파 센서는 지팡이 하단의 좌, 우, 전방에 각각 위치하고,

경도로 환산하여 더한 GPS 값이다.

전방 센서를 기준으로 선형으로 중단과 상단에 각각 하나씩
위치한다.
장애물 인지 장치의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카메라의 영상처리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할 경우 초음파 센서의
지속적인 센싱으로 보완해준다. 또한 초음파 센서는 한
방향만 인식하여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카메라의 보다

그림

넓은 인식범위로 보완해준다. 장애물 인지 장치는 초음파

2. 장애물 위치 파악 방법

센서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서보모터와 진동모터로 물리적

2 번 경로는 같은 GPS 좌표에서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의

자극을 전달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실시간으로 주변 장애물의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장애물의

방향을 알려준다.

좌표값과 현재 예측된 좌표값이 같을 경우, 해당 위치에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2 번 경로는 같은 위치에
장애물이 저장되는 횟수에 비례하여 해당 장애물의 위치
정확도를 높인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은 다음 길안내 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경로로 음성 안내한다.

그림

1. 촉각장치의 장애물 방향 전달 방법

길안내 앱
제안된 시스템은 길안내 앱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맞춤형
경로

안내를

제공한다.

길안내

앱은

그림

데이터베이스와

경로설정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데이터베이스는 장애물

3. 시스템 구성도

결론

인지 장치의 초음파 센서와 카메라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폰 GPS 의 위치 값을 실시간으로 저장한다. 경로설정

본 논문에서는 주변 장애물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알고리즘은 목적지로 설정된 적이 없는 경로(이하 1 번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경로를 탐색 및 안내하는 시각장애인

경로)와 목적지로 설정된 적이 있는 경로(이하 2 번 경로)로

맞춤용 길안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안된 시스템은

구분하여 처리한다.

비시각장애인을

장애물과의

거리가

네비게이션과

달리

시스템은 초음파 센서들과 카메라로 구성된 장애물 인지

카메라에서 얻어온 물체의 크기(x, y) 정보, 그리고 초음파
얻어온

기존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최적화된 경로를 생성한다. 제안된

1 번 경로와 2 번 경로는 스마트폰에서 획득된 GPS 정보와

센서에서

위한

장치로 주변의 장애물의 정보를 저장하고, 길안내 앱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학습된 정보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된 경로를 시각장애인에게

저장된다. 또한, 두 경로는 장애물의 위치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경로안내 알고리즘은 지팡이 하단에 부착된 좌, 우,
전방의 초음파 센서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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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된 스마트 워치들의 기능
지향적인 개발 방향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IT 앱
및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에 발맞춘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워치 개발 방향의 필요성을 알린다. 그에 따라
넛지 (nudge)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스마트 워치의 넛지
패러다임에 대한 적합성을 논의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limitations and problems of
current function-oriented development of smart
watch are criticized. Also related necessity of
novel direction for smart watch design is
manifested, according to recent paradigm
shifting of IT applications and services. To offer
different point of view, ‘nudge’ paradigm is
suggested. Lastly, suitability of smart watch for
the nudge paradigm is discussed.

삼성

자체 OS 및 구글 Watch
OS, 다양한 제품 군,
Stand-Alone 도 존재

어베인

엘지

럭셔리 컨셉, WebOS
기반, Stand-Alone 존재,
원형 디자인

Moto R

모토롤라

최초의 구글 워치 개발,
최초 원형 디자인

페블, 페블
타임

페블

자체 OS, 시계열 순 UI,
저전력 패널 (흑백, 컬러),
다양한 서드 파티 앱

이러한 스마트 워치들은 대부분 최근 3 년 내에 출시,
판매되었으며 위의 표 1 과 같이 각각의 특징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다. 이들 중 향후 어떤 제품이 스마트 워치
시장을 주도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현재까지
스마트 워치 시장의 주목할만한 흐름을 찾기 어렵고,
다른 제품에 대비 월등한 제품이 현재까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주제어
스마트 워치, 넛지, 설계 패러다임

이러한 스마트 워치 시장의 한계는 현재 개발되는
스마트 워치 자체의 한계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물론
스마트 워치에 대한 인식과 시장 규모, 가격, 접근성과
같은 요소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마트 워치
시장 한계의 근원에는 스마트 워치의 근본적인
제한점들이 작용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2].

서론
최근 다양한 IT 관련 회사들이 관심을 두고 개발중인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폰에서 스마트 워치로 변화하고
있다. 삼성은 가장 빠르게 스마트 워치를 개발한 회사들
중 하나이며, 그에 발 맞추어 구글, 애플과 같은 대형 IT
기업, 페블과 같은 소기업들도 스마트 워치를
개발해왔다.
표

Gear 시리즈

스마트 워치

제조사

특징

스마트 워치의 역할 및 기능은 스마트폰 대비 다소
제한적이다. 작은 화면 크기, 손목에 늘 차고 있어야
한다는 점, 배터리 기술의 한계, 그리고 센서 및
액츄에이터 (actuator) 의 발전 속도 등이 그 원인이다.
스마트 폰 및 다른 스마트 기기에 연결 (pairing)되어야
그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iWatch

애플

애플 WatchOS 구동,
아이폰과 페어링, 이모션
기능, 헬스 케어 앱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워치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출시 된 스마트 워치의
기능적 분류를 제안하고 스마트 워치가 가진 역할의

1. 각종 스마트 워치와 그 특징

- 421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오프라인과의 연동이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스마트’ 하지 않다. 또한 스마트 폰과 패드의 폼 팩터
(form factor) 의 발전 방향과 수준, 그리고 기술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런 기존 기기들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다시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연결할
수 있는 매개자 (medium) 로서의 새로운 폼 팩터를
가진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며, 스마트 워치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스마트 기기 중 하나이다.

한계점을 지적할 것이다. 동시에 스마트 워치가 가진
특장점을 탐색할 것이며, 이것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의 개발 패러다임을 제안할 것이다.

본문
현재 스마트 워치들의 디자인 및 역할을 분석하면 그
설계 철학이 다소 기능 지향적 (function-oriented)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 워치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개발,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워치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지향적 설계철학을
분류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스마트 워치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할 새 패러다임으로서, 넛지
(nudge) 를 제안한다. 넛지는 인간의 두 가지 의사결정
체계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자동 시스템과 논리적이며
의식적인 반응 시스템) 중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들어 특정 행동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개념이다 [4].

1. 대체적 기능 (replacement): 스마트 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이지만 스마트 워치에서
구동되게끔 한 기능들. (예: 문자 읽기, 통화 하기 등)
2. 확장적 기능 (extension): 스마트 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스마트 워치의 특징을 추가하고,
거리(위치)와 개념 상 확장하여 스마트 워치에서
구동되게끔 한 기능들. (예: 애플 워치의 이모티콘
전송, 각종 알림 기능 등)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스마트 폰의 기능과
새로 등장하는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들의 등장은 더
이상 사용자로 하여금 일일이 그 기능과 유용한
상황들을 기억하고 적재 적소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기능
지향적 분류는 스마트 워치를 비롯 스마트 기기들의
개발을 현재 IT 생태계에 부적합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3. 추가적 기능 (add-on): 스마트 폰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과 역할을 스마트 워치에 구현한 기능들
(예: 심박센서, 자외선 지수 센서, Myo 같은
제스쳐용 센서 등 새로운 센서를 추가하거나
추가적인 Actuator 가 붙었을 경우 등)

이에 반해 넛지 패러다임의 경우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인지적인 자원을 적게, 혹은 없이 행동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폰/패드
라는 폼 팩터 상의 한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도록 스마트 워치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4. 미적 기능 (aesthetic features): 스마트 워치를
기능이 아닌 다른 가치에 기반하여 사용자들이
염두에 두는 외부 디자인, 브랜드 충성도, 혹은
유행과 같은 부분들
최근 IT 기반 서비스들은 온라인 공간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서비스와 연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3].

이에 따라 스마트 기기가 사용되는 대다수의 상황이
개인적 (individual) 이고, 개인화 (personalized) 되어
있으며, 사적 (private) 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환경에서의 넛지는 다음과 같이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IT 서비스가 스마트 디바이스와 사람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디자인 되었다면, 이제는 스마트
디바이스 – 사람 - 오프라인 서비스가 동시에 고려된다.
IT 서비스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맥락
안에서의 사람의 행동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스마트 디바이스인 스마트
폰과 패드는 그 사용성과 효용성이 다소 감소한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방, 또는 주머니에서 꺼내 앱을
실행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많은
행동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

보조 (support): 내가 하려고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행동을 보조함

2.

가능 (enable): 그 동안 하지 못 하던 것을 가능케
함

3.

암시성 (implicit): 인지적으로 강한 자극이나 부하
(load) 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함

앞서 언급한 다양한 스마트 워치의 제한 사항들은 제한
사항이 아닌 특징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다. 손목에 차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신체 중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작은 화면 크기는

IT 서비스 양상의 변화에 따라 ‘스마트’란 단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앱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존의 스마트 패러다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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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성숙되지 않은 시장과 철저하게 정립되지 않은
개발 방향은 개발사들에게는 적정제품 출시를 통해
정확한 피드백을 받지 못 하게 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들은 그 존재 의의가 명확하지 않은 기기를
구매했을 때 만족도는 물론이고 향후 시장 확대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스마트
워치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 것 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5]

폼 팩터의 소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폰에 연결되어 (paring) 있다는 것은 기기
자체에서 너무 많은 작업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신체 상의 위치적 이점과 작고
가벼운 폼 팩터, 그리고 스마트 폰 과의 쌍방 연결은
위에서 정의한 넛지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Support: 스마트 워치의 위치적 특징 때문에 더
편하게 하고 싶던 행동을 가능케 함
2. Enable: 기존의 스마트 폰이 하지 못하던 기능들을
갖추고 있음. 동시에 여러 동기 부여에 적합 (작은
크기, 위치, 부가적인 새로운 센서 등의 장점)
3. Implicit: 늘 자연스럽게 자극을 주고 큰 인지적
노력 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

이런 점에서 넛지 패러다임은 스마트 워치의 역할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함으로써 명확하게
하고, IT 서비스의 변화 양상에 맞추어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마트 워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스마트라는 개념이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기능들을 적합한
상황에 자연스럽게 제공하게 한다는 점에서, 넛지
패러다임은 단지 스마트 워치에만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생태계와 환경에 변화에 맞추어 워치가 아닌
다른 스마트 기기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예를 들어보면, 넛지의 보조적 양상에서, 스마트 워치는
운전 중 전화를 더 안전하고 편하게 만들어 주고,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 서비스를 더 자연스럽고 적은
단계로 할 수 있게 해주며, 피트니스 데이터의 정확한
기록 및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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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s safe to work side by side with human

요약문

workers. Despite these research efforts, robots are

이전 세대의 산업용 로봇은 작업 수행속도에

still quite dangerous to human workers nearby

집중되어 인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로봇들을
케이지로

막을

수

밖에

없었다.

during certain dangerous maneuvers. But a

근년에는,

physical safety cage occupies too much space and

로봇들이 작업자들과 나란히 안전하게 일하는

prevent human workers to work closely with the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예를 들어, 리씽크

robots. In this paper, we propose to put robots in

로보틱스에서 만든 산업용 로봇 Baxter 는 손과
팔을

둘러싼

감지한다.

센서를

그러나

이용하여

이러한

충격을

로봇들이

virtual safety cages instead. Like physical safety

미리

cages, a virtual safety cage denotes the boundary

여전히

surrounding a robot in which no human operators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에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

본

가상의

논문에서는

안전

케이지에

필요에
넣는

따라서
것을

should present. But virtual safety cages exist only

로봇을

in augmented reality, hence they can be removed

제안한다.

instantly during non-dangerous operations so

로봇이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작업자는 증강현실

that human workers and robots can work closely

안경을 이용하여 그 로봇이 움직이는 안전구역을

again.

볼 수 있고, 로봇이 위험하지 않은 작업을 할 때

desiderata

for

the

to force human workers out of a virtual safety

로봇에 가장 근접 할 수 있게 만들어 일의
작업자들의

the

how to use wearable devices with haptic feedback

할 수 있다. 안전 케이지의 사이즈는 작업자가
높이고

present

computation of the proper cage size and discuss

인간과 로봇은 최대한 자유로운 공간에서 협업을

효율성을

We

cage during the deployment.

웨어러블

주제어

디바이스에 장착된 햅틱 피드백으로 작업자가
로봇을 피해야 할 방향과 거리 정보를 알려준다.

Human-Robot interaction, Augmented Reality,

ABSTRACT

Wearable Devices, Factory Safety

Previous generations of industrial robots have to

서론

be put in safety cages to protect human operators

작업자들의

from the fast moving parts such as robot arms.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공장에서 로봇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Recently one hot topic in robotics is how to make

현재 산업용 로봇기술은 간단한 일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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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작업자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나아진다고 해도
공장에서 로봇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전 세대 산업용로봇은 일을 빠르게 수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로봇과

사람이

나란히

일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아 케이지에 넣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몇 년간 작업자와 함께 나란히
작업하는

로봇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림 1. 현실과 사용자(작업자)가 보는 증강현실

그러나 로봇은 여전히 사람들과 같이 일할 만큼

4.

안전하지는 않다. 로봇과 사람이 협업할 때의

가능한

이점이

점들이 완전한 규칙은 아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들을

안전

케이지 속에 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혼란을

방지하기

고정되어야

위해
한다.

케이지의
하지만

크기는

이

고려할

가상 안전 케이지의 중요한 아이디어는 가상

사람들이 어떻게 로봇과 함께 동일한 공간에서

안전 케이지가 작업 현장에서 항상 존재하지는

안전하게 일 할 수 있을까?

않으며 로봇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가상 안전

본 논문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증강

케이지가 사라지고 작업자가 로봇에 가까이에서

현실과 햅틱 피드백으로 작업자들이 로봇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이는

증강현실이 로봇과 사람의 협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때는

상

하차

작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물건을 운송하는 중에는 작업자들은

가상 안전 케이지는 안전 케이지와 같이 로봇을
증강현실에서만

일하기에

들어 운반용 로봇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가상 안전 케이지

있지만

근접하여

공간이 필요로 할 경우에 특히 적합하다. 예를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싸고

주로

안전하지만 가끔 정해진 작동을 위해서 어떤

하며, 햅틱 피드백은 이러한 협력에서 안전성과

둘러

로봇이

로봇과 나란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존재한다.

가상 안전 케이지의 동적 존재는 작업자들이

그림 1 과 같이 작업자들은 증강현실안경을 통해

가까이에서 운송작업을 감독할 수 있게 한다.

가상 안전 케이지(붉은색 상자)를 본다. 가상

햅틱 피드백 과 증강현실의 상호작용

안전 케이지는 로봇의 작동범위로 작업자가 다가
가서는 안될 공간을 나타낸다. 이동로봇의 경우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로봇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가상 안전 케이지의

요소는

위치도 바뀌므로 가상 안전 케이지의 크기는

위험을

로봇이 수행하는 일에 따라 정해진다. 케이지

가상

안전

인지하고

케이지에
피하는

있는

사람들이

것이다.

로봇은

작업자가 가상 안전 케이지의 존재를 인지 못할

크기를 정하기 전에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경우를

대비하여

가상

안전

케이지

안에

1. 케이지는 로봇의 모든 행동반경을 포함할

작업자나 물체가 있다면 작업을 멈춘다. 또한

만큼 커야 하지만 너무 커지면 오히려 인간과

작업자에게

로봇의 공동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있으므로 촉각적인 피드백을 추가로 사용하는

시각적

오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것을 제안한다.

2. 케이지의 크기를 계산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물체들도 고려해야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작업자들은 어깨, 팔 그리고 등에 진동패드가
장착된 작업복을 착용한다. (그림 2)

3. 케이지의 크기는 적어도 로봇이 몇 초 동안

이 작업복을

통해 로봇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작업자의 정확한

움직여도 될 만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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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작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자가 가상 안전 케이지에 가까이 접근 할
경우 진동패드가 작업자에게 미는 느낌을 주어
위험을 감지하게 하며 가상 안전 케이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패드의

파워와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햅틱 피드백을 사용한다.
보통

공장에서

사람들은

가상

많은

작업자가

있으며

안전

케이지에

대한

일부
정보에

그림 2. 작업자들의 작업복장 (증강현실 안경과

주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를 받아도 어느

진동패드 및 센서들이 부착된 작업복)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야 하는지 모를 수

이러한 모든 향상된 기능은 작업자와 로봇의

있다. 이 때도 햅틱 피드백을 이용하여 작업복이
작업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 이 방식은

협동을 통해 높은 효율성으로 변환 될 수 있다.

다른 인간 인터페이스 보다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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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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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을 활용한 시각 장애인 버스 탑승 안내 시스템
B u s - R i d i n g I n f o r ma t i o n S y s t e m f o r
t h e Vi s u a l l y Ha n d i c a p p e d Us i n g
Be a c o n
육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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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Jiyun Kim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Dongseo University
tkdals153@nate.com

동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Dongseo University
wldbsdl456@naver.com

공청회에서는 시각 장애 99 명, 지체 장애 1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버스 이용 시
혼자 이용하는 사람은 29%로 시각 장애인 10 명 중
7 명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버스 승하차
시(47%)였으며, 버스가 급하게 출발할 때(24%),
운전자가 불친절할 때(22%) 순이었다. 특히 이들은
버스 승차와 하차 중에서도 승차할 때 더 큰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는 버스가 제 위치에 서지 않거나
도착한 버스의 번호와 행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은 현재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
도착 정보 안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해당
버스가 어느 지점에 정차하는지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으므로 꼭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각 장애인이 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정차 위치가
일정하고 도착한 버스의 번호와 행선지, 탑승 위치
등을 알려주는 안정적인 음성 안내 및 도우미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승객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버스 기사
운전자들에 대한 장애 인식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 91 명은 버스 승하차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버스를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최근 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버스 탑승과 관련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가 정류장 가까이
도착하였을 때, 시각 장애인들에게 버스 도착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최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각광받는 비콘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편의성과 실용성을 높이고,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만든 장애인 표시 전광판을 통해
버스 기사들이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One of the visually impaired are experiencing
the most discomfort is associated with a bus
rid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hat
can tell the bus arrives to the visually impaired.
The system was applied to the beacon
technique. Through the disabled display
signage created using the Arduino, the bus
drivers can quickly recognize the visually
impaired at bus stop.

주제어

본 논문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버스 이용에 대한
편리함을 제공해주기 위해 시각 장애인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을 때 정류장에 설치된 장애인 표시
전광판에 불이 켜짐으로써 버스 기사들은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시각
장애인이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가 정류장 가까이
도착하였을 때 시각 장애인에게 버스 도착 알림을
주는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비콘, 아두이노, 장애인 버스 탑승 안내

본문
현재 시각 장애인들이 ‘버스 승차 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각 장애
특성상 불규칙한 버스 정차 위치, 도착한 버스의
번호와 행선지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통 약자의 버스 승하차 개선을 위한 국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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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부에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비콘은 시각
장애인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을 때 장애인 표시
전광판을 제어하는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앱으로 탑승할 버스 정보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 사용된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장애인 표시를 나타내는 아두이노 전광판인데
이 전광판은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평소에는 불빛이
꺼져 있다가 시각 장애인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을
때 불빛이 켜지게 된다.

1. 관련 연구
비콘은 블루투스 4.0 프로토콜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로써 NFC 와 함께 On-Offline 사물 간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고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대상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비콘은 5cm 에서 최대 70m 까지 정밀하게 대상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에서 방문자들의 매장 내 위치 정보를 갖게 되고
특정한 통로에 들어섰을 때 해당되는 제품 정보를
전송 받을 수 있다. NFC 는 사물을 직접 태그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비콘은 비콘 송신기가 설치된
곳을 지나가기만 해도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콘의 데이터 전달 기능을 활용하여 시각
장애인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정보와 버스가 도착한
정보를 서로 알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림 2

2. 개념도 및 기능 설명

하드웨어

구성품

그림 3 은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비콘을 활용한 시각
장애인 버스 탑승 안내 시스템의 앱 화면이다.

그림 1 은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비콘을 활용한 시각
장애인 버스 탑승 안내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그림 3 앱

화면

시각 장애인이 앱을 실행시키면 블루투스 승인 요청
여부를 물어보는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비콘의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예”를 클릭한다. 시각 장애인 비콘과
버스 비콘이 미리 등록되어있다는 전제하에 비콘 정보
화면을 볼 수 있고 버스 등록 기능을 통해 자신이
탑승하고자 하는 버스 번호를 등록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나열된 버스 번호 리스트 현황을 볼 수 있다.

그림 1 개념도
먼저 시각 장애인은 앱을 통해 탑승할 버스의 번호를
설정하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게 되면 장애인 표시
전광판은 시각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는 비콘의 신호를
전달받아 불이 켜지게 된다. 탑승할 버스가 정류장
가까이 오면 버스 기사는 장애인 표시 전광판의
신호를 통해 버스 정류장에 시각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각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더욱 근접한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은 버스
내부에 있는 비콘의 신호를 앱을 통해 전달받아
자신에게 근접해 오는 탑승할 버스의 번호를 알 수
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콘을 활용하여 시각 장애인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개발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시각
장애인들은 버스 승차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되는
동시에 편리한 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는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비콘을 활용한 시각
장애인 버스 탑승 안내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품이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인데
시각 장애인은 1 개 이상의 비콘을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고 버스도 마찬가지로 1 개 이상의 비콘이

사사의 글
본 결과물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대학특성화(CK-1) 사업의 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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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customers further in depth in
terms of IoT service planning that can be
provided outside as well as inside to an
individual customer. For the purpose, a
glasses-type camera was used while moving
outside to observe the general behaviors of the
customers in their daily routines, and various
frequencies and contexts for each behavior
were identified systematically. In addition, we
figured out several design principles and
insights to make outside IoT services.

요약문
사물 인터넷은 이제 업계 에서 널리 쓰는 용어이다.
2015 년의 MWC, CES 등 세계적인 컨퍼런스 등에서
가장 큰 이슈들은 IoT 에 관한 것이었다. 시장에서는
IoT 에 대한 수많은 제품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IoT 제품들은 구글의 네스트,
필립스의 휴(Hue) 등 집 안(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고객에게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도 제공될 수 있는 IoT 서비스 기획에 있어
고객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이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서
활동하는
행태
전반을
관찰하였다.
피실험자들에게 실외에서 활동 시 안경형 카메라를
착용하게 하여 고객 일상 생활 행태 전반을
관찰하였고, 실외 일상 행태에 대해 행위별 pain
point 및 touch point 등을 정리 하였다. 그 결과
실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위 별 발생빈도 및 행위
맥락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실외 고객
행태의 패턴, 실외 IoT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서
design principle 및 insight 들을 정리하였다.

주제어
경험 디자인 방법론,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1. 서 론
사물 인터넷은 이제 업계 에서 널리 쓰는 용어이다.
2015 년의 MWC, CES 등 세계적인 컨퍼런스 등에서
가장 큰 이슈들은 IoT 에 관한 것이었다. 시장에서는
IoT 에 대한 수많은 제품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 년까지 IoT 시장 규모를 250 억
달러로 보고 있고, 그에 맞춰서 퀄컴, 시스코 등 IT
업체들은 사물들의 연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퀄컴은 2020 년까지 250 억개, 시스코는
500 억개) 현재의 초기 IoT 시장은 집 안, 즉 Home
에 집중한 Device 들이나 서비스 들이 많다. 예를
들어, 구글의 Nest, 필립스의 Hue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ABSTRACT
The word ‘IoT (Internet of Things) is widely
used in the industry. The one of biggest issues
in the Global Exhibition such as MWC, CES is
about IoT. In the market, there are many
devices and views about IoT. But most IoT
devices are home IoT devices like Google’s
nest.
This study observed general behaviors of
people moving outside their home to

향후 폭발적인 IoT 시장의 성장의 흐름에 맞춰봤을
때, 본 프로젝트는 현재의 IoT 서비스들의 진화
방향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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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구글 등 서비스 공급자들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IoT 서비스는 주로 스마트 홈
서비스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으며 본 프로젝트는
실내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실외에서의 IoT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고객에게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도
제공될 수 있는 IoT 서비스 기획에 있어 고객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집 밖에서
이동하는 행태 전반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실외에서 이동 시 안경형 카메라를 착용하여 고객
일상 생활 행태 전반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행위 별 발생빈도 및 행위 맥락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실외 고객 행태의 패턴, 실외 IoT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서 design principle 및
insight 들을 정리하였다.

[그림 1. 안경형 카메라]

2. 연구 방법

[그림 2. 안경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본 프로젝트에서의 전체 적인 경험 디자인의
방법론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 (4D)의 Discover, Define, Develop,
Deliver 를 사용하였으며, Discover 단계에서
실외에서의 고객들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Camera record ethnography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관찰 또는 ethnography 는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노력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꾸미지 않은 실제 환경에서 고객들의 행태와
그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론들과는 차별점이 있다.

2) Shadowing 과 In-Detph interview 로 전체
맥락을 파악
참여자들의 일상행동의 특이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1 일 1~2 시간 shadowing 이 포함되었고, 관찰
종료 후 정리된 행동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3 프라이버시 이슈를 보완하기 위한 원칙
안경형 카메라의 착용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아래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동시 에만 관찰 안경을 착용한다.
-참여자가 촬영 후 전달하기를 원치 않는 영상은
업로드하지 않는다.
-참여자들의 영상 결과물은 프로젝트 결과 외 다른
용도로 절대 외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카메라 관찰
방법론을 보완하여, 사람들의 시선과 거의 유사한
화면기록을 할 수 있는 안경형 카메라 레코딩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참여자 선정 및 라이프로깅 기간
실외 활동 및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Extreme user
2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성별, 나이,
가구형태가 고려되어 선정되었다. 안경형 카메라는 총
5 일간(평일 3 일, 주말 2 일) 착용하였다.

2.4 데이터 분석
1) 사용자 영상 데이터 분석 고객이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매일 촬영한 영상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변화에
대해 시간, 장소, 행동, touch point, insight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pain point)에 대해서도
기입하였고 추가 질문을 통해 고객 의도를 명확화
했다. 전체 20 명에 대해 시간대별로 촬영된 영상에
대한 상황과, 상황별 touchpoint 와 painpoint 를
정리하여 빈도가 높은 행위를 필터링 하여 패턴을
찾았다. (인당 하루 30 건*5 일*20=3000 건 분석)

2.2 관찰 방법
1) 카메라 기록을 통한 일상 행동 데이터 수집
참여자들은 실험 참여기간 동안 외부 이동 시, 안경형
카메라를 착용하였다. 촬영된 영상은 매일 저녁 구글
드라이브에 직접 업로드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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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로젝트 진행 방법]

경우 어머니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항상
임의로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거는 행태를 보였는데
직접 물어보니 어머니의 번호는 외우고 있고 한 번
저장을 안 하고 있어서 따로 저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예시로는 동일하게 고등학생 남자의 경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의 비행기 모드와 데이터 모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인터뷰를
해보니 한정된 데이터를 아껴 쓰기 위해 하는
행태라고 답변 하였다.

[그림 4. 사용자 영상 데이터 분석표]
위의 표에서와 같이 고객이 특정 행동을 한 시간을
기입하였고, 취한 행동의 이미지, 해당 행동을 한 장소,
행동의 상세 내용, Touch point, Insight, 추가
질문의 순으로 칼럼을 나누어 기입하였다. 예를 들어
30 대 여성 직장인의 퇴근길의 경우, 지하철 내에서
집으로 가는 목적지 역에 도착하면 할수록
스마트폰이나 전광판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행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시간,
이미지, 장소, 행동상세내용, Touch point, Insight
순으로 정리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전광판을 통해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지 시간을 기입하고, 전광판

Shadowing 고객이 직접 촬영한 (보는) 영상만으로는
고객행태에 대한 전체적 맥락 관찰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체 인원 중 30% 인원에 대해서는
Shadowing 관찰을 동일하게 진행하여 영상
촬영으로 관찰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였다.
2) 아이디어 워크샵
Shadowing 과 인터뷰 결과 및 인사이트를 정리해
비슷한 주제로 그룹핑 하였으며, 그룹핑된 주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이미지를 삽입, ‘지하철 내’라는 장소 기입, 행동 상세
내용은 ‘전광판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함’,
Touchpoint 는 전광판, Insight 는 ‘쉽게 현재
위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 필요’라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3. 연구 결과

In-depth Interview 영상만을 봤을 때 고객의 행동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고객
행동을 구체화 하였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남자의

실외 영상 분석 결과 영상 분석을 통해 실외에서의
고객의 행태는 “이동”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3.1 고객 관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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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외 영상 분석 결과]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외에서의 고객의 행동

방송을 듣거나 창 밖을 바라봄으로써 현재 위치를
확인하였다.

3000 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5%가 ‘이동’에
해당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이동에는
도보, 자차 외에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도 포함이
되었다. 그 외에 외식, 쇼핑, 운동 등이 있다.

실외에서의 고객 활동이 ‘이동’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20 명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행동 패턴 및 Pain point 들을
7 가지로 정리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직장인들에게 출근 시간은 1 분 1 초가 아쉽다. 30 대
여성 직장인은 아침 출근 시에 집에서 대문을 닫는
순간부터 지하철 역까지 매일 뛰는 행태가 관찰
되었다. 여성 직장인 외에도 관찰 대상 중 직장인의
80% 가 아침 출근시에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뛰거나
환승 시에 뛰는 행태가 관찰 되었다. 아래 그림 6.
출근 중 뛰는 영상 화면을 보면 좌측에서는 집에서
대문을 나와 지하철 역까지 뛰는 영상이며, 우측은
지하철역에서 환승 하기 위해 뛰는 영상이다.

실외에서의 고객은 찰나의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출퇴근 시 계단, 길, 횡단보도 등을
걸으면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안에서, 운전 중,
신호 등 대기 시 등 잠깐의 여유가 있는 순간에도
고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카페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카드를 제시하고 받을 때 까지의 10 여초 되는 잠깐
동안의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림 6. 출근 중 뛰는 영상 화면]

3.2 고객 행동 패턴 및 Insight

운전 중 잦은 스마트폰 이용으로 자주 위험에 노출
된다. 앞서 찰나의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태는 운전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잠시
신호가 걸렸을 때 SNS 를 하다가 신호를 놓쳐서
2~3 초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확인 되었고, 운전하는
중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포탈
서비스나 SNS 를 이용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 외에
위치 확인을 위해 지도 앱을 검색하는 행태도
확인되었으며 이런 경우에 앞차와의 사고 위험,
신호에 늦게 반응하여 늦게 출발함으로써 노출되는
위험 등이 감지 되었다.

대중 교통 이용 시 현재 위치를 수시로 확인한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현재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하철 내에서 독서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물을 보다가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광판을 보거나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하철 내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열차 중간에 설치 되어 있는
전광판을 보는 것이고 전광판이 없는 경우에는 역
바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내 방송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버스 내에서는 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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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중 교통 이용 혁신을 위한 Design Principles]

실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 배터리 부족에 대해 늘
불안하다. 스마트폰 히스토리 삭제를 습관적으로 하는
고객에게 인터뷰를 한 결과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앱들이 배터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 앱을 수시로 삭제한다고 확인하였다. 그
외에 화면 밝기를 흐리게 한다거나 충전기를 늘
소지하는 등 한정된 배터리 량에 대해 대응하는
다양한 행태들이 확인 되었다.

파악해야 하기 떄문에 스마트폰에 제대로 몰입을
못하고 있다. 이동 중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에 있어
불안한 마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design principles 를 정하였다. 이러한 Design
Principles 들은 고객에게 크게 3 가지 가치를 제공해
준다.
첫째, 적절한 정보 제공은 ‘Emotional Care’ 를
해준다. 대중 교통 이용 시 목적지를 놓칠까 불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제때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러한 불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쇼핑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품 정보를 습득하고
지인들과 공유한다. 여성 피실험자들은 화장품을
구매 하기 전 포탈을 통해서 해당 제품에 대한 리뷰나
가격 정보를 검색하는 행태를 보였고 때때로
지인들에게 SNS 를 통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점원에게 물어보기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였으며, 화장품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장난감 구매 시, 선물 구매 시 등의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거나
지인에게 물어보는 행태를 보였다.

둘째, 최적 경로를 제공하는 점은 고객에게 ‘Time
management’ 를 해준다. 출근 시간 때와 같이 1 분
1 초가 아까운 시간에 최적화된 출근 경로를
제공한다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디서 언제 환승 하는지, 다음 열차가
언제 오는 지 등의 정보를 보다 손쉽게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3.3 Design Principles

셋째, 스마트폰과 이동을 동시에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고객에게 미리

고객 관찰을 통해 실외에서의 고객 행동은 ‘이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 하였고, 사용자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7 가지의 고객 행동 패턴 및 Pain

알려줌으로써 ‘Safety Improvement’ 에 대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신호등에서 이동 시나 인도를 걸을 때,
지하철 플랫폼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런
경우에도 위험 요소들에 대해 미리 알려줌으로써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point 들을 확인하였다. ‘이동’ 외에도 쇼핑, 여가,
운동 등의 카테고리가 확인 되었지만 여기서는 가장
많은 고객 행태를 보인 ‘이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중 교통 이용과 관련한 서비스 디자인 시 Design
Principles 를 그림 0. 대중 교통 이용 혁신을 위한
Design Principles 로 제안하고자 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고객은 이동하는 동안의 시간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동”과 “스마트폰 이용” 이라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함으로써 이동 중의 현재 위치를 몰라 지하철
탑승 중 내릴 곳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등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수시로 현재 상황을

4.1 결론
본 프로젝트에서는 실외에서의 고객 관찰을 통한
다양한 고객 행태를 확인 하였고 그러한 고객
행동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시간, 장소,

- 433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공통된 행동 패턴이나 Pain point 들을 제시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3 가지 Design Principles 을
제안하면서 향후 실외 IoT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된
데이터 및 시사점들이 IoT 서비스 기획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ouch point 들에 대해 정리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객이 ‘이동’에 가장 많은 행태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7 가지 고객 행동 패턴과 Pain point
들을 확인 하였다. 특히, 이동 시의 Pain point 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 교통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
3 가지 Design Principles 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Values 를 제안 하였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된 고객 행동 패턴과 시사점들, 그리고 그를 통해
제안된 Design Principles 들이 실외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4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언
본 프로젝트는 집 안(실내)이 아닌 집 밖(실외)에서의
고객 행태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시작 되었다. IoT 의 흐름에 있어서 IoT
서비스나 제품들이 집 안에서 집 밖으로 확장 되는
것에 맞춰서 고객 관찰 대상도 집 안에서 집 밖으로
확장하였다. 하지만 실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객
행태들을 관찰하려 했기에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고객
행동 패턴이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실외라는
광범위성으로 인해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외라 함은 교통,
여가, 운동, 문화, 쇼핑, 여행, 공공 서비스, 환경 등
범위가 다양하다. 이 중에서 특정 한 분야를 선정하고
심도 있는 관찰을 진행하면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2 학문적 시사점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고객을 관찰하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고 많다. (Universal Methods of
Design, 2012) 최근 들어 라이프 로깅 카메라 등
고객을 관찰하기 위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출시 되고
있어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앱들도
출시 되고 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출시되는
이유는 고객의 눈높이에서 고객이 실제로 보는
상황들을 실제로 느낌으로써 고객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한 경향에 비추어 봤을 때
본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Camerarecording 관찰 방법론 보다 한 단계 진화한 부분이
있다. 기존의 방법론이 고객을 관찰 대상으로서
피상적인 관찰에 그쳤다면 안경 타입 라이프 로깅
카메라 관찰 방식은 고객이 실제로 보고 겪는 것들을
모두 관찰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안경형 카메라에
한정되어 고객 행태 전반을 모두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은 기존의 관찰 방법인 Shadowing 이나
추가적인 In-depth Interview 를 함으로써 약점을
보완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관찰 방법론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실제적인 경험들을 관찰할 수
있고 향후 관찰 방법론의 진화의 방향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했으리라 기대한다.

다음은 고객 행동 패턴 및 Design Principle 들을
활용한 실제적인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 제안된 시사점들과 패턴들을 통해서 1,2 차에
걸친 아이디어 워크샵 및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나
디바이스에 대한 프로토타입 제작이 필요 하다.
프로토타입은 다시 시사점을 확인하는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IoT
서비스에 대한 좀 더 실용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LG 유플러스 UX 개발센터” 내 실외 고객
관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진행 되었다.

4.3 실용적 시사점
IoT 에 대한 수 많은 전망과 디바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흐름 속에서 본 프로젝트는 향후 IoT 의
확장에 있어서 진화 방향을 제시 한다. 앞서 언급한
CES, MWC 등 세계적인 전시, 컨퍼런스에서 IoT
서비스들은 홈에 국한된 제품이 대다수 였다.
퀄컴이나 Cisco 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향후 IoT
산업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홈 서비스에서 실외
서비스로, 실외에서 공공 서비스로 시야를 이동해야
한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본 프로젝트는 공공 서비스,
특히 대중 교통 서비스를 기획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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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배경

자연스러운 가상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특징이 있는 눈, 코, 입의 모양 및 위치를 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메이크업을 위한 개인화된 얼굴 랜드마크 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얼굴 모델 독립형 랜드마크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1) 기존의 모델
독립형 랜드마크 검출 방법의 눈, 코, 입 기하구조적
맥락에 위배된 검출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얼굴
랜드마크 위치 관계를 고려한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트리 구조 분류기를 학습하고 2) 테스트 시 미리
학습된 분류기를 이용하여 실시간 검출 성능을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실시간 가상 메이크업 등 개인에 따라
다른 얼굴 랜드마크 검출이 필요한 실시간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다.

가상 메이크업은 사용자의 특정 생김새에 따라
가상으로 메이크업할 수 있는 응용으로, 개인에 따라
정확하게 얼굴 랜드마크를 검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 얼굴 랜드마크 검출 방법의 한계. 얼굴 랜드마크
검출 방법은 크게 모델 기반 최적화 방법과
Regression 기반 방법으로 나뉘는데, 모델 기반
최적화 방법 [1, 2, 3]은 일반적인 얼굴 템플릿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화된 랜드마크 검출에
한계가 있으며, Regression 기반 방법 [2, 4, 5]은
얼굴 이미지 내 픽셀값을 바탕으로 Regression
함수를 학습 및 테스트하기 때문에 위치 관계 맥락이
반영된 랜드마크 검출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메이크업을 위한 새로운
모델 독립형 얼굴 랜드마크 검출 방법을 제시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모델 독립형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랜드마크 간의 상관관계로서 얼굴 토폴로지를
정의함으로써 눈, 코, 입 위치의 랜드마크 검출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토폴로지 기반으로 설계된
트리 구조의 분류기 설계 및 활용을 통해 실시간 검출
성능을 보인다.

ABSTRACT
Accurate face landmark detection is essential
for natural virtual makeup. We present a novel
model-independent face landmark detection
method for natural virtual makeup. Our main
contributions include: 1) robustness in face
geometric landmark detection by learning
regression forest based on topology which is
defined by landmark location relations, 2)
real-time landmark detection performance by
utilizing learned regression forest. The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to various
real-time applications such as interactive
virtual makeup.

1) 얼굴 랜드마크 위치 관계를 고려한 얼굴 토폴로지
기반 Regression Forest 학습. 얼굴 토폴로지는 얼굴
랜드마크 전체 집합을 루트로 하는 이진 트리로
설계하며, 각 노드에서는 눈, 코, 입 위치의
상관관계가 반영된 얼굴 랜드마크 부분 집합을 가진다.
이러한 위치 상관관계 정보를 Regression Forest
학습 과정에 이용하기 때문에 랜드마크 위치 관계
맥락을 반영하지 않은 모델 독립형 랜드마크 검출
방법의 오류를 보완할 수 있다.

주제어

2) 실시간 검출 성능. 얼굴 이미지 하나를 입력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 특징에 대한 개별 얼굴
랜드마크 결과값을 한 번에 검출함에 따라 실시간
검출 속도를 보인다.

Virtual Makeup, Face Landmark Detection,
Face Al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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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는 Split 노드, Division 노드, Leaf 노드로
분류된다.

관련연구
가상메이크업 관련 응용 및 연구. 기존에 선행되었던
가상메이크업 연구 [7, 8] 중 얼굴을 3D 모델링한 뒤
사용자가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 [7]은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고, 얼굴
이미지의 메이크업 방법을 다른 얼굴 이미지에
적용시키는 연구 [8]는 정면 얼굴 메이크업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Split 노드에서는 이미지 픽셀 값 차이를 비교하여
데이터를 분리(Split)한다. 여러 번 테스트하여 분리된
데이터 부분 집합 사이의 분산값이 가장 클 때 두
집합으로 분리(Split)하고, 현재 Split 노드에서의
분산값과 이전 Split 노드에서의 분산값의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Division 을 실행한다.
Division 은 데이터를 토폴로지 노드의 자식 노드에
해당하는 부분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 독립적인 트리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Division 노드에는 토폴로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에 해당하는 랜드마크 집합의
위치값 차이(Offset Vectors)를 저장한다.

모델 기반 최적화 방법. 이 방법은 기본적인 얼굴
템플릿 모델을 기반으로 얼굴 랜드마크 사이의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식 [1, 2, 3]으로, 일반적으로 개인화된
얼굴 랜드마크를 정확히 찾을 수 없고 모델 초기화가
잘못된 경우 랜드마크 검출 오차가 크다.

위 과정을 반복하던 중 토폴로지의 Leaf 노드에
도달했을 때 LRF 의 Leaf 노드로 설정하며 Leaf
노드는 각 얼굴 랜드마크를 나타내고 위치값 차이가
저장된다.

Regression 기반 방법. 이 방법은 실제 얼굴
랜드마크를 학습한 Regression 함수를 이용하여
임의의 얼굴 이미지에서 얼굴 랜드마크 결과값을 얻는
방법 [2, 4, 5]이다. 얼굴 템플릿 모델을 적용하고
분류기를 이용해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 [2]은
여전히 모델 기반의 한계가 존재하며, 각
랜드마크마다 분류기를 학습하는 방법[4]은 각
분류기가 랜드마크 위치 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한다.

연구방법
얼굴 랜드마크 검출을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단계 1) 얼굴 토폴로지 디자인 2) 토폴로지를 이용한
LRF (Latent Regression Forest)[6] 학습 3) 학습한
LRF 를 이용한 테스트로 나눌 수 있다.
1) 얼굴 토폴로지 디자인

그림 1. 얼굴 토폴로지 트리 모델

각 얼굴 랜드마크는 얼굴 내에서 특정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 관계를 이용하여 얼굴 토폴로지
트리를 그림 1 과 같이 디자인한다. 트리는 상위 얼굴
랜드마크 집합에서 하위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면서
생성한 얼굴 위상관계 트리로, 10 개의 얼굴 랜드마크
집합을 루트 노드로 하고 각 랜드마크를 Leaf
Node 로 한다.
2) 토폴로지를 이용한 LRF 학습
손 자세 추정을 위해 설계된 LRF [6]와 같이 본
연구의 얼굴 랜드마크 검출을 위한 LRF 는 그림 2 과
같이 토폴로지를 이용한 Multi-Output 포레스트이다.
포레스트의 루트 노드는 얼굴 토폴로지의 루트 노드와
일치하는 얼굴 전체 랜드마크를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며 이후 학습하는 과정에서 포레스트의
각 노드는 얼굴 토폴로지를 따라 얼굴 랜드마크
부분집합을 포함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가진다. 각

그림 2. 얼굴 랜드마크
Regression Forest

검출을

위한

Latent

3) 학습한 LRF 를 이용한 테스트
얼굴 전체 이미지를 입력값으로 했을 때 학습된
포레스트를 순회(Traverse)하며 Division 노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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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T. P. Sauer, T. Cootes. Accurate
regression
procedures
for
active
appearance models. In BMVC, 2011

Leaf 노드에 저장된 위치값 차이를 축적하여 뚜렷한
얼굴 랜드마크의 결과값을 계산한다.

결과 및 분석

3. Le, Thai Hoang, and Truong Nhat Vo. "Face
alignment using active shape model and
support vector machine." arXiv preprint
arXiv:1209.6151 (2012).

그림 3 (a), (b), (c)과 같이 무표정, 웃음 등 얼굴 표정
변화가 있을 때 10 개의 뚜렷한 랜드마크 검출이 5ms
이내로 가능하다. (d)와 같은 얼굴 표정에서는
랜드마크 검출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는 얼굴
랜드마크 학습 데이터에서의 근본적인 오류로 인한
것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오류를 줄일 수
있다.

(a)

(b)

(c)

4. D. Cristinacce and T. Cootes. Boosted
regression active shape models. In BMVC,
2007.
5. Cao, Xudong, et al. "Face alignment by
explicit shape re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 107.2 (2014):
177-190.
6. Tang, Danhang, et al. "Latent regression
forest:
Structured
estimation
of
3d
articulated hand posture." Computer Vision

(d)

그림 3. 얼굴 랜드마크 검출 테스트 결과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4 IEEE
Conference on. IEEE, 2014.

결론

7. Kim, Jeong-Sik, and Soo-Mi Choi. "A virtual
environment for 3D facial makeup." Virtual
Reality.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07.
488-496.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 독립형 얼굴 랜드마크
검출 방법을 통해 개인마다 눈, 코, 입 위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가상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습한 포레스트를 바탕으로 테스트할
때에 매우 빠른 테스트가 가능하므로 실시간 가상
메이크업이 가능하다.

8. Guo, Dong, and Terence Sim. "Digital face
makeup by example."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09. CVPR 2009. IEEE
Conference on. IEEE, 2009.

추후 연구로 가상 메이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의
가림 현상의 경우에도 강건하게 얼굴 랜드마크
검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얼굴 표정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얼굴 랜드마크 검출을
수행하는 분류기 학습이 필요하다.
개인의 얼굴 랜드마크에 최적화된 검출 방법은 실시간
가상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캐릭터 얼굴
적용 등 다양한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 응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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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본 연구에서는 Natural User Interface 의 한 종류인

User Analysis, Usability Testing, Wearable Device,

동작 인식을 기반으로 직관적인 뮤직 플레이어를

Natural User Interface(NUI), 동작인식 인터페이스

설계하였다.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부착한 스마트 의류로

서론

구현하였다.

오늘날

특히

사용자를

중,

고등학생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인터뷰 기법을 이용한 사용자
사용성

평가(Usability

댄스음악과

아이돌음악

등이

음악프로그램의 주요 컨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분석(User analysis)을 통해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프로토타입으로

다양한

멜로디보다 리듬에 중점을 둔 댄스음악은 신나는

test)를

몸의 움직임에 호응하는 청소년층에게 선호되며,

실시하였다. 본 기기는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하여

입시로 인해 여가시간을 가지기 힘든 환경과 겹쳐

음악을 재생해주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놀이 및

자투리시간을 활용한 놀이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재활치료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본 논문에서 한국의 중, 고등학생의 일상을 조사한

것이라 기대된다.

결과, 집에서는 유행하는 댄스 그룹의 노래와 춤을
시청하고, 학교에서는 쉬는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ABSTRACT

유행하는 댄스 그룹의 춤을 따라 추는 놀이문화가

In this study, an intuitive music player based on the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특징적인

motion recognition, which is a type of a natural

안무를

user interface, was developed. It was devised as

그대로

따라하거나,

재밌게

다소

변형하기도 하는 등 몸을 움직이며 함께 웃고

smart clothes with an attached wearable device to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놀이문화를 가졌다.

allow the wearer to utilize it at anytime and
anywhere with ease. The design was realized by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conducting

employed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사용가능한 웨어러블 뮤직

various interview techniques, of the middle and

플레이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기기는 사용자가

high school students as the potential users.

춤을 추면 그 춤동작을 입력받아 그에 맞는 음악

Usability tests were conducted with the developed

혹은 음악리스트를 실행시켜 주는 동작(Motion)

prototype. It was expected that the device will

인식 기반 뮤직 플레이어이다. 제안한 기기를

effectively enable casual plays of varying age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groups and also support rehabilitation treatments

사용성 평가를 통하여 본 기기의 향후 구현 방향 및

by playing music according to the wearer’s

발전 가능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a

user

analysis,

which

movements.

본론
Natural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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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User Interface(이하, NUI)는 인공적 명령어,

입력되는 사용자의 춤동작에 따라 그에 맞는

사용법 없이 사용자의 감각, 행동, 인지능력을

음악리스트가 실행되게 된다.

통해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키보드, 마우스 등 별도의 인공장치 없이
신체부위, 일상적 동작, 음성 등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입력장치로 하여 콘텐츠를 직접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출력 정보 외에는
인터페이스가

보이지

않으며,

기술을

직접

지배한다는 느낌을 받아 UX 가 향상될 수 있다.
제품 디자인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의류에 부착하여 감지,
그림 2. ‘MaD’의 구현과정

제어, 통신, 동작, 저장, 신호 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의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에도 장갑에 스마트

사용자 분석 및 사용성 평가

의류용으로 특화된 아두이노 릴리패드(LilyPad)와

Alan Cooper (2012)는 훌륭한 디자인은 이용자의

플렉스 센서, 블루투스 장비를 부착하여 웨어러블

목표(Goal) 달성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생산성과

디바이스를 구현하였다. 장갑의 각 손가락 부분에

효율성, 사용성을 향상시켜야함을 강조한다. 그는

플렉스 센서를 부착하여 구부러짐 정도에 따른

디자인 설계 과정에서 이용자의 목표와 상황,

저항값 변화를 입력 받았다. 손등에는 릴리패드와

요구(Requirements)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LED 전구를 부착하였고, 블루투스는 손등 혹은

있도록하는

손목 아대 등에 부착하였다.

목표

지향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D’를 사용할 주요
사용자층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디자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중학생 11 명, 고등학생 13 명을
대상으로

semi-structured,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in-depth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으로 중학생 13 명, 고등학생 8 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자 분석
사용자 분석의 목적은 ‘MaD’를 주로 사용할 타겟
사용자군의 목표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여 해당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림 1. ‘MaD’의 프로토타입.
제품 실행 원리

•

이 기기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본 연구에서는 NUI 의 한 종류인 제스처(Gesture)

•

왜 그 행동을 이루고 싶은가?

인식을 통하여 사용자의 동작(Motion) 정보를

•

어떻게 그 행동를 이루고 싶은가?

입력받아, 미리 생성해둔 각 동작에 해당하는

사용자 분석 결과, ‘MaD’의 주된 이용 목적은

음악리스트와 연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친구들과 더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인 것으로

춤동작을 입력하면 아두이노가 그 입력값을 받아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혼자 심심할 때 사용하거나,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그

노래를 듣고 싶을 때 간단히 실행시키기 위해

값을 전송한다. 음악재생 어플리케이션은 MIT

사용한다고

App Inventor 로 개발되었으며 릴리패드로부터

응답하였다.

이용

이유로는

동작만으로 음악이 바로 실행되는 것이 신기하고

받아온 움직임 정보를 처리하고 그에 맞는 음악을

편해서 좋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는

재생시킨다. 따라서 ‘MaD’를 이용하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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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의 NUI 적 측면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며,

음악 재생 리스트는 최신곡이 제공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중요하며, 유명 음악순위차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긍정적인

직관적인
방향으로

입력방식이
호소하는

사용자에게

것으로

보인다.

장르(k-pop, 힙합, 발라드, 댄스 등)를 지원하기를

끝으로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사용자들은 입력과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하는 파트로 이동하여 들을

출력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수 있는 마디점프 기능과 배속 조절 및 일시 정지

있는 기기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기능 등 기본적인 음악 플레이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랬다.

사용성 평가

끝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분석 결과를 반영해 ‘MaD’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MaD’의 노래리스트와 그에 해당하는 입력동작의

사용성

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꼭 필요하다고

평가의 목적은 ‘MaD’가 실제로 사용자들이 쉽게

반응하였다. 그리고 이 모르는 곡의 안무를 확인할

사용할 수 있게(Easy of Use) 구현되었는 지를

때, 입력동작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평가받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공하고 손쉽게 조작가능하며(Capable),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진행되도록(Processing

각

단계가

fluency)

막힘없이

결론

지원하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아두이노 릴리패드를 기반으로

점검하였다. 다음은 확인한 사항이다.

춤동작을

인식하여

그에

해당하는

음악을

•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및 사용 소감

•

제품의 디자인 및 착용감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는 단계와 프로토타입을

•

동작 입력 방식

이용한 사용성 평가를 거쳐 보다 사용자의 니즈에

•

음악 재생 방식 및 제공 리스트

•

재생시켜주는 음악 플레이어를 제안하였다. 특히

부합한 기기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Natural User Interface 를
이용한 직관적인 기기인 ‘MaD’는 일일히 플레이어

Help and Customize 방식

리스트를 찾아가면서 음악을 재생시켜야 했던 기존

기기에 대한 인상 및 소감은 신기함과 편함으로

뮤직 플레이어와는 달리, 사용자의 동작에 맞는

요약할 수 있다. NUI 를 구현하여 동작만으로

음악이

음악이 실행되는 간단함이 신기하고 신이 나며,

나와

다른 방법들보다 쉽고 편리하다고 평가하였다. 한
학생은 제품이 편하고 신기하면 끌리고(매력을

본

느끼고) 자주 쓰게된다고 언급하였다.

한정하였지만,

입어야하는

착용하는

것에

더

것보다는

간단히

장갑을

호의적이었으며,

기기를

가령

노래의

특징적

전연령

중,
대상의

고등학생으로
기기로도

맞는 웨어러블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이나
환자들에게 간단한 움직임을 재미있게 유도하여,

차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요하였다.

사용자군을

동작모델에 연결시키면, 고연령 사용자의 니즈에

역으로 기능을 중시하여 디자인이 큰 비중을

기억의

연구는

될 것이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취향에 맞는 트로트,

보인다. 디자인이 예뻐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데에는

User

민요 노래 위주로 음악 리스트를 재구성하여

웨어러블 기기 전반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으로

정하는

Natural

보다 입력시간이 길고 단순한 동작들을 입력받게

탈부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이는

입력동작을

가까운

확장가능하다. 고연령 사용자에 맞는 시스템은

제품의 디자인 및 착용감에 대해서는 사용시 매번
겉옷을

현실에

Interface 를 구현한 기기라는 의미도 갖는다.

재활치료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용이성이

참고 문헌

안무를

입력동작으로 선호하였으며, 이는 기억하기 쉬우며

1. Nielsen, Jakob (1994). Usability Engineering.
San Diego: Academic Press.

특색이 있어 다른 노래의 안무와 잘 구별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미리 정해진

2. Cooper, A., Reimann, R., & Cronin, D. (2012).

동작들로 노래가 실행되지만, 사후에 사용자가

About face 3: the essentials of interaction
design. John Wiley & Sons.

입력동작을 수정하거나 새로 지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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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삼차원 환경 복원을 위한
하이브리드 데이터 구조에 대해 다룬다. 기존에는
복원된 삼차원 환경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셀
자료 구조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공간을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하고자
하는 환경이 커질수록 훨씬 많은 메모리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층적
구조나 해시와 같은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컬러-깊이
동영상에서 평면에 대한 정보와 물체에 대한 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하이브리드 자료 구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들은 대부분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복셀 구조를
이용하여 저장하는 대신에 평면에 특화된 점과 선으로
표현한다면 메모리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료 구조는 기존의
복셀 자료구조로 저장되던 평면을 점과 선으로
저장하며, 평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물체들은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 기존의 복셀 자료구조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Large-scale 3D reconstruction, RGB-D image
stream, Plane-voxel hybrid model, Quad Tree
base data structure, Kinnect-Fusion, Plane
Detection

서론
삼차원 환경 복원은 수치화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재로 존재하는 구조물을 가상 공간 속에서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컴퓨터 비전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 삼차원 환경 복원을 많이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와 같이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는 카메라가
보급되어 삼차원 환경 복원 연구에 가속이 붙고 있다.
기존의 삼차원 환경 복원 방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는 복셀을 이용하여 주어진 환경을 표현한다[2].
복셀을 이용하게 될 경우 공간을 일정 크기의
그리드로 나누어 저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도 메모리 상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복셀을 이용한 환경 표현 방법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복셀을 저장하면서 계층적 구조나 해시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1,3].
이 방식을 이용하면 실제로 물체가 존재하는 부분만
저장하게 되어 메모리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hybrid data
structures for large-scale scene reconstruction.
We usually use the voxel data structures for
representing reconstructed scene. However, it
saves the space as a unit grid, so it consumes
lots of memory for representing empty space.
Since previous methods use hierarchy or hash
model to overcome this problems. Because
many objects have the plane structures, we
reduce memory consumption by saving plane
structure separately. If we save the plane with
vertices and edges, it reduces memory
consump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hybrid
model as a voxel model for detail object and
plane model for plane structures.

기존의 복셀을 이용한 데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삼차원 환경복원에는 문제가 있다. 복셀
구조에 기반을 둔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원하고자 하는 규모가 커질수록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원된
환경을 저장할 새로운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복셀 기반의 방법을 벗어나 평면
기반의 데이터 표현 방법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자료
구조를 제시한다. 이 하이브리드 자료 구조를 통해 더
큰 규모의 환경을 복원할 수 있으며 기존의 복셀
기반의 방법과 비교하여 더 빠르고 강건한 복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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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검출

결과

본 논문의 목표는 복원된 환경을 복셀과 평면으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자료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다.
주어진 컬러-깊이 영상으로부터 복셀 구조로의
변환은 위치정보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므로,
평면 정보를 검출하여야 하이브리드 자료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료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어진 컬러깊이 영상에서 평면을 검출하는 것이다.

주어진 컬러-깊이 입력 영상에 대해 평면을 검출한
뒤에 이를 두 가지 데이터 구조에 나누어 저장하였다.
그 뒤에 이를 시각화 하여 아래 그림 1 과 같이
표현하였다.

컬러-깊이 영상에서는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각
픽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삼차원상의 위치를 구할 수
있고, 이웃 픽셀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각 픽셀 상의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다. 각 픽셀에서의 법선 벡터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각 픽셀이
이루는 평면을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이웃한
픽셀들이 이루는 두 평면의 법선 벡터의 방향이
비슷하고,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가 비슷할 경우 이를
하나의 평면으로 병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어진 컬러-깊이 영상에서 여러 평면들을 검출 할 수
있다.

그림

1.

결과 영상

결론
쿼드 트리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였더니 메모리 사용이 줄어들지만 같은 시각화
결과를 낳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영상에
존재하던 노이즈를 크게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었다.

쿼드 트리 기반의 데이터 구조
평면을 검출한 뒤에는 이를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컬러깊이 동영상에서 삼차원 환경복원을 한 뒤에 이를
물체와 평면으로 나누어서 저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면을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먼저, 새로운 좌표의
추가와 삭제가 빠르게 일어나야 한다. 컬러-깊이
동영상을 처리하면서 평면의 크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잘못 검출된 평면도 빠르게 삭제할 수 있어야 삼차원
복원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작아야 한다. 기존의 복셀 기반 데이터 구조는
많은 양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삼차원 복원을 수행하는 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평면 기반의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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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적십자처럼 혈액을 운용하는 기관이 있지만 무한정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급하게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긴급 적일 때
누군가 헌혈을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 하게
되었다. 서버에는 다수의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중 한
명이 헌혈을 요청 하였을 때 서버에서 요청된 정보에
따라 적합한 사용자들을 판별하여 해당하는 사용자
들에게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헌혈 요청을 했다는
메시지를 보내 준 후 사용자들이 요청을 수락하게 되면
헌혈을 요청한 사용자에게 어떤 사용자가 수락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웹 앱을 제안한다.
그림

ABSTRACT

1 전체 관계도

요청자가 앱 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홈페이지에

Societies like the Red Cross mange the blood
donation flow. However, since such societies
have limited working hours, while emergency
can happen anytime.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which helps people in the
case of emergency when a donor of blood for
transfusion is suddenly in need. The system
constitutes of a server which has a database of
members. When a member requests for a blood
donation, the system sends alarm to other
members and also sends the information at
which region these request has been made.
After that, when the blood donator agrees to
donate his blood, this information is sent to the
member who made the request. The proposed
system is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WebApp system.

접속하여 헌혈 요청 글을 작성 하면 서버에서 요청
된 정보(혈액형, RH형, 현재 주소)를 토대로 웹 데
이터 베이스에 존재하는 다른 사용자들과 비교 하여
적합자를 매칭 한다.
데이터 베이스에서 비교되어 매칭된 적합자 들의 정
보를 웹 홈페이지에 다시 보내 준다.
받아온 정보는 푸쉬 알림 페이지를 통해 매칭된 적
합자들에게 푸쉬 알림을 보내주어 수락 여부를 물어
보며 알림을 받은 사용자가 수락 하였다면 다시 요
청자 에게 어떠한 사용자가 수락을 하였는지 푸쉬
알림으로 알려 준다.

2.2 Web 구성
아래의 그림 2는 웹 브라우저에서 헌혈 요청 등록하

주제어

는 페이지 이다. 헌혈 요청 시 필수적인 혈액형과 주

헌혈, 수혈, Web Site, Application

소를 바탕으로 웹 데이터베이스에서 참조하여 적합

본문

자를 매칭 한다. 그 후 적합자들이 앱을 설치하고 로
그인을 한적 이 있다면 기기의 주소 값이 웹 데이터

2.1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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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에 저장 된다.

청한 주소지의 위치가 메시지로 출력 된다.

2.6 헌혈 수락 단계
푸시 알림을 받은 적합자는 푸시 알림을 터치 하면 액티
비티가 실행이 되며 푸시 알림의 세부 내용이 나오며 수
락 버튼과 거절 버튼이 함께 나오게 된다.
버튼을 선택하였을 때 수락 여부가 전송이 되며 액티비
티가 종료된다. 이때 사용자가 요청을 수락하였다면 요
청자에게 어떤 사용자가 수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푸시 알림을 보내준다.
그림

2 웹 브라우저 헌혈 요청 등록 페이지

결론

2.3 App에서 구동

본 논문에서는 헌혈 매칭 앱을 제안 하였다. 기본적

App에서 홈 페이지를 출력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인

으로 ABO형, RH형, 현재 병원 위치의 시/구/동을

WebView를 이용 한다. 홈페이지를 출력하기 위해

입력을 하여 저장된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 하여 적

서는 Android에서 제공하는 WebView를 이용하

합자를 매칭 한다. 매칭된 적합자가 없을 경우 한 단

여 홈페이지 자체를 앱 레이아웃에 씌워 출력하는

계 위인 동/구/시 순으로 매칭을 하며 매칭된 적합

방식을 택하였다. 홈페이지와 APP 두 개 모두 사용

자 들에게는 푸시 알림을 알려 주어 요청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Web을 베이스로 두어 앱으로 접속

수락 또는 거절 의사를 받는다. 이때 수락을 하였다

시 반응형으로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면 다시 한번 요청자에게 어떤 사용자가 수락을 하
였는지 알려준다. 본 논문으로 수혈이 되지 않아 발

2.4 적합자 추출 과정

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를

요청 게시판을 통해 입력된 주소와 혈액형을 토대로 데

돌아 다니지 않고 언제나 헌혈을 할 준비가 되어있

이터베이스에서 같은 동을 우선적으로 검색하여 요청한

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요청을 한다면 많은 사람

혈액형을 가진 적합자를 추출한다. 이때 같은 동에 속한

들의 관심 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적합자가 없을 경우 한 단계 위인 구 단위로 재 검색을
하게 된다. 주소지를 동에서 구 단위 순서로 검색하는
이유는 근접한 동에서부터 검색하여 빠른 속도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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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IoT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서비스 통합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 현재의 통합 시스템은 제휴관계를 맺은
서비스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따라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서비스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간 단계를 작업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들 간에 데이터가 상호교류 되도록 한다.
이로부터 사용자의 개입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시켜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컴퓨터 시스템이 제공되도록 한다.

본
논문은
2015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에 등재된 논문에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과 그에 따른 세부 설계에 관해
작성하였다[1]. 제안하는 논문 제목 ‘사용자가 관리
가능한 다중 통합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서비스’란
고객 또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노력을 뜻한다.
현재 서비스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업체와 개인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사용자가 관리하고 사용자가 개입되어
처리하는 서비스 수 또한 증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관리하기 쉽고 편리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통합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2][3][4].

Abstract

현재의 통합시스템은 제휴관계를 맺은 서비스들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로 국한되어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서비스들 간에 통합 시스템이 제공된다.
아래 표 1은 기존에 이루어지는 단일 서비스의
특징과 제안하는 다중 통합 시스템의 특징이다.

Depending on being expanded the range of
service with IoT services, interest in the service
integration system has emerged. Most of the
current integrated systems are only offered by
between the affiliated partners. But in this
paper,
propose
the
integrated
system
environment which is consist of services using
by user. Also, the proposed system is available
for mutual interchangeable with data between
services. Then the proposed system allows to
simplify the complex work which will be
processed by the user intervention. So, the user
can get the computer system which is a
convenient and easy-to-use.

표 1 . 시스템 특징
특

주제어
다중 서비스 통합, 사용자 개입, 모바일 환경, 데이터
상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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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기
존
방
식

Ÿ

사용자 개입에 따른 단일 서비스

Ÿ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인간과 사물간의 교류

Ÿ

서비스 단위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제
안
방
식

Ÿ

이기 종의 다중 통합 서비스

Ÿ

데이터가 서비스들 간의 상호교류

Ÿ

객체 단위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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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이용할 서비스에 가입을 한다.
사용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연쇄적으로 또 다른 서비스가 이용 되어져야
한다면 Service Integrated System이 작동됨으로써
다음 서비스가 진행된다.

2. 관련연구
서비스를 통합 시키는 방법으로 서비스들의
유사도에 따라 서비스를 매칭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5].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목록을 관리함으로
유사도와는 달리 목적에 맞는 정확한 결과를
사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Service Integrated System은 등록된 사용자
목록과 서비스 목록을 관리한다. 또한, 각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목록을 앎으로 인해 다중 서비스
결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Service Integrated
System은 데이터들을 다른 서비스로 전송 또는 수신
작업을 진행한다.

서비스 결합에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는 요청된
일을 시멘틱 웹 기반으로 서비스가 결합되어 진행
되었다는 결과를 증명한다[6]. 그러나 제안하는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부터 단순 진행 결과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개입을 줄여 서비스 결합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부적인 일들이 처리된 결과를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모바일 환경으로 이기종의
다중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루어진 결과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Service Integrated
System으로부터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를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사용자가 편리한
서비스를 추천받는다.

그리고 서비스 결합에 관한 연구는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시작되고 나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시작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로부터도 요청이 시작되어 사용자가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3.2. 시스템 아키텍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총
3개의 층으로 설계하였다.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층,
서비스 통합 시스템(Service Integrated System)의
서버 층, 사용자 클라이언트 층으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의 Service Integrated System은 여러
서비스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 시켜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

3.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이기종의 서비스들을 복합된 서비스 결과 형태로
제공해준다. 본 시스템은 아래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서비스 층은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다중 통합
서비스 관리자가 존재한다. 이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본 서비스에 가입된 고객들을 관리하고, 고객별로

사용자는 모바일 환경으로 제공되는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ervice Integrated System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게

그림 1 . 시스템 오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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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시스템 아키텍쳐

그림 3 . 사용자 순서 다이어그램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 목록들을
확인한다. 확인 후, 서비스 연결 관리자로부터 이
고객에 대한 다음 서비스 작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Service Integrated System층에
요청한다.

사용자 층은 개인이 서비스 가입절차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가입된
서비스
목록들을
보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 또한, 푸시 서비스로부터
Service Integrated System이 추천한 서비스
목록들을 보고, 다중 서비스가 진행된 결과를 본다.
사용자가 발생시킨 작업은 이벤트 관리자로부터
작업이 이루어진다.

상태가 된다. 가입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서 이용할 서비스 추가 작업을 요청한다. 그
러면 통합 시스템으로부터 Service Integrated
System에 가입된 서비스목록들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에 띄워주고 사용자는 서비스를 선택해 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가입이 완료 되면 통합 시스템에 사
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목록에 추가가 된다. 사용자
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목록 또한 통합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볼
수 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서비스로
부터 결과를 제공받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연쇄적인 서비스 작업이 필요하면 자동적으로 통합
시스템으로부터 처리된 후 결과를 제공받는다. 또한,
통합 시스템이 사용자가 이용하면 편리해 질 수 있는
서비스를 푸시서비스 객체에 알려주고, 추천된 서비
스 목록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보여준다. 이와 같
이 작동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위 그림 3과 같다.

3.3. 시퀀스 다이어그램

3.3.2. 서비스 제공자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시간 흐름에 따른 객체
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사용 사례별로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아래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사용자와 서
비스의 입장에서 순서 다이어그램을 제시한다.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 될 객체는 아래 그림 4
와 같이 고객 목록, 고객 데이터, 고객, 작업 관리자
그리고 통합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업체가 통
합 시스템에 가입함으로부터 제안하는 시스템이 작동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가입 요청을 받게 되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 동의 의사를 고객으로부
터 응답받은 후에 고객 리스트에 추가한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동의가 수락 되었다면 통합 시스템으로
부터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가져와 고객 데이터에 추
가한다. 사용자가 기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직접 입
력하지 않고 통합 시스템으로부터 가져옴으로써 사용
자가 입력하여야 할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작업 요청

Service Integrated System층은 패키지 분석기에서
서비스 층으로부터 요구된 작업을 분석한다. 분석 결
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푸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다른 서비스에 작업을 요청한다. 다른 서비스에 작
업요청 시, 통합 관리자에서 패키지를 생성한다.

3.3.1. 사용자
사용자와 상호작용 될 객체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푸시 서비스 그리고 통
합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우선, 사용자는 통합 시스
템에 가입함으로부터 제안하는 시스템을 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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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Service 관계형 DB

구조 외에 각 서비스 별로 필요한 테이블이 추가됨을
전제로 한다.

3.5. 소프트웨어 계층
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계층은 어플리케이션 층,
서비스 통합 층 그리고 클라이언트 층으로 총 3개로
구성된다. 본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아
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4 . 서비스 제공자 순서 다이어그램

이 들어오면 작업 관리자가 본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은 처리한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서 처리
되어야 하는 작업은 통합 시스템에 요청함으로부터
서비스들 간의 데이터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자동적으
로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작동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아래 그림 4와 같다.

서비스 층은 현재 웹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는 고려
하여 웹 브라우져 형태로 구현한다. 그리고 확장성
있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되는
node.js 플랫폼을 사용한다. 사용자 층은 모바일 환
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안드로
이드로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층과 사용자 층
을 연결 해주는 서비스 통합 층은 java 언어로 구현
한다.

3.4. 데이터베이스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들은 아래 그림 5와 그림 6과 같은 구조로 되어있
다. 이 두 데이터베이스 사이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User_teleNo)를
이용해
서버역할을
하는
Service Integrated System에 접근함으로써 서로의
데이터를 연결시킨다.
아래 그림 5은 Service Integrated System층의 관
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림 7 .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4. 시나리오

그림 5 . Service Integrated System 관계형 DB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기 위
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다중 통합 서비스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서비스들 간의 정보 전송
(요청)과 정보 수신(수행)으로 나눈다.

아래 그림 6은 Service층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
다. Service DB는 각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존재
할 기본 구조를 나타낸다. Service DB부분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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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보 전송

5. 결론 및 향후계획

정보 전송에 관련된 시나리오로는 사용자의 요청에
서부터 시작되는 서비스와 서비스의 요청에서부터 시
작되는 것으로 나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관한 설계와 적용할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이용하
는 서비스와 Service Integrated System을 연결시킨
다. 그리하여 사용자에 대한 정보(데이터)가 서비스들
간에 상호교류 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입으로부터
처리되어야 할 작업을 단순화 시켜 사용자에게 편리
한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템 환경을 제공한다.

4.1.1. 사용자 요청
아래 그림 8의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요청으로부터
1번의 사용자 개입과 3개의 서비스가 진행되어 제공
됨을 나타낸다. 다른 서비스가 진행 될 때, 하나의
서비스는 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전송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현재 제휴관계를 맺은 서비스들
로부터 진행되는 통합 시스템과는 달리 사용자가 선
택한 서비스들로부터 다중 통합 서비스 시스템이 가
능하다. 또한, 서비스 업체 측면에서는 독립성을 유
지하되, 사용자에게는 독립된 서비스들이 유연하게
일이 처리되어 복합 된 서비스 결과 형태가 제공된
다.

그림 8 . 시나리오 1

사사의 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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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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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대학지원사업(R2215-15-1004:SW창의형) 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4.1.2. 서비스 요청
아래 그림 9의 시나리오는 서비스의 요청으로부터
0번의 사용자 개입과 2개의 서비스가 진행된 것을
나타낸다. 다른 서비스가 진행 될 때, 하나의 서비스
는 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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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earable device market is popular worldwide. Among
several kinds of it, one area is pedometer-based fitness service and
products.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exploring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it. However, while gradually
increasing the interests in user's usage patterns, game and
gamification studies have shown positive results to promote user
engagement of physical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usability and sustainability on the wearable device for physical
activity. We want to observe effectiveness specially in gamification
conditions through user case study. We performed user evaluations
of Fitbit, one of the pedometer-based wearable devices and FitRPG,
a gamified service compatible with Fitbit. Interview questions
consist of usability, usefulness and affect based on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 elements. We conducted user research
for 4 weeks (2 weeks for Fitbit condition/2 weeks for FitRPG
condition) to ascertain sustainability. After collecting data and
interview answers, we were able to suggest three issues of the
gamified service that may affect users.

product in the worldwide wearable technology market. That type is
pedometer-based fitness service and product. Such as Up by
Jawbone, Mi band by Xiaomi, and Flex by Fitbit are the one.
Among Fitness & Activity Trackers type, we focused on and
reviewed the Flex by Fitbit and its related services.

Smart Glass
Smart
Watches
Fitness &
Activity
Trackers
Heart Rate
Monitors

2015

2016

2017

2018

1.7

5.5

7.3

10.7

14.2

19.4

43.2

55.5

61.0

63.5

46.2

31.3

24.3

20.0

17.1

32.7

20.0

12.9

8.2

5.2

Table 1 Wearable Technology Worldwide Market Forecast
(%) (Generator, 2014)

To encourage users to use the wearable device for performing
physical activity, firstly sustainability issue should be improved.
We expect game and gamification strategies can increase
sustainability of using wearable device for physical activity.
Gamification induce users to take game experience by utilizing
game thinking and game mechanics in non-game contexts. [2, 7,
16]. We performed user evaluations of FitRPG 2 , which is one of
the gamification services compatible with Fitbit. It was created by
a team, which came out of a group at Hack Reactor project, from
bootcamp in San Francisco. We could download and use the
FitRPG application from smartphone application store.

ACM Classification Keywords
H.3.4 [Systems and Software]: Performance evaluatio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Keywords
Wearable Device; Physical Activity; Gamification; Sustainability

INTRODUCTION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of Generator, wearable devices are
divided into four types: Smart glasses, Smart watches, Fitness &
Activity Trackers and Heart Rate Monitors. Healthcare services
greatly increased in the worldwide market and these are leading the
whole market. Table 1 1 is a report of worldwide market forecasts
for wearable technology by Generator. It shows that among these
devices, ‘Fitness & Activity Trackers’ type is the best-selling
1

2014

RELATED WORKS
There have been several studies on the use of Fitbit. Takacs and his
team wanted to know the validity of the Fitbit One (one of Fitbit
products). Fitbit’s steps and distance was assessed during walking
on treadmill [14]. Another study revealed that testing the quality

2

http://www.generatorresearch.com/share/74eeq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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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itbit and compared relatives with the Yamax SW-200
pedometer [9]. In previous two studies, they deal with the
technical aspects. Pina and her team studied technical problem and
they figured out feedback factors of the system [12]. Although
several studies found how Fitbit could be feasible and reliable.
There are few studies about us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it.

a representative value of both conditions. End of each condition,
participants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Questionnaire
were used to recall t h e situations when participants were facing at
that moment. Final interview was conducted after use of two
conditions. To find the contributions we integrated reviews of
questionnaire and findings in the interview.

In relation to gamification, there are studies about definition of
gamification and effects on it. Gamification is a method that
integrates game mechanics and game dynamics to non- game
platform [1]. Deterding and his team said “gamification is an
informal umbrella term for use of video game elements in nongaming systems to improve user experience and user engagement”
[3]. Using techniques such as scoreboards and personalized
feedback, people feel better ownership and purpose when engaging
with tasks [11]. Hamari investigated how social motivations
predict attitude towards the use of gamification, and intentions
to continue using a gamified service [5]. From the above articles,
we found that gamification affects people to increase engagement,
and improve user experience. Therefore, we expect that using
gamification method on wearable device have a positive effect to
user’s usability and sustainability.

In this research, we decided FitRPG as our main target of
gamification service. The reason, we selected this, is because it is
composed of gamification framework, Mechanics-DynamicsAesthetics (MDA) [6]. MDA is one of the prominent frameworks
among game researches. We analyzed FitRPG as MDA framework.
Various activities from FitRPG were distinguished by MDA
frameworks (Table 2). Rules and activities of FitRPG had a balance
with basic games’ one.

USABILITY, USEFULNESS, AND AFFECT
In Human Computer Interaction (HCI) field, there are three
elements: usability, usefulness [4], and affect [10]. These are about
user’s experience value of using systems, services or products on
the HCI point of view. First, usability includes learnability (how
easy it is for the users to use) and error (How many errors user
makes). Second, usefulness contains some values such as
hedonic (what is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 and how fun)
and functional value (how does it functionally work for users).
Third, affect is about the impression (pre-impression and postimpression) and emotion (how do you feel) [8]. Additionally,
Silberman insists that sustainability will be forth HCI elements.
He suggested that Frequency of use (frequency of quest completion),
checking the actual user’s behavior changes (steps per day), and
maintenance (keeping use of it) would be facts of sustainable use
[13].

METHODOLOGY
We recruited three participants who have never used Fitbit and the
other products. As an apparatus for collecting data, a Flex which is
on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Fitbit company was used.
Participants shared Fitbit account identification. Specific data of
physical activity could be recorded from the web service. For the
user case study, four weeks’ data of the participants was collected
totally. Two weeks’ data was use of Fitbit (not gamified) and
another two weeks’ data was use of FitRPG (gamified). Fitbit
offers several pieces of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steps
per day, distance per day, and calorie burned for physical activity
level. We focused on step data among the physical activity data as
3

Gamification
Service(MDA)
Mechanics

Dynamics

FitRPG
• Battle mode
• Solo quests
• Battle with friends to
steal their gold and
experience
• Leveling up your
character by beating as
many bosses as player can
• Use potions to restore
HP, and equip weapons to
improve player’s chances

Aesthetics

• Gold, character, bosses,
weapons, potions, armor,
and accessories

Table 2. MDA frameworks for FitRPG 3

We decided FitRPG to an example of gamification service of
wearable device. Main mechanics of it are battles and solo quests.
Based on these activities, users can play in order to earn gold and
make them more strong. Table 3 shows how real activities
converted into game aesthetics. Steps become experience points.

Effort in real world

In game Aesthetics

Steps

Experience

Sleeping time

Vitality and HP recovery

Distance
Workouts

Endurance

(Log manually)

Strength or dexterity

Table 3. How FitRPG convert log data into game data

http://fitrpg.azurewebsites.net/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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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king a deep sleep, user can increase vitality and recover HP.
Distance becomes endurance points. Strength and dexterity point
can be increased by workouts, which player logged manually.

RESULT
As the result of our experiment we could get log data of participants’
steps for four weeks. Table 4 shows log data of three participants.
Figure 1 shows bar graph of their step data comparison between
1,2week and 3,4week in four weeks. First week and second week
data indicate Fitbit condition. Third week and fourth week data
indicate FitRPG condition. To find the discussion issues we analyze
the interview data based on the method of affinity diagram.
However, because of battery problem, we excluded four days each
data, which was not used (see 1st Week in table 4). With last of
days’ data, we could compare two conditions. We could observe
participant1 and participant 3 had no big difference. Participant2 had
a big difference. Finally, we brought to a conclusion into three
issues which is to be considered in gamified services of wearable
device for physical activity.

Day

1st Week
(Fitbit)

2nd Week
(Fitbit)

3rd Week
(With
FitRPG)

Partici
pant1

Partici
pant2

4th Week
(With
FitRPG)

18

Fir

17,212

11,730

2,896

19

Sat

13,756

8,376

6,386

20

Sun

8,939

8,930

4,052

21

Mon

9,689

9,534

6,850

22

Tue

10,623

8,461

2,227

23

Wed

12,628

15,677

9,036

24

Thu

17,188

13,102

6,230

25

Fir

10,522

9,720

3,761

26

Sat

8,721

2,437

2,661

Table 4. Gathering step data from each participant’s Fitbit
accounts for 4 weeks in two situations

Partici
pant3

1

Tue

6,607

-

-

2

Wed

9,042

-

-

3

Thu

11,290

-

290

4

Fir

14,031

9,441

-

5

Sat

12,359

5,995

4,896

6

Sun

11,061

5,178

3,106

7

Mon

10,449

6,047

7,679

8

Tue

9,146

6,291

3,486

9

Wed

10,136

3,497

11,140

10

Thu

9,146

5,308

2,810

11

Fir

10,473

8,864

10,967

12

Sat

10,989

7,736

4,570

13

Sun

6,410

7,042

4,429

14

Mon

11,468

10,904

8,762

15

Tue

15,564

12,518

3,379

16

Wed

8,861

12,259

9,919

17

Thu

6,805

10,709

13,009

Figure 1. comparison graph between 1,2week (Fibit condition)
and 3,4week (FitRPG condition) through step data

DISCUSSION
In this study, gamifiation service could not satisfy participants
as not raising motivation. There are three issues we derived from
the result. First one is about an interaction in wearable device.
Participants did not usually use application both Fitbit and
FitRPG. They tended to interact with the device itself rather than
smartphone applications. This phenomenon needs to be addressed.
Participants said, “I think interface in application is not a suitable
for wearable device. It will be better if they improved the
interface of device itself” and another participant said “I did not
use application. I actually used device’s display (small display on
the Flex) to check my status”. Through these scripts, we could
draw one issue. Smartphone application with a handheld wearable
device is not the ultimate solution.
Second issue is motivation. When the participants halt a lot a day,
they could see how they walk and how much distance they have
gone. FitRPG convert these personal efforts to game contents like
gold and experience index of the game. We thought these kinds
of rewards help and give favorable impacts to the participants.
However, these rewards could not motivate them. One said,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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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numbers and gold) are nothing for me. I cannot feel anything
from them”. Rather, they wanted to interact with the others. One
participant said, “I want to battle with my friends, but I cannot
find anyone who use Fitbit and FitRPG”. All of them mentioned
they were eager to play with friends. It addresses that people who
play game through the wearable device for physical activity can be
strongly motivated in extrinsic way. Gamification service on
wearable device needs social connections among people.

strong extrinsic motivations through social connections. Lastly,
as systematic approach, accessing layers should be easy and
simplified. In order to motivate and give a chance to achieve quests,
the service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personal physical levels
and capabilities. Thus far, the game is not particularly for a
wearable device but for a smartphone. It would be better, if game
is designed for wearable device independently and it works on
wearable device itself. It will help users motivated and then
they accept it sustainably.

In systemic approach, we thought that why FitRPG does not make
the participants effectively affected. There are two reasons. One
reason is usability problem. User should access the Fitbit
application in order to synchronize and update their data to play
FitRPG. Accessing time to approach it must be longer and
sometimes it fails to update the data through Fitbit. Then they
stopped playing and it took a while again. This problem decreased
the frequency of use. Many people may not be patient enough to
play games. Wiser way of synchronization for th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The other reason is because of unsuitable
design of game quest. The level of quest did not consider the real
conditions of players. One said, “I just gave up right away when
the quest asked too much about my physical capability”. All
people cannot accomplish common quests or missions in the
same way.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with their personal
physical activity levels, it should be considered personally. The
quest needs to be designed by their actual ability to boost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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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된 정보에 따라 개별 사용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나 기
능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화형 에이전트가 개인 경험 및 맥락
에 따른 개인화를 적용하였을 때, 사용자의 인지된 친
밀감을 높여주고, 나아가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험적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화 가능한 에이전트를
디자인하고, 사용자와 문답 후 그에 따른 성격 경향 정
보를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피험자들은 에이전트와 대화 전 자신의 개인 경험 정
보를 입력받은 에이전트와의 인터랙션을 통해 자신이
성향에 대한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거
쳐 에이전트와의 인터랙션 동안 느꼈던 개인화 정도와
친밀감, 그리고 에이전트가 제공한 결과에 대한 신뢰
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에이전트의 개인화는 특히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정보시스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신뢰도 및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YX Komiak, I Benbasat, 2006).
음성이나 텍스트를 사용하여 직접 문답하는 형태인 대
화형 에이전트는 차세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써 각광
을 받고 있다. 특히, 대화형 에이전트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인간-에이전트 간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 경험을 반영
한 개인화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인간-에이전트 인
터랙션에서 사용자는 인간과 인간 상호 소통에서 발생
하는 사회적인 행동과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Nass & Moon, 2000; Reeves & Nass, 1996). 기
존 연구에 따르면, 상호 자아 개방(self-disclosure)을
부여하였을 때 친밀감 등 사회적 특성이 향상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ed to prove whether
personalized interaction on conversational
agent could influence users’ intimacy and
information reliability by using experimental
m e t h o d . F o r t h i s , w e c o n d u c te d t h e
experiment with the agent which can perform
conversation and determine personality by
questionnaires. Subjects interacted with the
agent received subjects’ personal experience
information and were received feedback about
personality information him/herself. After that,
subjects conducted a survey and were
estimated about perceived intimacy and
information reliability.

본 논문에서는 대화형 에이전트가 개인 경험 및 맥락
에 따른 개인화를 적용하였을 때, 사용자의 인지된 친
밀감을 높여주고, 나아가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험적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화 가능한 에이전트를 디자인하고, 사용
자와 문답 후 그에 따른 성격 경향 정보를 판단하여 정
보를 제공하는 실험을 수행한다. 피험자들은 에이전트
와 대화 전 자신의 개인 경험 정보를 실험자에게 미리
제공한 후, 에이전트와 인터랙션을 통해 자신이 얼마
나 외향적인지, 혹은 내향적인지를 점수화하여 피드백
받는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에이전트와의 인
터랙션 동안 느꼈던 개인화 정도와 친밀감, 그리고 에
이전트가 제공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다.

주제어
개인화, 대화형 에이전트, 친밀감, 정보 신뢰도, 휴먼에이전트 인터렉션

실험

서론

참가자
대학생 6명(남 2명, 여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
자 간 설계 방법(Between Subject Design)을 사용
하여 피험자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하였다.

정보시스템에서의 개인화는 시스템이 정형화된 사용
자 모델(stereotypical user models)을 형성하는 것
에서 시작한다(Chin, 1989; Rich, 1979). 기존 사용
자 모델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데이터(예를 들어, 이
전에 선택했던 물건이나 위치, 가격 등에 따른 선호)를
바탕으로 형성된다(Kobsa & Wahlster, 1989;
Rich, 1979). 이를 통해, 사용자 모델이 가진 정형화

에이전트
실험에 사용된 에이전트는 피험자에게 사용자의 심리
적 성향, 특히 내·외향성을 판단하여 제시해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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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음성 기반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설명되었
다. 실제 사용된 에이전트는 실험자 한 명이 다른 방에
서 네트워크로 참가하여 대화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
다.

다녀온 여행지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라는 정보라
하였을 때, 개인화된 질문은 ‘상형씨는 이탈리아 로마
를 여행지로 결정할 때 주의 깊게 조사하고 평가한 후
결정했나요?’의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피험자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피험자 앞에 놓여진 타
블릿PC에 연결된 헤드폰을 통해 음성으로 에이전트의
말을 수신할 수 있으며, 키보드를 통해서 자신의 대답
을 송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타블릿 PC에는 전송받
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시스템을 탑재하
고 외부 실험자의 스마트폰과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
도록 개발되었다. 실험자의 스마트폰에는 기본 질문과
지시 사항을 즉각 보낼 수 있게 미리 입력해놓았다. 이
에 대화가 끊김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피험자가 실제
인공지능으로 인지하도록 하였다.

에이전트 문답 단계에서 피험자 두 집단 모두 대화형
에이전트와 대화하였다. 실험집단의 에이전트는 사용
자와의 문답시 전 단계에서 작성된 개인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대화하였다. 그러나 통제집단의 에이전트는
개인화에 상관없이 사용자 모두에게 같은 형태의
MBTI기본 질문을 제시하여 문답하였다. 총 10문항으
로 진행되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 이후 그 이유는 무
엇인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좋은지 등의 기본 대
화를 가졌다.
질문이 모두 끝나면, 에이전트는 피험자에게 성격 측
정 결과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결과 정보는 중립적인
심리적 특징이나 성격 정보를 자신만의 성향으로 인지
하는 바넘 효과(Snyder & Shenkel, 1976)를 일으키
는 중립적인 정보를 사용한다. 이 결과 데이터는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었다.
설문 단계에서 피험자는 웹 기반 추천 에이전트의 개
인화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SYX Komiak, I
Benbasat, 2006)을 기반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통하
여 에이전트와의 인터랙션 동안 느꼈던 친밀감, 그리
고 에이전트가 제공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보고하였
다. 설문지는 총 7문항 중 더미(dummy) 문항을 제외
한 4문항에서 2문항, 2문항이 각각 친밀도와 정보 신
뢰도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 수록 긍정적인 응답이었다.
즉, 이러한 일련의 인터랙션 과정 중 에이전트가 성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서, 한 집단은 개인 경험
정보에 기반한 개인화가 이루어졌고, 다른 집단은 개
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질문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
종적으로는 모두 같은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결론적
으로,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대화형 에이전트가
얼마나 개인화가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에이전트에 대
한 친밀감과, 같은 정보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
하느냐를 알아보려 한다.

그림 1. 실험 환경 설계도. 헤드폰과 키보드를 연결한 타
블릿 PC, 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포함한다.
방법
실험은 크게 자기 정보 제출 단계, 에이전트 문답 단
계, 마지막으로 설문 단계로 이루어진다. 피험자 통제
집단, 실험집단은 모두 3단계를 동일하게 거친다. 이
때, 정보 제출 단계와 에이전트 문답 단계 사이에는 두
집단 모두 10분의 대기시간을 가진다.

결과

정보 제출 단계에서 피험자 두 집단은 자기 노출을 통
한 친밀도 형성에 사용되는 자기 정보 기록지(Aron,
A., Melinat, E., Aron, E. N., Vallone, R. D., &
Bator, R. J.,1997)에서 차용한 질문들을 통하여 자신
의 정보 및 경험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질문지는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포함하여 자신이 일하
고 있는 곳, 최근 다녀온 여행지, 현재 가지고 있는 가
장 큰 고민 등 개인 경험에 관련한 정보를 주로 다룬
다.

피험자 간 변인인 개인화 유무에 따라 두 집단 간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친밀도와
정보 신뢰도 모두 개인화 조건일 때 더 응답치가 높은
경향성이 도출되었다. 개인화 조건에서의 친밀도(M =
6.33, SD = 0.94)와 정보 신뢰도(M = 5.33, SD =
1.49)의 응답치가 비개인화 조건의 친밀도(M = 4, SD
= 0.54)와 정보 신뢰도(M = 3.66, SD = 1.37)보다 더
높은 응답치를 보여주었다. 단, 현시점에서는 피험자
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독립표본 T-검증에서는 통계
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나진 않았다.

실험자는 10분의 대기시간 동안 정보 제출 단계에서
입력받은 개인 경험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질문지
를 작성한다. 개인화된 질문지는 MBTI기반 내·외향
성 측정 질문(Quenk, N. L., & Hammer, A.
L.,1998)을 기반으로, 입력받은 피험자의 개인 경험
정보를 맥락 정보로 삼아 개인화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다. 예를 들어, 기존 MBTI 질문지는 ‘당신은 여행지를
결정할 때 주의 깊게 조사하고 평가한 후 결정하는 편
인가요?’ 이고, 입력받은 개인 정보는 이름과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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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론

텍스트 입력은 다양한 명령을 수행하는 컴퓨터 장치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중 하나이지만, 기존의
스마트워치들은 크기와 구조의 제약으로 인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에 최적화된 텍스트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프로토타입은 8 개의 IR 센서가 장착된 손목밴드
형태이며, 사용자가 이것을 착용한 손등에 손가락으로
원하는 텍스트를 쓰면 이 움직임을 판독함으로써 해당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사용자 테스트 결과 약
90%의 필기 인식 정확도를 달성하였으며, 기존 방식에
비해 사용하기에 매우 쉽고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키보드 배열을 필요로 하지
않아 스마트워치와 같은 소형 디바이스에 적합하며,
손의 촉각을 통해 화면을 보지 않고서도 빠르고 정확한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워치들은 작은 터치스크린에
다수의 인터랙션 요소들을 배치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조작시 필연적으로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는 문제 등
크기와 구조의 제약에 따른 조작성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워치가 가진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며, 배터리
문제와 더불어 스마트워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언급되는 부분이다.

ABSTRACT
Text entry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abilities
for most computing devices, but smart watches
still cannot support it effectively. To address the
problem, we introduce a text entry interface
optimized for smart watches. The interface
reads and recognizes the user’s finger gestures
of writing characters on the back of the hand
using the infrared (IR) sensors. In an experiment
with five participants, the proposed system
achieves character recognition accuracy of 90%.
In addition, user feedback on the system was
very positive due to its outstanding easiness and
intuitiveness.

주제어
스마트워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텍스트 입력,
동작 인식, 패턴 인식, 기계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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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은
스마트워치에서 터치스크린 이외의 요소들을 활용한
추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왔다.
예를 들어, EdgeTouch[2]는 시계의 베젤에 멀티터치
기능을 탑재하였고, Xiao 등[5] 역시 시계의 몸통을
조이스틱처럼 활용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들은 화면을 가리지 않고 메뉴의 탐색과
선택, 콘텐츠의 확대와 축소 등과 같은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텍스트 입력의
어려움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텍스트 입력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은 스마트워치와
같은 소형 웨어러블 컴퓨터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도전과제이다. 초소형 터치스크린에서 텍스트 입력을
시도한 연구로는 ZoomBoard[3]를 꼽을 수 있으며,
매우 작게 축소된 키보드를 연속적으로 두드려 해당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키며 글자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qwerty 자판의 배열에
화면의 대부분의 영역을 할애해야 하며,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숙련된 조작이 요구되므로
사용이 편리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에 적합한 새로운 텍스트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손등 위에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글자를 쓰면, 손목의
장치에서 그 움직임을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매우 쉽고 직관적이며, 화면의 크기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고, 심지어 양손의 촉각을 통해 화면에서 눈을 떼고도
정확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시스템 디자인

평가

이 시스템은 IR 센서를 통해 손가락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과 그것이 어떤 글자를 쓴 것인지 판별하기 위한
기계학습 패턴인식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5 명의 실험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첫번째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신의 평소 습관대로 4 개의 무작위로 선택된
영문자를 각각 5 번씩 쓰도록 지시받았다. 이 5 개의
데이터는 시스템이 각 문자를 작성할 때의 손가락
움직임 패턴을 학습하는데 이용되었다. 그 후
실험참가자들은 자신이 학습시킨 문자들을 무작위로
20 번씩 손등에 쓰면서 문자인식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확도는 87 %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사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쉽게 100%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가락 움직임 추적

우리는 문자를 쓰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이용한다. 이는
손등 위에 쓰여진 글자의 모양을 인식한다는 것과는
구분되는 말이다. Nakatsuma 등의 연구에서 일련의
IR 센서를 통해 손가락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으며,
또한 압전센서(piezoelectric)를 이용해 손등 위에서의
터치와 드래그 동작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
그러나 우리의 실험에서 압전센서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체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들과 의도한
인터랙션에 의한 신호를 구별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용적인 수준에서 이 방식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우리의 프로토타입을 그림 1 과 같이
8 개의 IR 센서만을 활용하여 손가락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이 방식은 손등의 터치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휴리스틱 방법론을
통해 센서의 측정영역을 정교하게 설계함으로써 이를
보완하였다.

인터뷰 세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실험참가자들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험을 즐거워했으며, 2) 이 방식은 초심자들도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사용법이 간단하고
직관적이었다. 3) 마지막으로, 손가락과 손등에서
느껴지는 촉각적 피드백 덕분에 장치에서 눈을 떼고도
문자를 정확히 입력하는게 가능했다. 이 특징은
역동적인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경우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기계학습 알고리즘

그림 2 는 각기 다른 알파벳 문자를 표현하는 손가락의
움직임에서 측정된 데이터 값의 차이를 보여준다. 한편,
개인이 특정 문자를 쓰는 패턴은 습관에 의해 거의
일정하다. 우리는 이 특성을 이용해 패턴인식을 통하여
사용자가 어떤 문자를 쓴 것이지 알아낼 수 있다. 먼저,
노이즈 캔슬링에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 알려진 MultiDimensional Dynamic Time Warping[4]을 통해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정규화한다. 이 값과 사전에
훈련된 문자 세트들의 데이터 패턴과 비교하여 가장
일치도가 높은 문자를 산출한다.

결론

그림 1. 프로토타입 이미지. 8 개의 IR 센서로 손가락의
움직임 데이터를 측정한다.

그림 2. 여러가지 문자를 입력할 때의 손가락 움직임 데이터.
이 패턴을 분석하여 어떤 글자를 썼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IR 센서 및 단순한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스마트워치를 위한 새로운 텍스트 입력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제안하고 그 가능성을 검증해
보았다. 손등에 문자를 쓰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이 방법은 사용하기에 직관적이며, 화면의
크기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스마트워치의 사용성을 검증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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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사용자는 정밀한 지도를 보면서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고 목적지까지 경로안내를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대의 지도와 과거에 제작된 지도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면 역사적 관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거 지도의 제작 형식과 현대 지도
및 GIS(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와의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시대에
제작된 지도를 융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2].
GIS 를 활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많은 지리정보를
처리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손쉬운 활용과 응용연구가
어렵다. 또한 문화유산 콘텐츠 형태로 응용 가공하여
활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간단한 조작으로 두 시대의
지도를 투영시켜 비교할 수 있고 지도에 근대건물이
존재하면 관련 콘텐츠를 참조하여 볼 수 있는
응용시스템을 제안한다.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위성지도에 역사적 지도를 변환
투영하고, 추가적인 콘텐츠를 융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것은 지역별로 분리된 참조 지도들의
색상을 맞추고, 위성지도와 역사적 지도에 모두
존재하는 동일한 건물을 선택한다. 앞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지도에서 두 시대에 걸쳐서 현존하는 건물을
대응점으로 사용하여 위성 지도 위에 근대 지도를
투영하였다. 또한 지도내의 근대문화유산과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제공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ystem which can
overlay a historical maps on a current satellite
map, and can fuse additional contents. This
matches the colors of concurrently located at
historical map and satellite map. The system
projects the historical map onto a satellite map
using building as corresponding points. In
addition, the proposed system provides the
video and pictures related with modern cultural
heritage.

근대 지도 편집 및 투영
본 연구에서는 1936 년도에 제작된 ‘대경성부대관’
지도를 역사적 지도로 선택하였다. 이 지도는 항공촬영
자료를 기반으로 파노라마 형식으로 입체감 있게
서울의 모습을 그린 지도로서 당시의 건물의 외형과
거리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그 가치가 높다. 이
지도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책자에 수록된
지도를 사용하였다[3]. 지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분할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분할된
지도를 스캔하는 경우 각 지도마다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 의 A 와 B 를 보면 두 지도의
색감이 다르다. 이와 같은 색상 정도가 다를 경우 본
연구에서는 LMS 색공간으로 변환하여 Color Transfer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4]. 그 결과 그림 1 A 의 색상
정도를 B 의 색상 정도 값으로 색 조정하여 C 의 결과를
얻었다.

주제어
색 조정, 호모그래피 변환, 이미지 워핑

본문
지도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도의 주 목적은 길을 찾거나 주변지역의
모습을 적절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다. 동일한 지역의
다른 시대의 지도가 있다면 그것을 비교하여 시대적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인터넷 지도안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

교신저자

- 462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그림 1. 색상 보정

현대 위성지도 위에 근대경성지도를 투영하는 방법으로
호모그래픽 변환 방법을 사용하였다. 호모그래피란
동일한 두 평면 영상간의 변환 관계를 정의하는 선형
변환을 의미한다. 근대지도의 대응점을 P, 위성지도의
대응점을 P'라 하면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대응점 선택과 지도 중첩결과
관련 콘텐츠 표현

(1)

관련 콘텐츠는 조선시대 말부터 촬영된 다양한
사진자료와 극히 드문 영상자료 이다. 특히 서울의 여러
근대건축문화유산은 다양한 사진자료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앞서 설명한 근대지도 중첩 결과에
주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위치를 표시하고 추가로 관련
콘텐츠를 보여준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당 건물과
주변 거리의 모습 변화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지도의 융합과 직관적 응용을 위해
OpenCV 를 사용하여 MFC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그림 3 은 그 응용 프로그램결과이다. 그림의 상단은
경성부대관 지도에서 서울 정동에서 시청을지나 소공동
한국은행 범위까지 나뉘어진 지도의 일부분을 위성지도
위에 투영한 결과이다. 그리고 ‘한국은행’ 부분을
선택하면 그림 3 의 하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다양한 사진과 6.25 전쟁 중 파손된
모습 그리고 지금의 은행 앞 사거리와 다른 모습이었던
사진들을 보여준다. 해당 건물의 동영상 자료가 있는
경우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 동영상의 경우
영상의 길이가 짧기에 시퀀스 단위로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현재의 한국은행
모습을 같이 나타나도록 하여 현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H 는 P 와 P'의 선형변환관계를 나타내는
호모그래피 행렬이다. 호모그래피 행렬은 식(2)와 같다.
(2)
H 는 동차행렬이므로 P×HP^'=0 인 방성식이 성립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3)에서 i 는 P 와 P'에서 대응되는 i 번째 대응점을
나타낸다. 이 대응점은 두 지도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거리위치 등 측정지역을 대응지점으로 삼고
최소 네 쌍 이상의 대응지점을 선택한다. 이 상태에서
SVD(Singular Vector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H 행렬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H 행렬을 근대지도를
위성지도로 선형 변환 위핑하면 그림 2 의 하단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위성지도 위에 중첩된 지도를 보면 현재까지 그
유지되고 있는 큰도로가 현재의 지도상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구분되는 과거와 현재의 건물군 지역의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치가
도로와
도로로
형태가

- 463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사사의 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12221-14-1005, ICT 장비용 SW 플랫폼 구축]

참고 문헌
1. B. Jenny, L. Hurni, “Studying cartographic
herit-age: Analysis and visualization of
geometric
dis-tortions.”
Computers
&
Graphics Vol. 35, No.2, pp.402-411, 2011.
2. C. Balletti, F. Guerra, “Image matching for
his-torical maps comparison,” e-Perimetron,
Vol. 4, No.3, pp.180-188 2009.
3. ‘대경성부대관’, 서울역사박물관, 2015.2.
4. E. Reinhard, M. Adhikhmin, B. Gooch,
Shirley, P, “Color Transfer between Images,”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 Vol.
21, Issue.5, pp. 34-41, 2001.

그림 3. 지도 투영과 근대건물 관련 콘텐츠 표현

결론
본 연구는 서울의 과거 모습을 담고 있는 지도, 사진.
동영상 등을 융합하여 하나의 콘텐츠로 활용된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재의 위성지도 위에 근대 서울의
지도를 투영시키고 특정 건물이나 거리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이 시스템은 지도 투영 부분의 대응점
선택에 대한 제한사항을 개선하고 관련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건물과 콘텐츠간의 새로운 매칭 방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 후 개선된 시스템을 모바일
플랫폼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모바일의
실시간 지도안내 시스템과 연동한다면 이용자의 현재
위치가 근대 문화유산 근처라면 시대적 변화를 바로
비교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첩된 두 시대의
지도를 비교하면서 거리와 길의 모습 변화를 유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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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 미생
Interactive Installation with Wireless Mobile Network : Incomplet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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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은 뫼비우스의 띠 형태로 배치된 13 대의
스마트기기와 컨트롤러 1 대, 총 14 대의 스마트기기로
구성되었다. 사용자는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뫼비우스의
공간에 본인의 이름을 삽입하고, 컨트롤러 터치를 통해
해당 텍스트들을 이동시킨다. 사용자의 컨트롤에 따라
가상공간을 떠다니는 텍스트들은 각각의 단절된
디스플레이 내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13 대의
뫼비우스 공간을 떠돌아다닌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대의 스마트기기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해 하나의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된다. 이는 뫼비우스의 무한성을
상징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작품의 기술적 구현을 위해
로컬 네트워크와 무선 전송 시스템 구축, 무선 전송
시스템 기반의 공간 시각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제시한다.

요약문
오늘날 모바일 기기는 단순한 장비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사용자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공간으로서의 역할로 확장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작한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미생’을 기술적 구현 중심으로 소개한다.
‘미생’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연동된 14 대의
타블렛 PC 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객의 참여에 의해
완성이 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공간의 특성을 작품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관객에게 새로운 소통의 장(space)를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Nowadays, mobile device is not a simple device
just to send a message. It has given a virtual
space that makes users to communicate each
other. This paper introduces the technical
implementation of interactive installation
artwork called 'Incomplete life' operated by
wireless mobile network. This runs on 14 tablet
PCs linked with each other. Furthermore,
'Incomplete life' asks audiences to be involved
to activate it. This research sublimates the
virtual space in a mobile environment into
'Incomplete life' in order to support a new
communicative space to the audiences.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 미생
로컬 네트워크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서로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되고, 하나의 방향으로 흐른다. 사용자의 컨트롤러
터치를 통해 벡터를 생성하며, 생성된 벡터는 속도와
방향을 지정하는데 사용한다. 그림 1 은 네트워크
구성을 표현한 것이다.

주제어
Wireless Mobile Network, Interactive Installation,
Media Art, Virtual Space

서론
그림 1.네트워크 구성도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완전해 지기 위해서 반복하는
완전함과 불완전함 사이를 무한한 반복을 의미하는
뫼비우스의 띠에 대입하여 작품 ‘미생’을 제작하였다.

네트워크 구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유기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접속을 하여 각각 고정 IP 주소를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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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각 기기는 IP 주소에 해당하는 ID 값을 가지며,
ID 값은 각각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좌우로 네트워크
송수신할 기기들을 구분하는 데에 쓰여 진다. ID 와 IP
주소는 각각 1:1 로 매칭이 된 상태로 프로그램 내부에
테이블화 하여 저장된다. 스마트 디바이스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UDP 를 사용한다. UDP 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송수신에 있어 초기
기기간의 연결의 복잡성을 줄이고 다른 네트워크
토폴로지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다. 그리고 토폴로지를 구성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들은 컨트롤러로 사용되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연결된다. 컨트롤러가
서버가 되고, 나머지 기기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며
사용자로부터 입력 되어진 데이터는 각각 기기들로
브로드케스팅으로 전송되어진다. 이 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단방향 네트워크가 이뤄진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값들은 파라미터로 조절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화 하여, 원형이 아닌 다른
구조로도 네트워크 구성이 변경가능 하도록 한다.

그림 2. 시스템 개요도

무선 전송 시스템 기반의 공간 시각화
내부 콘텐츠 제작은 Unity 엔진을 사용한다.
Unity 엔진은 3D 를 쉽게 렌더링 할 수 있기 때문에
3D 기반 콘텐츠를 만드는데 효과적이다.

무선 전송 시스템 구현
각각의 스마트 디바이스는 고정 IP 주소와 양쪽에
연결될 스마트 디바이스의 ID 를 가진다. 이 ID 는
Key 값으로 지정되어 해당 IP 주소를 테이블로부터
가져오고, 이를 해당 기기로 전송할 때에 사용된다.

본 작품에서는 아이패드를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큰 육면체의 경계박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화면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같은 높이의 경계박스를
각각 두고 전송 지점을 만든다. 이 양쪽 경계박스에
글자 메쉬가 충돌이 일어나면 Send 버퍼에 저장이 되고,
일정한 시간마다 버퍼의 값을 전송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전송되어진 기기의 Receive
버퍼에 저장 되며, 일정한 시간마다 읽어 들이면서
렌더링이 되어 진다. 이 때, 버퍼의 크기에 의해 상황에
따라 유실되는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느낌을 준다.

프로그램은 Unity 엔진을 사용한다. Unity 엔진은
C#과 Unity 기본 제공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전송 시스템 구현에 적합하다. 기기간의 1:1 UDP
통신은 C#의 소켓을 이용하여 구성하는데, 컨트롤러와
기기들의 서버-클라이언트 통신은 Unity 의 내부
네트워크 기능 중 하나인 RPC 를 사용한다. RPC 는
원격 프로시져 호출로서 해당 함수의 함수명과
파라미터를 전송하고, 실질적인 함수는 클라이언트에서
호출이 된다. 즉, 사용자가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값들이 RPC 를
통해 모든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것이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들과 충돌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다른 기기로 P2P 전송을 한다. 이 때,
보내져야 하는 IP 주소를 찾기 위해 ID 를 key 값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은 외부적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 형태를 바꾸는 것에 유연하며, 내부적인
콘텐츠와 독립적이기 때문에 작품의 내부 모양을 쉽게
바꿀 수 있다.

그림 3. Unity 실행 화면
사용자의 입력으로 들어온 영문자는 각각 독립적인
대문자로 3D 렌더링이 된다. 글자들은 각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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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속도로 흩어지고, 사용자가 정한 벡터 값이 추가
되면서 하나의 흐름이 형성된다. 대문자로 생성된
글자는 전체 공간의 경계박스와 충돌이 일어나면
소문자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소문자가 다시 전체
공간의 경계박스와 충돌이 일어나면 소멸되어지며,
하나의 기기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전송되지 않는다. 즉,
흐름을 이루는 것은 처음 생성된 대문자들이다. 이
대문자들은 관객이 입력한 자신의 이름이다. 관객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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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제 전시 이미지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작한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미생’을 통해 새로운
소통의 장(space)를 제공하였다. 이 공간은 관객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활성화 되는 형식을 갖춘다.
본 연구의 ‘미생’은 UDP 가 활용된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현되었다. UDP 사용은 통신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로 연결된 기기가 하나라도
끊어지면 데이터들이 유실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부정확한 충돌과 랜더링 속도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나은 기술 구현을
위해 UDP 프로토콜 활용의 개선, 부정확한 충돌과
랜더링 속도 수정, 그리고 콘텐츠의 다양성과 차후
확장성에 대한 설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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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문

현대 사회에서 강의 혹은 발표 등을 할 때 스크린과 빔
프로젝터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고정된 빔
프로젝터로 인해 스크린을 보는 방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을 이동시키면 이동
위치에 맞게 빔 프로젝터의 방향이 자동 전환되는
시스템의 개발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이는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스크린의 이동 위치를 인식하고, 이
위치에 따라 빔 프로젝터를 고정시키는 독이 빔
프로젝터의 방향을 전환시킨다. 이를 이용함으로써 빔
프로젝터의 영상이 흐트러짐 없이 스크린의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

1. 관련연구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캠핑 관련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중 야외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스마트 빔,
이동형 빔 스크린의 수요도 크게 증가되었는데, 다음
그림 1 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빔이다.

ABSTRACT
When the lectures presented at or modern
society screens and a projector beam is often
used. However, in many cases to see the screen
due to the fixed direction of the beam projector
is limited. In this paper, the screen is moved in
the direction of the beam projector for mobile
location information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automatically switches. It
recognizes the movement position of the screen
by using the RFID technology, the direction of
the beam projector dock securing the beam
projector is converted in accordance with this
position. This disturbance of the position of the
screen without the image of the beam by using
the projector can be freely moved.

그림

1 스마트

빔

일반 프로젝터보다 크기가 매우 작아져서 이동성과
사용을 단순화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젝터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사용되며 스크린을 움직일 경우 빔 프로젝터의 각도를
수동으로 조정해야 한다.

2. 개념도 및 기능설명
그림 2 는 이동식 스크린용 자동 방향전환 빔
프로젝터의 전체 개념도이다. RFID 태그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FRID 리더기와 지그비가 설치된 아두이노
UNO 가 부착된 스크린을 이용한다. 이 스크린을
좌우로 이동시키면 바닥에 부착된 RFID 태그의
위치값을 리더기가 지나가면서 읽게 된다. 이 값을

주제어 (스타일이름 “제목 1”)
방향전환, 빔 프로젝터, 이동식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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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비통신을 이용하여 독으로 전송하고 위치값에 따라
독은 방향을 전환한다. 하지만, 스크린이 수평으로
이동하고 빔 프로젝터가 제자리에서 회전하게 되면
영상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바닥에 부착 되어 있는
RFID 태그를 곡선으로 배치 시킴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그림

3 독에

장착된

스마트

빔

프로젝터의 독은 별도의 전원을 공급하는 연결선을
줄이기 위해 충전형으로 설계되었다. USB 케이블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충전 중일 때는 빨간색 LED 가
점등되며 충전이 완료되면 파란색 LED 가 점등된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강의에서 강사의
효율적인 강의 진행과 고정형 스크린에 대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이동식 스크린용 자동 방향전환 빔
프로젝터 시스템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강사는 고정된 빔 프로젝터에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빔
프로젝터의 의존도를 높이고 판서를 해야 할 때
스크린만 이동시켜 강의의 흐름을 끊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학생 또한 스크린을 어느 각도에서든 불편함 없이
볼 수 있으므로 강의 집중도를 높이고 나아가
학업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개념도
 스크린의 위치 측정 방법
바닥에 부착된 RFID 태그는 별도의 전원을 갖지 않는
수동형 태그이다. 13.56MHz 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기준으로 최대 0.7~1.0M 의 인식거리를
갖는다. 이 태그 위로 RFID 리더기가 지나가게 되면
RFID 의 특정한 값을 리더기가 읽게 되고 리더기는
아두이노 UNO 로 값을 전달하여 위치를 파악한다.

사사의 글
본 결과물은 교육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대학특성화(CK-1) 사업의 연구 결과입니다.

 독으로의 위치값 전달 방법
여기서 사용하는 아두이노 UNO 의 구성은 아두이노
UNO R3 보드, RFID 쉴드, RFID 모듈, 지그비
레귤레이터, 지그비를 이용한다. 먼저, RFID 태그에서
전달받은 위치값을 UNO 에서 지그비통신을 이용하여
프로젝터 독으로 전송한다. 지그비는 5V 의 전원
공급을 필요로 하며 지그비 레귤레이터와 같이 작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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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론

터치 입력 기반 스마트 기기의 문서편집 프로그램에서
문서 내 개체들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조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디자인을 제안한다.
먼저 태블릿·스마트폰 환경에서 한컴 워드로 정성적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부터 1) 문서 내
개체 선택 시 정확성 문제, 2) 문서 내 개체 편집 기능
호출 시 수직성 위배 문제를 도출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성 저하가 발생하는 맥락을
명료화하고, 모호성 발생 시 개체 선택을 보조하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컨텍스트 메뉴를 제안하여 주요 기능에 대한
명확한 어포던스를 제공했고 서로 다른 호출 제스처
간의 충돌 가능성을 낮췄다.

터치 입력 기반 휴대용 스마트 기기의 보급에 따라
종래에는 PC, 노트북에서 주로 수행하던 문서
편집작업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수행하려는
욕구가 커졌다. 이에 대응하여 Microsoft, 한글과
컴퓨터 등 기존 PC 환경 문서 편집 프로그램 솔루션
분야의 주도적 업체들뿐 아니라 Kingsoft 등 새로운
경쟁자들도 모바일 기기용 솔루션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PC 환경 간 입력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서 편집 솔루션들이 PC 문서 편집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성적 사용자 스터디 결과로부터 문서
내 개체 선택 및 조작과 관련된 사용성 문제들을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제한된
스크린 크기의 터치 입력 기기 환경에서 문서 내 개체
편집 시 활용 가능한 터치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방법을 고안했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user interfaces &
interaction designs to select and manipulate indocument objects effectively in text-editors for
smart touch devices. First of all, we drew two
user interaction problems from the results of a
qualitative user study – 1) accuracy problem
when pointing an in-document object, 2)
orthogonality problem when calling functions to
edit an in-document object. For the first
problem, we clarified the context where users’
inconvenience occurs and suggested a user
interface to relieve ambiguities. For the second
problem, we designed new context menus
providing more clear affordances to major
functions and reducing the conflict in gestures.

문서 내 개체 선택 및 조작 문제 도출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문서를 편집할 때
사용자들이 겪는 문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탐사
성격의 정성적 사용자 스터디를 진행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참여자들에게 스마트폰, 태블릿 용 한컴 워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주어진 문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 과정을 관찰하여 기록했다. 문서 작성 완료 후에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면 상의 문제로 실험 설계 및
분석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생략한다.
관찰 및 인터뷰 결과, 많은 사용자들이 문서 내
개체(이미지, 표, 도형)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작업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반영하여 문서 내
개체와의 상호작용 문제를 크게 개체선택의 정밀성

주제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디자인; Fat-finger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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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기능호출 메뉴의 직관성·수직성 문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생성했다. 원의 영역 내 일부 혹은 전체 포함되는
개체가 두 개 이상이면 개체 선택이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후보 개체들을 대상으로 정밀하게
선택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Fat-finger 문제 없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별도의 보조
표적들이 등장한다. 표적들은 또 다른 모호성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중심거리가 10mm 이상
확보[5]되도록 재배치했다.

먼저, 입력 방식의 정밀성 차이로 인해 Fat-finger
문제가 발생했다. 모바일 기기는 PC 와 달리 키보드,
마우스 등의 물리적 입력장치 없이 터치 스크린과
사용자의 손가락으로 개체 또는 가상 입력장치를
조작하여 입력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손가락 두께보다
더 작은 개체를 정밀하게 조작하지 못한다. 특히,
문서작업의 경우 문서 전체의 형태를 조망해야 하기
때문에 핀치-줌 등을 활용하여 문서 일부를 확대하는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문서 내 개체 편집(이동, 크기조절, 속성 변경 등)
시 해당되는 기능을 호출하는 제스쳐의 직관성,
제스쳐들 간의 수직성이 부족했다. 터치입력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마우스를 사용한 입력
방법보다 높다.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 중 사용자가
의도한 기능과 직관적으로 대응되는 입력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기존
모바일
문서
편집
어플리케이션들은 매체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PC 버전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불완전하게
재현했다. 예를 들어, 마우스 우클릭으로 컨텍스트
메뉴를 호출하는 방식을 물리적 버튼이 없는 터치
환경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탭(tap), 롱탭(long-tap), 더블탭(doubletap)은 제스쳐 각각의 동작이 유사하여 상충하기
쉬웠다.

그림 1. 개체 정밀선택 – 파란 색이 최종 선택된
개체를 의미한다. 개체 선택에 모호성이 있는 경우,
표적이 등장한다. 중심거리가 확보되도록 연장선을
달아 재배치한다.

개체 선택 후 기능 호출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선택한 개체에 대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이동, 크기조절, 텍스트 입력 등)을 직관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컨텍스트 메뉴 인터페이스를 고안했다.
별도의 추가 제스쳐 없이 명시적으로 주어진 아이콘
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관적이다. 또한 롱탭, 더블 탭 등 상충할
가능성이 높은 제스쳐를 배제하고 탭만을 사용하여
잘못된 기능 호출 가능성을 낮췄다. 개체 별 기능
지원기능 목록은 그림 2 와 같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모바일 터치 기기에서 Fat-finger 문제를 극복하고
정확한 개체 선택을 보조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기존의 방법론들을 분류하면 1)
보조적인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방법을 도입하여
정확한 개체 선택을 돕거나[1,2,3] 2) 보다 정교화된
터치 입력 모델을 세우는 방식[4]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조 인터페이스를 도입하여 명료한 개체
선택을 돕는 기존 연구들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겹침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룹 기능을 사용하여 복합
개체를 구성할 수 있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단순히 개체 선택뿐 아니라 선택 후의 기능
호출 방식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개체의 이동과 크기 조절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메뉴
기능으로 사용한 점을 특기할 만 하다. 사용자 스터디
결과 Fat-finger 문제로 인해 작은 개체의 이동 및 크기
조절 명령이 잘못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PC 환경 문서편집 프로그램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주요 기능들에 대한 메뉴 인터페이스 디자인 결과를
그림 3 에 담았다.

개체 선택 보조 인터페이스

결론

문서 확대 없이 작은 개체들 가운데서 사용자가 원하는
개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안했다. 작동 방식은 그림 1 과 같다.
먼저, 사용자의 터치 좌표 중심으로 반경 5mm 의 원을

태블릿, 스마트폰 환경의 문서 편집 상황에서 사용자가
겪는 사용성 문제들을 관찰하여 문서 내 개체 및 조작과
관련된 두 개의 문제를 도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및 인터랙션 디자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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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에서는 정량적 평가모델을 도입하여 사용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구분

상태

기능

차트

기본

이동

참고 문헌
1. Daniel Vogel, and Patrick Baudisch. Shift: A
Technique
for
Operating
Pen-Based
Interfaces Using Touch. In Proc. CHI 2007,
ACM Press (2007), 657-666.

크기 조절
도형

기본

2. Koji Yatani, Kurt Partridge, Marshall Bern
and Mark W. Newman. Escape: A Target
Selection Technique Using Visually-cued
Gestures, In Proc. CHI 2008, ACM Press
(2008), 285-294.

이동
크기 조절

이미지

기본

이동
크기 조절

글상자

기본

이동

3. Oscar Kin-Chung Au, Xiaojun Su, Rynson
Lau. Lineardragger: a Linear Selector for
One-finger Target Acquisition. Ext. Abstracts
CHI 2014, ACM Press (2014), 487-490.

크기 조절
텍스트 편집
표

기본

이동
크기 조절

4. Christian Holtz, and Patrick Baudisch. The
Generalized Perceived Input Point Model and
How to Double Touch Accuracy by Extracting
Fingerprints. In Proc. CHI 2010, ACM Press
(2010), 581-590.

행·열 크기
단일 셀 선택

선택 해제
텍스트 편집
셀 나누기

다중 셀 선택

선택 해제

5. Keith B Perry, and Juan Pablo Hourcade.
Evaluating one handed thumb tapping on
mobile touch screen devices. In Proc.
graphics
interface
2008,
Canadian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2008), 57-64.

셀 합치기

표 1 - 문서 내 개체 종류별 제공 기능 열람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15 년도 (주) 한글과 컴퓨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그림 3 주요 기능: (a) 개체 선택 해제, (b) 개체 이동, (c) 개체 크기 조절, (d) 개체 내 텍스트 편집 기능

- 472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퍼지 매칭 알고리즘에 기반한 구인구직 앱
Jobs App based on fuzzy matching algorithm
주 영 기
Younggi Ju

신 지 훈
Jihun Sin

송 창 근
Changgeun Song

한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
Dept. of Convergence Software
Hallym Univ.
ygself0901@hallym.ac.kr

한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
Dept. of Convergence Software
Hallym Univ.
tho881@hanmail.net

한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
Dept. of Convergence Software
Hallym Univ.
cgsong@hallym.ac.kr

김 선 정
Sunjeong Kim

김 은 주
Eunju Kim

한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
Dept. of Convergence Software
Hallym Univ.
sunkim@hallym.ac.kr

한림대학교 융합소프트웨어학과
Dept. of Convergence Software
Hallym Univ.
Ejkim628@hallym.ac.kr

server-bas ed employment web sites. The new
mobile system calculates automatically the
user's
interests
so
that
it
provides
employment/emplyee information to the
counterpart user in real-time. With this Bidirectional Fuzzy Matching algorithm can solve
the two problems above.

요약문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취업 서비스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구인자/구직자)가 상대(구직자/구인자)에 대해
관심(조건 일치 정도가 높음)이 간다면 이러한 관심을
직접 입력(선택)해야 하므로 입력의 번거로움이
문제점이었다.
또한
사용자가
상대에
대해
데이터(채용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활용(매칭)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지 매칭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는데,
본 논문은 몇몇의 취업정보 웹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는 양방향 퍼지 매칭 알고리즘(BDFM: Bidirectional Fuzzy Matching)[1]을 모바일 취업
서비스에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모바일
취업 서비스 상에서 사용자의 데이터(채용 정보)를
자동으로 계산한 후 양방향 방식을 자동화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이
양방향 퍼지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위의 두 가지

주제어 (스타일이름 “제목 1”)
모바일 취업 서비스 시스템, 양방향 퍼지 매칭
알고리즘, 실시간

서론
취업 서비스 시스템은 웹사이트 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국내 취업 사이트의 대표적인 예로는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잡영[2] 등이 있다.
현재 스마트 폰의 활성화로 위의 대표 취업
사이트들은 모바일 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현재 잡영과 같은 취업 정보 사이트(웹사이트)는
양방향 퍼지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취업 정보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ABSTRACT
In most of current mobile employment serv ice

보다 효율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모바일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바일
상에서도 양방향 퍼지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한 취업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제안한다.

system both job offerers and seekers should
enter their required job description and their
careers data res pectively. If the users do not
enter their corresponding data, employment
service system is of no us e. In this paper, we
develop a new mobile employment serv ice
system by applying Bi-directional Fuzzy
Matching (BDFM) algorithm used in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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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P 는 이력서에 입력된 희망조건이며, p’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특정 구직자인 나의 희망조건을 나타내며,
P 는 이력서 전체 풀을 나타낸다. RA NK 함수는
매칭률에 따른 순위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일자리정보
개수가 n 개일 경우 계산량은 O(n)이다. 매칭률은
퍼지매칭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1. 매칭 방식
상호 관심이 높은 상대(사람, 물건)를 매칭 시키는
매칭기술은 상대를 단순히 검색하는 단방향 매칭
방식과, 상호 의사를 함께 고려하는 양방향 매칭
방식으로 나뉜다. 단방향 매칭은 이베이 도서검색,
쇼핑몰 물품 검색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희망
조건에 맞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양방향 매칭은
남녀 소개 사이트와 같이 양쪽의 관심을 함께
고려하여 추천 순위를 결정한다. 본 개발의 접근
방식은 양방향 방식에 해당한다.
2. 잡클리어링
잡클리어링은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이력서와
채용정보를
검토하고,
상호선호도를
웹상에서
표현하도록 하여, 상호 선호도가 높은 정보를
매칭하는 알고리즘이다.
3. 퍼지매칭

그림 1. BDFM 상세 코드

기존 일자리 정보 검색은 조건 간의 교집합을
이용하여 조건이 모두 정확히 매칭되는 정보만을
제공한다. 입력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 구인자(기업체)의 희망 채용조건에
따라 구직자의 순위를 계산한다. 각각의 기업체 희망
채용 조건에 따라 구직자 전체 이력서를 검색하는
반복 작업이 수행된다. 구직자의 순위는 기업체의
희망 조건에 따른 구직자 조건간의 매칭률을 정렬하여
구한다. SEARCHR 함수는 기업체의 희망 조건 c 에
맞추어 모든 구직자 p 와 매칭률을 계산하였을 경우,
특정 구직자가 입력한 희망 구직 조건 p'의 순위를
계산한다. 이력서정보가 m 개일 경우 계산량이
O(n×m)이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양측 모두에게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정보를 상위에 나타내기 위해
구직자 측면에서의 순위 p_r 와 구인자 측면에서의
순위 c_r 를 가중 평균하여 합의 값이 높은 순서로
결과를 제공한다. 개인 선호도와 기업체의 선호도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순위를 정렬함에
있어, 본 개발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계산량은
O(MAX(m,n))이
된다.
전체
계산량은

퍼지매칭은 구직자가 입력한 조건과 일치하는
일자리정보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정보 가운데 검색
조건과
유사성
정도를
확률로
계산하여
관련성(매칭률)이 높은 정보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4. 양방향 퍼지 매칭 알고리즘
BDFM 은 직종, 지역, 학력, 임금, 고용형태 등 5 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구직자의
이력서를 통해 자동 추출된다. 이후 구직자 데이터에
따른 일자리 선호도 계산, 구인자 측면에서 구직자의
선호도를 역으로 계산, 두 측면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결과 값 제공이라는 (그림 1)의 세 단계 수행절차를
가진다. 구인자를 위한 서비스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특정 구직자가 입력한 조건에 맞추어 전체
일자리정보의 매칭률을 구하고 순위를 저장한다.
다음은 각 일자리에 기록된 채용조건에 따라 특정
구직자의 순위를 구하여 저장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순위를 고려하여 사용자 사용
편리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O(n2)=O(n)+O(n×m)+O(Max(m,n))이다(단,일자리
정보가 이력서정보와 수량이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5. 구현 방안
본 논문에서는 이미 취업 정보 웹사이트(잡영)에서
구현된 양방향 퍼지 매칭 알고리즘(BDFM)을 스마트
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바일 상에서 앱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앱 서버에서 양방향 퍼지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결과물을 만든다. 그 후 앱

알고리즘 상세 코드에서 첫 단계는 특정 구직자의
희망조건 p’와 모든 일자리 C={c1, c2, …, cn}와의
매칭률을 계산하여, p_r 에 각각의 순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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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다시 모바일 상으로
전송하여 출력한다.

결론
본 논문은 기존의 모바일 취업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구인자/구직자)가 상대(구직자/구인자)에 대해
관심(조건 일치가 정도 높음)이 간다면 관심을 직접
입력(선택)해야 하므로 입력의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대에 대해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 취업 서비스 앱 상에서 양방향 퍼지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매칭한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듯 보여주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양방향 퍼지 매칭 알고리즘을 모바일
취업 서비스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상대의
선호도를
양방향으로 고려한 결과를 순위가 높은대로 매칭
시켜줄 수 있다. 그 결과 조건이 맞는 상대와 무조건
매칭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무관한
상대와도 선호도가 높다면 매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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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능형 센서 장치를 포함한 시청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한다.
최근에는 ‘Rocksmith[4]’와 같은 쌍방향적 미디어를
통한 게임화 된 교육 콘텐츠들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주방 또한 여러 조리 도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복잡한 공간으로,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하여 그 과정을 도와 주는 연구들이 진행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프로젝션의 형태로 정보들을
증강하여 도움을 주는 형태[1]가 있었다. 또한 증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도구에도 센서를 위치하여 그 과정을
추적하여 다음 과정을 알려주는 시스템[3]도 연구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조리 순서를 알려주는 형태에 그쳤다.
본 연구는 여러 조리 과정 중 핸드드립 방식의 커피
추출에 집중하였다. 핸드드립 커피 추출에 있어서,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 하여 보다 세밀한 수준까지 지도
해줄 수 있으며 사용자 행동을 방해하지 않는 시청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제시한다.

요약문
본 연구는 설명서가 있어도, 관련 상황을 감지하기
어렵거나, 동시에 고려할 요소가 많아 따라 하기 힘든
상황을 위한 지능형 센서 장치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청각적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과정만을
보여주는 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 입력을 통해
결과의 품질도 알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세부 항목을
측정 가능한 장치와 수행 중에도 방해 받지 않는
시청각적 피드백을 가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한다. 본 연구는 사용자에게 초보자임에도 전문가의
수행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We propose visual and audio feedback system
including sensor device and smartphone
application for the situation that we could not
imitate easily. We propose sensor device which
can detect small changes to not only showing
instructions, but also qualifying the result.
Instructions is served by video and audio
feedback to not to disturb the user’s process. The
goal of our study is to user to easily imitate the
expert’s doing and learn.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추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능형 센서 장치와 사용자의 주의를
대상으로부터 빼앗지 않는 시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주제어

추출 상황 특정

Coffee Brewing, pervasive computing, multimodal prompting, internet of things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에 따르면 커피의 맛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는 크게 볶은 정도, 분쇄 크기, 추출
시간, 물-원두 비율, 침전물, 물 온도, 물 붓기 방식,
그리고 물의 경도가 있다고 한다[2]. 본 시스템은 볶아진
원두를 분쇄한 상태에서, 추출하는 과정에만 집중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변용 가능한 추출
시간, 물-원두 비율, 물 온도, 물 붓기 방식만을 고려한다.

서론
‘책으로 배워서 그렇다’라는 말이 널리 통용될 만큼
우리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배울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익히 알 고 있다. 특히, 요리할 때는 책에 있는 표현의
모호성만이 아니라 이해한 정보도 그 순서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기에 책만 보고는 따라 하기 힘들다.
또한, 그 과정 중에 책과 대상물을 번갈아 가며 작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핸드드립 커피 추출 상황을 특정하여 진행과정 파악을

디바이스
추출 과정과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3 층 스탠드 형태로
제작하였다. 1,2 층에는 로드셀을 사용하였고, 3 층에는
초음파센서를 사용하였다. 이와 별도로 온도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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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자에 부착할 수 있게 선을 길게 배선하였다. 1 층과
2 층 모두에 로드셀을 위치하여 부은 물의 전체 양 뿐만
아니라, 정확한 추출 양을 알 수 있고, 두 값의 비교를
통해 붓는 속도 또한 측정 가능하게 하였다. 아두이노를
통해 센서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달한다.

통해 전달한다. 비프음의 음정과 간격을 통해 목표
속도와의 차이와 현재 붓는 속도를 전달한다. 표준
음정과 간격의 비프음을 처음부터 재생하여 기준으로써
인지하게 하였다.

결론
이 연구에서 핸드드립 방식의 커피 추출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장치와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수행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했다. 본 연구를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전문가들의 추출을 따라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습관을 교정하며 학습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또한 품질 보장이 어려워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핸드드립 제품군에
대해서도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추출 고려 요소에
기반을 둔 품질보장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까지 지능형 센서 장치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만족도,
교육 정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통해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정보를 넘어 정확한 붓는 위치까지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 짐으로써 보다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디바이스 디자인

그림 2 센서 배치

초음파 센서
물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초음파센서를 사용하였다.
가로 면과 세로 면에 각 2 개씩의 초음파 센서를 위치하여
음영 구역이 없게 배치하였다. 그러나 연속하게 배치하여
물의 위치 추정에 있어 겹치는 구역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면의 센서에 측정되는 값 중에 더
짧은 값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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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sounds and light when the box is open
or the ring buoy is taken. The box also has a
water-proof
feature
with
cooler
for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The smart
life-saving system is operated by software that
enables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box and the manager via a database server
through wired and wireless internet connec
tion (based on raspberry pi and LTE router).
The design for a smartphone application with
client system connecting the DB and the lifebox manager i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야외 활동이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
인명구조시스템을 소개한다. 미니 PC 로 불리는
라즈베리파이와 무선통신기술인 LTE 라우터의
결합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스마트 구조함 디자인은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최저
음압(dB)이 적용된 부저가 장착되어 사고발생 시
구조함 문을 열거나 구명환을 꺼낼 때 센서의 신호를
인식하여 최적화된 경고음과 경고등이 작동한다. 또한
구조함 내부의 온도 및 습도 조절을 위한 쿨링
시스템과 방수장치가 설계되었으며, 구조함 전체의
외관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고 쓸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 인명구조의
시스템 구성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구조함과
관리자간의 통신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무선 인터넷 통합 DB 서버를 구축한다. DB 서버와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개발과 구조함 관리자 전용 클리이언트 프로그램
개발로 구성하여 완성되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은 사고발생 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라즈베리파이, LTE
안전관리통합시스템

무선통신,

스마트

구조함,

서론 및 연구목적
개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를 벗어나면서
각종 레저 활동이나 취미 활동 등이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인의 삶의 변화는 기본 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여가문화를 창조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14].
이렇게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인명 피해 규모가 대형화 되는
추세이며[13], 이러한 재난과 야외 활동에 대한 2 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11],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mart life-saving
system combined with a life-saving box to
secure the golden time in case of emergencies

특히, 야외 활동 지역에는 현재 인명 구조와 관련된
시설들이 낙후 및 노후 되어있어 사고 발생 시
신고하여 구조대가 오기까지의 골든 타임(golden
time)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사고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in outdoor activities. This system combined
hardware and software designed to provide
effective safety measure. As the hardware, the
life-saving box has a buzzer operated by a
pressure sensor which is activated to tur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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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도움으로[12]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처에 비효율적인
현재의 구조 시설들과 운영방식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인명구조함의 보존과 관리 및 운영을
체계화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이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라즈베리파이-LTE 라우터 스마트 인명구조함

스마트 구조함 하드웨어 디자인 컨셉

본 연구에서는 라즈베리파이의 장점들과 무선인터넷
기술을 결합하여 사고발생 시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알릴 수 있는 스마트
인명구조함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1). 이것은
태양전지 모듈을 활용한 전원공급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림 2).

라즈베리파이는 최근 모델 2 까지 출시된 바 있고
ARM Cortex-7 (Quad-core, 900MHz) 기반의
Broadcom BCM2836 SoC, 1GB 램, 이더넷, HDMI,
40 GPIO, Micro SDIO, 그리고 4 개의 USB 등으로
구성되어 이전 모델보다 6 배의 성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홈으로써 라즈베리파이를 아두이노, Udoo
등과 비교하면 컴퓨팅 파워, 메모리, 다중 사용성, OS
포팅 가능, 고급 언어 사용 등의 장점이 있지만,
무게와 전력소모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3, 5].
라즈베리파이는 센서 네트워크에 아두이노, Udoo
등의 기기들과 상호 연결할 수 있는데 XBee-ZigBee
메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다[2]. 또한,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여 ZigBee
기반의 HA 를 구성하고 에어컨과 조명을 원격
제어하고, 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6],
라즈베리파이에
아두이노를
연결하여 홈 알람, 온도 제어, 웹 캠을 통한 영상 감시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응용되고 개발되었다[1,7,8].
이들 프로젝트에는 파이썬, X10, C-Bus, ZWave,
ZigBee, Hue 와 같은 기술들이 사용되었으며 Perl,
PHP, C++, Bash 등 다양한 언어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라즈베리파이는 어린이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이다. 하지만, 인터넷 포트,
USB 포트, HDMI 포트 등 일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GPIO 핀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처럼 디지털 입출력을 지원함으로써, 사물인
터넷 애플리케이션, 로보틱스, 스마트 홈 등
네트워크와 프로세싱이 필요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

그림 2. 태양전지 모듈을 활용한 전원 공급 시스템

스마트 구조함 디자인의 기능
구조함 내부에 장착되는 라즈베리파이 관련 장비들을
작동 시키기 위하여 PCB 회로를 제작하였다 (그림 3).

그림 3. 구조함 하드웨어 PCB 회로도
라즈베리파이와 LTE 라우터 결합형 스마트
구조함에는 최저 음압(dB)이 적용된 부저가 장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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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1). 사고발생 시 구조함의 문을 열거나
(그림 4), 구명환을 꺼낼 때 자동으로 최적화된
‘경고음’과 ‘경고등’이 작동한다 (그림 5).

그림 7. 조도 센서에 반응하여 LED 점등과 설정 온도에
반응하여 쿨링팬 동작
그림 4. 문 열림 감지 센서

스마트 안전구조시스템: 전력공급방식
라즈베리파이와 LTE 라우터 결합형 스마트 인명구조
시스템은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태양광
모듈(module)을 이용하여 태양열에서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시킨다. 변환된 에너지는 축전지 및 전력에
공급받아 24 시간 무인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작업자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그림 8).
그림 9 는 실제 스마트 인명구조함의 모습이다.

그림 5. 문이 열리면 카메라 조명과 부저 작동
스마트 구조함은 또한 여름철에 구조함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쿨링 시스템’과 비가 올
때 내부 시스템의 손상을 막기 위한 ‘방수 장치’를
설계하였다 (그림 6).
그림 8. 라즈베리파이와 상용 LTE 라우터 기반
해상 안전 관리 시스템

그림 6. 상시 환기를 시켜주는 쿨링팬 동작
문 열림 감지 센서를 통해 문이 열릴 경우 카메라
조명과 부저 쿨링팬이 작동하고, 조도 센서에
반응하여 LED 가 점등되도록 제작하였다.
쿨링
위한
틀과
제작

시스템은 여름철에 구조함 내의 온도를 유지하기
것이다 (그림 7). 마지막으로 구조함의 전체적인
태양전지는 전문 제작 회사와 협력하여 주문
하였다.

그림 9. 스마트 인명 구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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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의 디자인 시나리오는 그림 12 와
같이 구성되었다.

스마트 안전구조 시스템: 운영관리체계
구조함과 관리자간의 통신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DB 구축이 가능한 서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0). 이러한 유/무선
인터넷 통합서버 구축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포털
사이트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9]. 시스템은
서버와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구조함 관리를 위한 관리자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림 11). 이것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매우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다[10]. 구조함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10 분에 1 장 간격으로
촬영을 하여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구조함이 열리거나 구명환 탈착 시에는 긴급상황으로
인지하여 10 초에 1 장 간격으로 현재 상황을
촬영한다. 이에 따라 구조함 관리와 인명구조상황을
더욱 빠르게 인지하여 대처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12. 해안 응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구조시스템 역할
스마트 인명구조시스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함을
열게 되면 스마트 구조함에서 자동적으로 구조대에
신고 접수를 해준다. 그와 동시에 부저가 울리고
경광등이 켜지면서 사람들에게 긴급상황임을 알리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대처로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라즈베리파이와 LTE 라우터를
결합하여 사고 발생 시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 인명구조함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디자인하였다.
이 시스템은 태양전지 모듈을 활용하여 음압 최적화,
LED 경고등 점등, 쿨링 시스템 동작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구조함 관리자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0. 인명구조함 설계 제작 및 시스템 개발

이러한 인명구조시스템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산,
바다, 콘서트장, 놀이공원, 리조트, 캠핑장 등 어떤
장소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3).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명적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1. 스마트 인명구조함 어플리케이션 구동 화면

스마트 인명구조시스템 디자인 시나리오
휴가철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파도에 휩쓸려 육지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 때 주변 사람들의 초기대응과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구조함의 튜브나
산소호흡기를 이용한 대응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응급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구조 관련 기술 확장 인명구조함 적용 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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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way in research methods. In this paper,

요약문
HCI

methodological experiences from various type of

분야에서

대한

연구들은

많이

studies with older are reported. It concludes with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some guidelines for maximizing outcomes of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research with older adults so that it could save

연구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노인에 대한 연구가

unnecessary cost and trial and errors.

수행되어

노인에

왔다.

특히

주를 이루는데, 이때 연구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주제어

겪는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선행연구들은 지적한다.
기존의 HCI 연구들에서 종종 사용하였던 연구
방법들을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

노인연구, 연구방법론, 사용경험평가, 노인 UX

여러

한계점이 있고, 노인의 특성에 따른 유의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과 유의점들을
연구방법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1. 서론

기반으로

HCI 관점에서 실증적인 노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이 시대의

있어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 2014 년에 조사된 국내

따라서 앞으로 노인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노령화 지수에 따르면, 2014 년에 88.7%이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2040 년에는 288.6%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있다[2]. 노령화 지수란, 15 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 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그 사회에 노령인구가 많다는

ABSTRACT

뜻이다. 즉, 2040 년에는 노령인구가 유년인구보다

There are many studies about older people in HCI

약 3 배(288%) 정도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area. It is abundant that analyzing and evaluating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하여 노인을 위한

user experience of a product or service for elders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도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and especially for who use a smartphone recently.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자경험(UX)도 매우

But those previous studies mentioned that there are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 HCI 관점에서

some problems because of research target. High-

노인의 사용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quality data from these participants requires

연구는 이러한 노인 인구의 추세에 따라 당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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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지속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이러한

2.1.1 복지관방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HCI 분야에서

복지관을 방문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종종 활용되었던 많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를 한다. 이때 무엇보다도

것에는 여러 한계점들이 있다고 선행연구들은
지적한다[1].

연구

대상자가

노인이기

복지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미리

때문에

복지관 홍보 담당자의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방법의 적용이 반드시

연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협조해줄 것을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들은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당부한다. 대학 연구소나 관련 연구기관의 공문과

한계점들을

협조 요청문을 따로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좋다.

바탕으로 수개월 간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또한, 방문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때에는

진행하였던 연구자들의 고민을 정리한 것이며, 본

연구자로서

연구의 내용들이 앞으로 HCI 관점에서 노인을

전문성과

동시에

손자손녀같은

친숙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당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가 어떻게 발전할 수

확신한다.

있는지, 피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연구 결과에
각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

이해가능한 언어로 설명하여 피험자의 내적 동기를

정리하였다. HCI 분야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용되는

논문의

본론은

설문조사방법론과

다음과

같이

태스크를

동반한

단, 이렇게

실험방법론을 선정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방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참여자

모집에

복지관을

통하여

피험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복지관 담당자와 논의하여

대한

어떤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섹션으로 구성하였다.

가장 적절한 지를 고려하고, 해당 수강생들의
성향이나 인지적 혹은 신체적 특징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보통 요즘 복지관에는 노인을

2. 연구방법론에 따른 가이드라인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활용, 또는 엑셀이나

해당 논문의 본론에서 제시되는 연구의
예시들은

서울

독립보행이

및

경기도

가능하고

언어장애가

없는

연구들이다.

지역에

중중의

노인들을

본문에서

워드 등 기본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강좌가 많이

거주하며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수강생들을 적극적으로

청각장애나

대상으로

언급되는

활용할 수 있다면 피험자 모집에 매우 도움이 될

진행된

것이다.

설문조사

연구방법론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경험이 있는 만

동반한

복지관에

이러한 개별 접촉을 통해 효과적으로 피험자를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태스크를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 예시는 그림 1 과 같다. 실제로 우리는

도움을 얻는 경험이 대중교통 이용의 질에 어떤
또한,

연구자가

독려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도

55 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타인으로부터

연구이다.

또한,

다니는 노인에게 접근하여 연구를 안내하고 참여를

모집할 수 있었다.

실험

연구방법론의 경우, 만 65 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길찾기

네비게이션

경험에

서비스를

기반한

제안하는

보행자용

연구의

일부

내용이다.
2.1 참여자 모집하기
노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정 중 하나는 리쿠르팅 부분이었다. 연구설계에
부합하는

피험자를

모집하는

것은

질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참여자의 모집 방법이
결정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그림 1. 연구 참여를 독려하는 리플릿의 예시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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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문항의 나쁜 예이고,

2.1.2 눈덩이표집

그림 3 은 연구 초기 파일럿테스트를 거쳐서 변형

눈덩이표집은 복지관이든 지역사회 노인

또는 수정된 문항으로서 좋은 예이다. 초기 문항은

관련 기관이든 초기 피험자를 모집한 이후, 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차별대우하는 것 같다’ 인데,

피험자를 통해 친구나 지인을 소개 받는 모집

설문 후 인터뷰 과정에서 ‘차별대우’의 의미가 너무

형태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피험자 모집에 대한

강하게 느껴져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모적인 시간 낭비가
없다는

것이다.

노인을

연구에

노력과

비용이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들이

타겟으로

하는

선뜻 ‘그렇다’에 응답을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여시키기
든다.

대학(원)생의

따라서 해당 문항을 ‘나를 차별해서 대한다고 느낄

많은

때가 있다’ 로 표현을 바꿈으로써 이전과 같은
social desirability bias를 제거할 수 있었다.

경우,

일반적으로 피험자의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종종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꺼려한다. 그러나
눈덩이표집은

이러한

부정적인

초기

우려를

줄여줌으로써 피험자도 안심하며 참여할 수 있고
연구자도 소모적인 일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림 2.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문항의 나쁜 예시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관계로 연결되어
모집된 피험자이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을 지인을
통해서 미리 듣고 오거나 선입견을 갖고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연구와 관련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정보에 오염이 생기고 부정확한 연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참여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설문조사하기
2.2.1 설문작성 및 구성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설문지의 가독성과 문항
구성 방식이다. 일단, 노인의 경우 시력이 많이

그림 3.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문항의 좋은 예시

저하된 상태이므로 설문지의 글자 크기는 최소
16pt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굵은

고딕체

류가

추천된다. 또한, 질문와 질문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2.2.2 설문문항 척도

주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특히, 노인들은 척도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않는 구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설문지의
질문은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포함하여

정도를 답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 하는데, 예를 들어

최대

7점 척도인 경우, 1점 혹은 7점과 같이 아예

30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질문의 순서는

극단적인 점수만을 선택하거나 대부분의 문항을

쉬운 질문부터 배치하고 이해하기 혹은 답하기

4점에

어려운 질문 일수록 마지막에 배치하여 설문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노인들이

설문문항을
이해할

수

서술할
있는

단어의

뜻을

최대한

풀어

하는

등

척도에

대한

표현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서툴다. 이러한 설문응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그림

때는

4 와 같이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의

언어로

통증의 크기를 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하며, 특정 단어로 기술하기보다는
해당

체크를

고안된 VAS(Visual Analog Score) 통증척도의

묘사하듯이

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즉, 그림 5 와 같은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림2 는 기존의 문항으로서

보조도구를 제작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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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게끔 하고 해당 점수를
연구자가

질문지에

직접

체크하는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실험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측정 보조도구를 활용한 결과,

2.3.2 태스크 수행

Self-reporting 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게 점수를

실험

주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의 점수에 대해서 스스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도중에는

연구자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더 신뢰할 수 있다’ 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다.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거나 눈길을 주지 않는 등

앞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할 경우,

피험자가

설문문항에 대한 척도 응답을 좀 더 직관적으로

주의가

그리고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를
요구된다.

의식하지
노인의

않도록

각별한

일반적인

특성상

상대방이 있으면 말을 계속 건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태스크

수행에

있어서

실험

타당도(validity)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종료된 이후에는
충분히 피험자의 말이나 행동, 질의 등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실험 과정 상에서 이해를 못했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이때 피험자의 이해도가 낮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데이터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이 이후
그림 4. VAS 통증척도의 예

전체 결과에 혼란을 야기시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3.3 사후인터뷰 실시
실험을 수행하는 도중이나 수행하고 난 후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 질문과 관련 없는 대답은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연구자는 항상 인터뷰의 기본
질문들을 숙지하여 노인의 대답을 적절한 지점에서
끊고, 다음 질문으로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노인의 특성상, 대화
상대를 만나면 끊임 없이 본인의 얘기를 늘어 놓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간명한 대답을 하기 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두서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끼리 사전 모의

그림 5. 노인의 7 점 척도 응답을 위해 제작한 보조도구

인터뷰를 통해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식과 질문
리스트에

대해

서로

간의

일치(consensus)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림 6과 같이

2.3 태스크(task)를 동반한 실험하기

주요 질문을 정하고 어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2.3.1 실험지시 안내

수집할 것인지 기록해 둔다.

노인을 대상으로 태스크를 동반한 실험을
수행할 때에는 각 단계마다 매우 섬세한 주의를
요한다.

먼저

실험의

안내문이나

지시문은

피험자가 실험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하며, 반드시 think aloud 방식을
거쳐서 피험자가 이해한 것이 올바른지를 실험에
앞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시간이 좀

그림 6. 노인 인터뷰를 위한 연구자용 질문지의 예시

걸리고 실험의 내용이 약간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노인이 실험의 지시사항을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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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적절한 질문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피험자가

HCI 분야에서의 노인 연구는 한마디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매우 어려우면서도 아직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많은

독려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자의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단순한 관찰이나 설문지를

자질이다.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통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거나 실태를

의사표현에 있어서 불안해하거나 불명확한

조사하는 연구일 경우 상대적으로 여가 시간이

경우가 많고, 인터뷰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많고

적기 때문에 연구자가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HCI 관점에서,

이를

배려해야한다. 그림

피험자의

인터뷰한

내용을

스크립트 예시의 일부이다.
연구자는

7 은

‘태스크를

데

한정된

노인을

대상으로

경우에는 노인의 여러 인지적, 신체적 제약으로

옮긴

인해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해당 부분에서

수행하는

범위가

특히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자와

그대로

이동

우리 저자들은 수개월 간 노인을 대상으로

걸린

설문조사방법론, 실험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론

피험자의 체감시간’을 묻고자 하였고, 피험자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해봄으로써 기존의

초기 응답에서는 불확실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HCI 분야에서 활용하였던 많은 연구방법론들이

있었다. 이때 연구자는 반드시 추가 질문이나

노인이라는 연구대상에 촛점을 맞춰 재적용될

확인하는 질문을 통해 피험자의 생각을 최대한

필요가 있음을 체감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한 여러

이끌어 내어야한다. 또한, 동시에 피험자의

사실들을 HCI 분야에서 노인연구를 진행하는 타

사고과정 중에는 개입되지 않도록 특별히

연구자에게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행을 해야한다. 아래

마음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예시는 피험자의 초기응답(‘10 분 정도’)과

한계점으로는

마지막응답(’10 분’)이 결국 같은 경우이긴

구체적인 적용사항 및 그 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하지만,

기술하지 못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구두발표를

피험자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각각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더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청중들에게

응답할 수 있었고 따라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공유하고자 한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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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 객체 조작을 위한 양손 자세 추적 및 제스처 인식 기술
Pose tracking and gesture recognition of two hands for manipulating augmented
objects.
전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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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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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hand blobs with sensed data from IMU.
Finally, we introduce a range of example
application that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of
our system to AR scenario such as assembly,
surgery simulation, gaming.

요약문
손 추적 및 제스처 인식 기술은 다양한 HCI
시나리오에서 유용한 기술로 채택되어 왔다. 특히
증강현실 환경에서 3 차원 가상객체를 양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조작하기 위해서는, 양손의 자세와
제스처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IMU 센서와 뎁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양 손의
3 차원 위치 및 회전 정도를 추적하고, 각각의 손에서
발생한 제스처를 인식하여 가상 객체를 자연스럽게
조작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손의 회전 과 손
간의 교차로 인한 자가가림 현상에도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일련의 뎁스 이미지를 이용하여
각각의 손 영역을 감지 및 추적하고, 각각의 손에
부착된 IMU 센서값과 결합하여 6 자유도의 위치, 회전
값을 알아낸다. 그리고 영상의 깊이 정보를
입력으로하는 제스처 분류기를 통해 제스처 인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객체를 쥔 상태와 놓은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이 가상의 부품 조립이나 의료 상황에서의 수술
교육, 손을 이용한 인터렉션 게임 등과 같은 유용한
HCI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주제어
손 추적, 손 인식, 객체 조작, 증강현실, 가상현실

서론
증강현실 기술은 가상의 컴퓨팅 환경과 인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중요한 HCI 분야로써 대두되고
있다. 증강 현실 기술은 실제 세계의 공간적 정보를
이용하여 가상의 오브젝트를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가상 객체를 실감나게 경험하게 해주는 효과를
제공한다. 이러한 증강 현실 기술이 고도화 됨에 따라,
단순히 가상 객체를 실제 세계에 시각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3] 특히 사용자의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은 객체를 조작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의 하나로써,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 되고 있다.
이를 크게 분류하자면, 착용형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방법[8][11], RGB-D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4][7]으로
나눌 수 있다. 착용형 디바이스를 이용한 방법은 손에
IMU 나 근전도, 센서를 부착하여 관측되는 신호로부터
제스처의 유무나 자세 정보, 손의 회전 정도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감지한다. 하지만 실제 좌표계에서의
손의 3 차원 위치를 추정하기 힘들며 무엇보다도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RGB-D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은 부가적인 장비 착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손의 변형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아직도 도전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양 손에 대한 손의 자세 추적과 제스처 인식은 고사양의
컴퓨팅 환경과 병렬처리 기술과 같은 부차적인 최적화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손에 부착되는
센서 장비를 최소화하는 대신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양손에
대한
회전,
위치
정보를

ABSTRACT
Hand pose tracking and gesture recognition are
useful
techniques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scenarios. Especially, in the
augmented reality environment, the use of both
hands provides intuitiveness and effectiveness
when the user manipulates augmented objects.
In this paper, we present tracking of 6-DOF
hand pose and gesture recognition method for
both hands using depth camera and IMU sensor.
It is robust and fast even though occlusion
occurs due to the rotation or intersect of each
hand. This is accomplished by combining the
sequential and temporal inform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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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거리 변환’을 처리를 통해 추출되는 픽셀의
뎁스값을 취함으로써 획득된다. 회전 정도를 획득하기
위해 각각의 손에 부착된 초소형 자세 추정 센서를
획득하였다. 이 센서는 3 축 자이로스코프, 3 축 가속도,
3 축 지자기 센서 값을 이용하여 3 축 오일러 각도 값을
추정해낸다. 마지막으로 제스처 인식을 위해 분류기
F 를 사용한다. F 는 Random Forest[6]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각각의 손영역에 대한 뎁스값 X 를
이용하여 제스처 정보를 인식한다.

고속(100FPS)으로 감지, 추적한다. 이 정보는 카메라의
시점 변화에 강인할 뿐만아니라 손간의 가림이
발생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손에서 발생하는 특정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증강 객체를 쥐고, 놓고, 이동하고 회전 시킬 수
있다. 이는 부품 조립, 수술 교육, 게임 등과 같은
다양한 HCI 시나리오에 적용 될 수 있다.

시스템

구현 및 실험
본 시스템에서 사용한 카메라는 Intel Creative
camera[9] 이며 60FPS 로 이미지를 캡쳐한다, 사용된
센서는 EBIMU-9DOF[10]이다. 카메라는 HMD 에
부착되어있으며 자가시점에서 촬영된다. 사용된 센서의
값은 블루투스를 통해 pc 로 전송된다. 구동 환경은
Intel i7 3.4 GHz CPU, 8G RAM, Windows 7
운영체제를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의 성능은 GPU 를
사용하지 않고도 단일 쓰레드에서 평균 160 FPS 를
보이며 양손이 관측될 때 100FPS 까지 떨어진다.
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시스템 다이어그램.

응용어플리케이션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우선 RGBD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이미지 시퀀스에서 손 영역
분리기 ‘D’를 통해 손 영역을 분리해낸다. 여기서 매
프레임마다 독립적으로 손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프레임으로부터 손 영역의 움직임 경향을
이용하여 선형적으로 추정되는 위치에서의 손 영역을
추출한다. 이 방법은 [5]을 참고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두 손이 겹쳐지는 상황에서도 각각의 손에 대한 영역
‘S’을 분리해낼 수 있다.[그림 2]

그림 3. 증강 객체 조작을 이용한 부품 조립
시뮬레이션

그림 2. 손 영역 분리 결과

모듈 ‘R’은 추출된 ‘S’로부터 손의 3 차원 위치와
회전값을 추정한다. 3 차원 위치는 손 영역의 외각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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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ejin Ha, Woontack Woo, “ARWand for an
Augmented World Builder,” IEEE 3DUI 2013,
pp.207-208, Mar. 2013.
3. Youngkyoon Jang, Seung-Tak Noh, Hyung Jin
Chang, Tae-Kyun Kim, Woontack Woo, "3D
Finger CAPE: Clicking Action and Position
Estimation
under
Self-Occlusio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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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의료 교육 환경에서의 양손 추적 적용

4. Toby Sharp, Cem Keskin, Duncan Robertson,
Jonathan Taylor et al, Accurate, Robust, and
Flexible Real-time Hand Tracking, CHI 2015.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두가지의 응용 시나리오를
구현하였다. 그림 3.는 손에 증강된 객체를 이용하여
부품을 집고, 놓음으로써 부품의 구조와 조립 공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림 4.은
증강현실 의료 교육 환경으로써
양손을 이용하여
가상의 신체 장기를 꺼내보고 배치함으로써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리케이션이다.

5. A.A. Argyros, M.I.A. Lourakis, “Tracking Skincolored Objects in Real-time”, invited
contribution to the “Cutting Edge Robotics
Book”, ISBN 3-86611-038-3, Advanced
Robotic Systems International, 2005.
6. Zhou Ren, Junsong Yuan, Jingjing Meng and
Zhengyou Zhang, Robust Part-based Hand
Gesture Recognition using Kinect Sensor, in
IEEE Trans. on Multimedia, Aug. 2013.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센서 장비와 뎁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양손에 대한 자세 정보 및 제스처
정보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은
높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의
회전이나 손간의 가림에도 강건하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을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 적용하여 본 시스템이
객체를 조작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손의 자세 추정에 있어
손바닥의 정보뿐만 아니라 손가락 관절들의 상세한
정보들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7. Oikonomidis, M. Lourakis, A.A. Argyros,
“Evolutionary Quasi-random Search for Hand
Articulations Tracking”,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2014), pp. 3422-3429, Columbus,
Ohio, USA, 24-27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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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최근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은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주도적인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차별화를 위해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브랜드
개념 지도를 이용하여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연상
네트워크를 도출하려 한다. 모바일 결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ICT 의 C-P-N-D 생태계의 관점에서
사업자를
구분하고,
온라인
중심과
오프라인
중심이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서비스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공통된 핵심 요소를 도출해 내고, 연상 네트워크 상의
사업자의 차이, 서비스 형태의 차이 등을 파악하여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국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을 리드하는 주도적인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1].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경쟁 서비스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좀더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숨어있는 사용자들의 니즈를
찾아내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처럼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들의 인식이 유동적이다. 때문에
사용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만들어 내는 연상 네트워크를 추적하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분석하고 숨은 니즈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2].
기존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서비스
제공자와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브랜드 개념
지도(Brand Concept Maps)는 사용자들이 직접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자신의 경험, 지식, 평가 등을
드러내기 때문에 보다 사용자 중심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브랜드 개념 지도를 통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연상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ABSTRACT
The competition in the mobile payment market
is becoming more intense. Thus, differentiation
in user experience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to thrive in this market.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draw the associative maps of the
mobile payment service and discover users’
hidden needs for the payment service using the
Brand Concept Maps (BCM). The providers will
be categorized by the types of C-P-N-D in the
ICT ecosystem. The BCM on two mobile
payment services of different types of providers
will be conducted. The aim of the study is to
draw core elements of the mobile payment
service in user experience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the mobile payment service.

2.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결제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시장은 크게는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로 나눌 수 있으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ICT
생태계의 관점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각각을 기반으로 하는
주체들이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C-P-N-D
생태계를 관점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를 크게 플랫폼
사업자와 디바이스 사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려 한다.

주제어
사용자 경험, 사용자 인식, 브랜드 개념 지도, 핀테크,
모바일 결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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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 ‘이상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연상 네트워크에서 어떤 사용자 니즈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2.2 브랜드 개념 지도
브랜드 개념 지도는 대상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친숙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연상 네트워크를 도출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이다[2].

3.2 예상결과
각 서비스의 연상 네트워크에서 각 서비스의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효과로 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오프라인 중심의 결제 서비스와 온라인
중심의 결제 서비스라는 차이로 인해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본질인 결제 기능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이상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연상 네트워크에서는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발견이 되었던 보안과 결제 프로세스의
편의성에 대한 사용자 니즈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

그림 1. 연상 네트워크[2]

4. 결론 및 시사점
브랜드
개념
지도는
열린
질문
형식으로
사용자들로부터 대상에 대한 연상들을 발견해내는 도출
단계(Elicitation stage), 도출된 연상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구조화 시키는 매핑 단계(Mapping stage),
마지막으로 개별 사용자들의 연상 네트워크를 공통된
대표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단계(Aggregation stage)를
거친다[3]. 개별 네트워크를 통합할 때, 해당 연상이
출현한 빈도수, 다른 연상들과의 연결관계의 수, 해당
연상이 다른 연상을 파생시키는 상위 연상으로 위치한
횟수 혹은 하위 연상으로 위치한 횟수 등이 통합의
기준이 된다. 김영수와 박도형[2]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제품에 대한 연상도 함께 수집하여 소비자의
니즈를 도출했다.

본 연구는 ICT 의 C-P-N-D 생태계 관점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구분하여 연상 네트워크를 도출한다.
특히 사용자가 직접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연상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브랜드 개념 지도을 이용하여,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기반의 서비스(삼성페이)와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네이버페이)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이상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추가
제시어로 보여주고 사용자들에게서 연상네트워크를
도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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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 목 디스크 증가율은 14.5%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목 디스크의 증상은 단순 근육통과 혼동하기
쉬우며 목 디스크는 모습의 변형을 유발할 뿐 아니라
혈액을 통해 작용하는 자율신경계까지 영향을 주어
전체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예방과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추 자가진단 시스템을 HMD 의
요소기술을 이용하여 지능형 검사와 실감 가시화를
구현하였다. 기존의 기계식 관절가동범위 측정도구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측정자 사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눈금을 직접 눈으로 읽어야 하며 자동화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관절가동범위 검사의 자동화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부를 포함한 근골격계 건강상태의 평가는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일반 방사선검사, 자기
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rized tomography, CT),
초음파검사(ultrasonography)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검사는 근골격계의 단면적인 구조 정보를
제공할 뿐, 해당 관절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직접
주지는 못한다.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ROM) 검사는 관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으로
관절의 상태와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장애 판정에
기준으로 삼을 때 필수적인 평가방법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cervical self-diagnostic
system using the element technology of HMD,
has achieved an intelligent inspection and
realize visualization. The measurement tool of
existing mechanical joint range of motion, but
is easy to use, reliability between measuring
person is reduced, and read memory in direct
eye, there is a limit that does not support
automation. We conducted a research expert
and co-of physiotherapy in order to improve
automation and reliability of the attempts to
resolve these parts joint movable range
inspection.

그림 1. Cervical Spine
관절가동범위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측각기(goniometer),
경사계(inclinometer) 등이 있다. 이러한 기계식
측정 장치는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으나,
측정자 사이의 신뢰도가 낮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등의
한계가 있다. 또한, 눈으로 직접 눈금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다.

주제어
가상현실, 경추, 자가진단

서론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과 함께 목
디스크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 대
연령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 5 년간 목 디스크
증가율은 29.7%로 18.4% 증가한 허리 디스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 년 대비 2011 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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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를
HMD
기능은
측정을

통하여 머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의 핵심기술이다. 이와 같이 지능형 검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경추 가동범위의 자동
제공한다.

(2) 실감 가시화
실감 가시화는 사용자가 경추 가동범위의 검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실감
가시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HMD 의 몰입형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6 개 영역에서 측정한 결과값
그리고 정상 수치와의 비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화면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을 설계할 것이다.
몰입형 디스플레이는 360 도 입체 영상을 위하여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맞도록 실시간 렌더링된
영상을 넓은 시야각과 양안 화면으로 분할하여
제시하는 HMD 의 핵심기술이다. 이와 같이 실감
가시화 기능은 경추 가동범위의 검사 결과의
효율적이고 명확한 전달을 제공한다.

그림 2. Baseline Large Joint (Arthrodial) Protractor

그림 3. CROM(crom cervical range of motion
instrument)
우리는 이러한 기계식 관절 가동범위 측정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상현실용 HMD 를
이용하여 경추관절의 가동범위를 검사하기 위한
자가진단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접근은 첨단
IT 기술과 의료 서비스의 융합으로 관절 가동범위의
실시간 자동 측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연산 및
디스플레이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4. 가상현실용 HMD 기반 경추 자가진단 시스템
구상도

시스템 설계

결론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경추에 대한 기능
향상과 퇴행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HMD
기반의 경추 자가진단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지능형 검사와 실감
가시화를 경추 자가진단 시스템의 핵심 기능으로
서술한다.

본 논문은 경추 자가진단 시스템을 위하여 360 도
입체 영상을 제공하는 HMD 의 요소기술을 이용하여
지능형 검사와 실감 가시화를 구현하였다. 기존의
기계식 관절가동범위 측정도구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측정자 사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눈금을 직접
눈으로 읽어야 하며 자동화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관절가동범위
검사의 자동화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물리치료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에는
경추관절 가동범위 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운동 제공하여 경추 질환의 예방과 조기 진단에
기여할 것이다.

(1) 지능형 검사
지능형 검사는 사용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능동
경추 가동범위를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능동 경추 가동범위는 굴곡, 신전, 좌측 굴, 우측 굴,
좌회전, 우회전 6 개의 영역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최대 각도 값과 최소 각도 값으로
측정된다. 우리는 지능형 검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HMD 의 해드트래킹 기술을 이용한 검사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사용자 스스로 해당 절차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화면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을
설계할 것이다. 해드트래킹은 내장된 자이로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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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용자들의 가독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요약문
스마트워치의

새로운

제약점은

다양한

위해서,

활동을

Tilting

수행하는 도중 작은 화면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인터페이스(그림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

있는지 측정한다.

인터페이스(그림
2)의

메시지

1

과

가독성에

일반
차이가

시야각을 보정하기 위한 컨텐츠 기울임을 부여하는
Tilting(기울임)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그리고 메시지의 가독성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스마트워치에

대한

인지실험을

수행하여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을 입증한다.

ABSTRACT
Nowadays, smartwatches meet New limitation as
people should check information quickly on small
screen while doing various activities while using
smartwatches.

This

article

suggests

“Tilting

그림 1. 사용자의 시야각에 따라 텍스트의 레이아웃에

smartwatch interface”, which tilts its contents

변화를 준 Tilting 인터페이스

according to user’s viewing angle. By conducting
cognitive experiment using mobile eye track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is interface in the
context of message readability.

주제어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 시야각, 기울임, 가독성,
디스플레이

서론
스마트폰뿐 아니라 최근 스마트워치가 상용화되면서

그림 2. 사용자의 시야각에 따라 텍스트의 레이아웃에

사람들은 스마트워치를 회사, 직장, 레저 등의 다양한

변화가 없는 기존 인터페이스(우)

맥락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자세에서

자유롭게

팔을

이론적 배경

움직이면서

스마트워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스마트워치의 특성상

스마트워치 디스플레이의 가독성을 입증하기 위해

작은 화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므로,

컨텐츠의 레이아웃과 시야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에 스마트워치 디스플레이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레이아웃의 가독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은 모바일

위해 사용자의 팔 위치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기반의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스마트워치

디스플레이의 글자를 3 차원으로 기울여 표현해
시야각의

한계를

보정해주는

원형 디스플레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5])에서는

기울임

프레임 비율과 글자 크기에 따른 최적화된 가독성에

인터페이스(Tilting Interface, 그림 1)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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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연구했다. 또한, 스크린에서 컨텐츠를 제시하는

효과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야각을 조정했다.

경우, 디스플레이의 중심에 위치한 컨텐츠를 확대한

따라서 팔의 위치와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의 각도에

경우 참가자의 가독성이 향상되었다([3]).

따른

가독성에

시야각에

관한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구는

디스플레이를

30°)과,

인터페이스(기울임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스마트워치 사용시 사용자와 스마트워치의 시야각
또한

시야각(0°,

조절한 2x2 요인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시야각과

기존

인터페이스의 제시 순서는 무선화한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통적인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평 기준으로 모니터의 중심과 시야각의 차이가

결과

시야의 수평선 아래 20°~ 50° 사이인 경우
사용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이는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페이스의 경우

것으로 파악된다(7), [8]).
스마트워치의

변화함에

따라

인지 시간에서는 주효과를 보였으며(p<0.05) 반응

경우

시야각이

참가자의

시야각 조건과 인터페이스 조건을 변인으로 하여

디스플레이의 위치와 크기가 고정되었기 때문인

실제로

활용해

팔의
다양하게

동작,

각도가

시간의 경우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변화하므로,

나타나지 않았다. 팔의 위치에 따른 각도의 주효과는

시야각의 변화에 따라 컨텐츠의 모양을 보정하는

인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도 등으로

인터페이스와 반응 시간 간 상호작용은 없다. 특히

표현된

불규칙한

모양으로

존재하는

텍스트의

시간와

반응시간

모두

경향성이

없었다.

인지데이터의 경우 기울임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텍스트를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경우의 평균값(M=1397.39, SD=556.71)이 그렇지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2].

않은 경우의 평균값(M=1604.89, SD=912.53)보다
약 200ms 가량 낮게 나왔다(그림 2, 그림 3 참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의 자이로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시야각과 팔의 동작을 계산하여 사용자의
시점에

맞춰

컨텐츠를

표현해주는

기울임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그리고 기울임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평가를 입증하기 위해 모바일 아이트래커를
통해

컨텐츠를

인지하는

인지시간과,

메시지의

내용에 반응하도록 하는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다음
가설을 검증하는 인지실험을 진행한다.
가설: 시야각에 따른 컨텐츠의 기울임이 사용자의
인지시간 및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험

그림 2. 인터페이스와 시야각 조건에 따른 평균
응시시간

• 참가자 및 실험 디자인
대학원생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을 대상으로 피험자
내

설계

방식(within-subject

design)을

사용해

평가한다. 실험 시 시야각을 조정하기 위해 팔의
위치에 따른 시야각(0°, 30°)과, 인터페이스(기울임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조절한 3x2 요인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시야각과
인터페이스의 제시 순서는 무선화한다.
• 순서
대학원생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을 대상으로 피험자
내

설계

방식(within-subject

design)을

사용해

그림 3. 인터페이스와 시야각 조건에 따른 평균

평가한다. 실험 시 시야각에 따른 인터페이스의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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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결과물)는

창조전문인력

논의사항

사물인터넷

본 연구의 결과, 스마트워치 인터페이스에 기울임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을

때,

메시지에

서울시와

양성사업
UX

서울산업진흥원의

(CAC15113)인

아카데미로부터

연세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한

인지시간에 대한 유의한 영향이 음을 입증했다.
이는 메시지에 대한 인지적 부하가 줄어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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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실험에서는, 응시시간과 반응시간 모두

FEBRUARY).

차이가

OF
CONTEXTUALIZED
EXPLANATIONS.

없었다.

이는

기존

시야각

연구([7],

[8])에서도 사용자의 키와 목의 각도 등에 따라 최적

3. IN

시야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야각

조건의

경우

사용자의

IMPROVING

PROCEEDINGS

INTERNATIONAL

팔과

READABILITY

OF

TEXT
THE

2ND

CONFERENCE

스마트워치의 각도 뿐 아니라, 안구의 위치와

COMPUTER

스마트워치의 중심 간의 각도에 기반한 추가적인

REALITY,

검증이 필요하다.

INTERACTION IN AFRICA (PP. 141-150).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Effect of Text Information Frame Ratio and

스마트워치가 텍스트, 이미지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Font Size on the Text Readability of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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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Ti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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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치의 Tilting 인터페이스를

paper displays. Applied Ergonomics, 38(5),
601-608.

제안하며, 인지실험을 통해 해당 인터페이스가

7. Sommerich, C. M., Joines, S. M., & Psihogios,

사용자에게 메시지 가독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J. P. (2001). Effects of computer monitor

검증했다. 이론적으로는 실제 스마트워치 상에서

viewing angle and related factors on strain,

사용자의

스마트워치

performance, and preference outcomes. Human

인터페이스와 시야각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려는

Factors: The Journal of the Human Factors and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실무진들이

Ergonomics Society, 43(1), 39- 55.Anderson,
R.E. Social impacts of computing:

주의

전환을

측정하여

스마트워치의 인지적 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터페이스에 시야각을 고려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치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시야각을 고려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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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화를 통한 거북목 증후군 예방 디바이스 디자인
Device Design for Forward Head Posture Prevention through
Anthropomorph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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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o the device to provide the visual

요약문

feedback. Also, the self device installed near the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직장인과 청소년에게

screen was separated from the smart watch

주로 발생하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VDT 증후군

application for users to diagnose their posture

이다.[1] 본 논문에서는 VDT증후군의 일종인 거북

clearly by themselves. If the user enters into the

목 증후군(forward head posture)을 컴퓨터 사용시

standard distance he set from the screen, the

에 예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안한다. 효과적으

eyes of the device attached to the screen shake

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끌어내고[7] 목적을 달성

and give warning while collecting and analyzing

하기 위해 이미 사용자에게 빈번히 의인화의 대상이

the information for the user to confirm his

되어온 컴퓨터[5]의 의인화 정도를 심화시키는 요소

posture information later by the smart watch. It

를 디바이스에 적용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였

is expected these device and application will

다. 또한 화면 부근에 장착하는 자체 디바이스와 스

help prevent the user's forward head posture,

마트 워치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리 구성하여 사용자

and if the feedback of various senses is provided

가 명확히 자신의 자세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in the future, its effect will become bigger.

디자인 하였다. 사용자가 화면으로부터 자신이 설정
한 기준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화면에 부착된

주제어

디바이스의 눈이 흔들리며 경고를 주고 동시에 정보

거북목 증후군, 의인화, 자세 교정

를 수집, 분석하여 추후에 스마트 워치로 사용자가

1. 서론

자신의 자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거북목 증후군

사용자의

시선보다

아래에

위치한

모니터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추후에 다양한 감

응시한 자세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다 보면

각의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

자연스럽게 머리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으로 기대한다.

거북목 증후군(forward head posture, turtle neck
posture)로 알려져 있는 증상이다. 거북목 증후군은

ABSTRACT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이나

The symptom that usually happens to workers

청소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목근육의

and adolescents who use the computer for a

경직으로 인해 목이 거북이처럼

long time is VDT syndrome[1]. In this paper, a

현상을

device to prevent the forward head posture, a

말한다.[1]

이러한

앞으로 굽어지는
거북목

증후군은

목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kind of VDT syndromes, while using the

균형이

computer is suggested. To draw the interaction

깨트리며

신체

여러

기관의

문제를

유발한다.[3]

with users effectively[7] and attain the goal, the
element of intensifying the personification

이러한 거북목 증후군을 교정하고 더 나아가 예방

degree of computer[5] that has frequently been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선행 연

a target of personification to users already was

구에 따르면 목과 어깨에 통증을 호소한 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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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2-2 시스템 구조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기기를 하루에 6시간이상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바이스는 컴퓨터 모니터

사용하며 이러한 패턴을 10년 이상 유지해온 헤비

부근에 장착하는 자체 디바이스와 스마트 워치 인앱

유저들은 거북목 증상이 심각한 상태이면서도 자신

형식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있다.

의 자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정상인보다 현저
히 떨어진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4] 때문에 스스로

2-3 디바이스 디자인

자신의 자세를 교정하고 예방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

본 디바이스는 화면의 상단에 집게로 간단히 탈

용자를 위한 별도의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연구에

부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의인화를 활용하여

따르면 시각적인 인지가 자세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 눈을 형상화

상태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

한 그래픽을 라운드 디스플레이에 출력하였다. 이

용한다. [2]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시각적 피드

눈은 사용자와 화면간의 거리값을 적외선 센서로

백을 제공해 컴퓨터 사용시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

측정하여 기준거리 이내로 사용자의 머리가 들어

는 디바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오게 되면 흔들리면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2. 거북목 증후군 예방을 위한 디바이스 제안

다,

2-1 의인화를 활용한 시각적 피드백

2-4 스마트워치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디바이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거북목을 예방하기 위

스마트워치

어플리케이션은

디바이스를

통해

해서 의인화를 활용하여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였

전송된 사용자의 자세 정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다. 사용자들은 기술적인 디바이스 중에서 PC에 가

보여준다.

장 말을 많이 걸며 의인화 하는 성향을 보인다. [5]

유지한 시간 비율과 그래프가 표현되어 사용자로

또한 기술적 기기의 의인화는 기기와 사용자의 효율

하여금 직관적으로 자신의 자세에 대한 평가를 할

적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한다. [7] 이를 기반으로 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바르지

미 사용자의 심성모형에서 상당히 의인화된 컴퓨터

못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경우 2 차적 피드백을

의 의인화 정도를 디바이스를 통해 더욱 심화시켜

주어

기기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확장시키고 이것을 통

자세의 개인차로 인한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해 사용자의 잘못된 자세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기준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바른

컴퓨터

자세로

사용시간

대비

돌아오도록

바른

독려한다.

자세를

또한

했다.

그림 1 거북목 증후군 예방을 위한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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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모니터와 어깨, 또는 모니터와
가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거북목 감지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각적
피드백 이외에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이용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더욱 효과적인 디바이스를 고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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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다시 미디어를

요약문

재생(Resume)할 때 이전에 감상 위치를 다시 찾는

본 논문에서는 이어폰을 통한 오디오 재생에 있어서

번거러움을 줄일 수 있어 자동 재생 동작 제어는

추가적인 하드웨어 사용없이 이어폰의 착용 여부를

미디어 재생에 있어 매우 유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검출하여 오디오의 재생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오디오가

이어폰 스피커부의 출력과 마이크로폰 입력 사이의

자동으로

정지되는

스마트폰에서는

종래의

기법을

음향 폐쇄 경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출하여 착용

살펴보면

이어폰

오디오

여부를 검출할 수 있다.

단자(3.5 파이 커넥터)가 스마트폰 본체로부터 분리될
때 음악의 재생을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다[1]. 이
기능도 재생 중인 음악을 멈추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ABSTRACT

사용자가 이어폰을 벗는 순간 음악이 멈추는 것이

For audio player application, we detect whether a

아니라 이어폰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어폰 오디오

headphone is worn on one’s ear by using a signal

단자를 분리할 때 음악이 멈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rocessing method alone without any additional

이어폰의 단자를 분리하기보다는 쓰고 있는 이어폰을

hardware. Proposed algorithm determines closed air

벗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맞지 않고

conduction path between a headphone speaker output

본 논문에서 의다하는 자동 재생 정지의 목적과 맞지

and a microphone input.

않다.
이어폰

연구배경
현대

착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어폰에 근접센서를 부착하여 근접 센서를
통해 이어폰이 귀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감지하는

사회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방법이

공공장소에서

있다[2].

그러나

이

방법은

이어폰에

음악을

추가적인 센서를 부착해야 하고 센서뿐만이 아니라

듣거나 영화를 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특히 이동

추가적인 회로도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폰에 센서의

간의 짧은 시간에도 손쉽게 음악과 영화를 감상할 수

정보를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재생 및 정지는 매우 빈번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와는 다른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어폰을

착용하고

발생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미디어를 감상 중에
불편함을

실수로

정지

유발하며,
버튼을

부득이한

입력하지

감지하여
바람직하며

미디어를
미디어
이를

또한
자동화

감상하지
재생을
할

수

않은
멈추는
있다면

일반적인

스마트폰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경우에도

방법에서는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를 재생을

미디어가 재생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때문에

추가적인 하드웨어의 추가 없이 오디오의 자동 재생

상황이거나

않은

하기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고려하고

정지시키고자 할 때 매 번 정지 버튼을 입력하는
것은

보내야

정지해야
검출하여

경우를

미착용

것이

되는

상황으로

오디오를
검출은

가정하고

정지시키게

미착용시

이를

된다.

발생하는

자동

이어폰의

누음이

다시

마이크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폐쇄 경로를 감지하는

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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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구현된다. 재생되는 오디오와 마이크 입력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오는 신호 전체는 다음과 같이

간의

표현 된다.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검출한다.

이하에서

제안된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 결과 및 분석을 보이고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𝑚 𝑛 = 𝑏 𝑛 𝑎 𝑛 ∗ 𝑡)*+ 𝑛 ∗ 𝑡,-. 𝑛 ∗ 𝑥 𝑛

(1)

+ 𝑤(𝑛)

제안된 알고리즘
여기서

그림 1 은 스마트폰에서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았을
시스템

블럭도이다.

검출기는

있는

신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태이다.

a(n)은

신호가

공기

중에서

시간특성을 나타내는 임펄스 응답이다. tspk(n) 과

이어폰의 마이크로폰이나 스마트폰의 마이크로폰을
두

여부를

스피커부에서 마이크로폰까지에 이르는 전달경로의

나오는 신호와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온 신호가 다시
들어온

착용

쓰고 있는 상태이고 b(n)=1 이면 이어폰을 벗고

스마트폰의

오디오 잭을 통해서 이어폰 드라이버(이하 스피커)로

통해

이어폰의

이진수 값이다. 예를 들어 b(n)=0 이면 이어폰을

때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신호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한

b(n)은

tmic(n)은

계산하여

이어폰과

마이크로폰의

이어폰의 착용 여부를 결정해 스마트폰의 음악을

트랜스듀서(transducer)의

임펄스

응답이며

정지한다.

w(n)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어폰

스피커를

통해

마이크로폰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매우 작고 주변의 잡음과 섞여

서로

상관도가

x(n)과
수식

(1)로부터 다음 식과 같이 누음이 되는 xfilt(n)를

들어오게 되고 실제 스마트폰에서 내보내는 신호가

정의하면,

마이크로폰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동안 딜레이가
존재하게 되어 신호처리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𝑥𝑓𝑖𝑙𝑡 𝑛 = 𝑎 𝑛 ∗ 𝑡𝑠𝑝𝑘 𝑛 ∗ 𝑡𝑚𝑖𝑐 𝑛 ∗ 𝑥(𝑛)xfilt n =
(2)

a n *tspk n *tmic n *x(n)

마이크로폰의

입력

신호

m(n)은

다음

식으로

정리된다.

𝑚 𝑛 = 𝑏 𝑛 ∗ 𝑥H-IJ 𝑛 + 𝑤(𝑛)

(3)

수식 (2)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xfilt(n)은 x(n)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수식 (3)에서 b(n)=1 이라면
m(n)과 x(n) 사이의 상관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상관도는

떨어지기

두

때문에

신호의

시간차를

시간지연이
보상하여

클수록
상관도가

계산되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마이크를
통해 들어온 신호 m(n)과 스마트폰에서 내보내는
신호

x(n)간의

상호

상관도를

이용하여

동기화

시킨다. 다음 식의 z(n)은 x(n)과 m(n)의 상호 상관도
그림 1 제안된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 블럭도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로폰으로
마이크로폰으로

출력

되는

들어오는
들어오는

신호가

잡음이

신호가

m(n)

이며, 이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신호

동기화 즉 시간 지연 제거를 수행하였다[3].

x(n),
w(n),
일

때

𝑧(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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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상관 계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면 누음이 발생여부를 검출할 수
있으나 입력 신호의 레벨, 마이크와 이어폰의 거리차
등으로 인하여 임계치를 설정하기 어렵고 강인한
검출 성능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동기화 된 두
신호를

기반으로

정규화된

상관

계수를

구하여

임계치 설정의 용이함과 검출 성능을 높였다.
먼저 x(n)과 m(n)을 한 프레임을 1024 샘플로
나누어 계산 하고, 마이크와 스피커의 거리에 따른
x(n)과 m(n)의 시간차를 측정한 뒤 최대 시간차를
포함하는 만큼의 구간인 10 프레임(0.2sec)을 검출
구간으로 설정한다. 검출은 두가지 단계를 거치며
그림 2 실제 실험 사진

첫번째 단계로 지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설정된
검출 구간에서 x(n)과 m(n) 상호 상관도를 구한 뒤
상관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구한다.

두번째

단계로 상관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보상하고 두
신호간의
x(n)과

정규

상관

m(n)의

각

계수를

구한다.

프레임을

상관계수는

주파수

제목

장르

SPL

A

Hiphop

-16.52

B

Classic

-17.26

C

Rock

-16.65

영역으로

변환하여 상관계수를 구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상위
100 개의 주파수 샘플의 평균으로 상관계수를 구한
후 특정 임계치를 정하고 임계치를 넘을 경우 이 때

표 1 실험에 사용된 음원

누음이 검출 되었다고 판단하고 오디오의 재생을
멈춘다.

실험에 사용한 음원은 각 장르별로 대표적인

이어폰이 미착용 되었다 하더라도 누음이 매우

음원을 사용하였다. 음원의 표본화 주파수는 모두

작은 경우는 검출이 어려우므로 x(n)이 레벨에 따라

44100kHz

검출

음원을 단일채널 모노로 다운믹스 하여 사용하였다.

알고리즘을

동작

시키며

검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계치가 넘는 경우를 누적하여 최종

편의를

위해

스테레오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재생 음원의 음압을 평균

실험 환경

-16 dB SPL 로 고정하고, 마이크로폰과 스피커
간격을 거리를 0cm ~ 30cm 까지 2cm 간격으로

제안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해, 스마트폰 (Galaxy

늘려가면서 측정하였다.

Note5)에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이어폰을 연결하고
녹음이

실험의

거리에 따라 얼마만큼의 누음이 발생하여 검출

판단을 한다.

스마트폰

이고,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음원

어플리케이션을

재생과

실험 결과

마이크로폰

제작하여

실험에

다음 표 2 는 앞의 실험환경에서 이어폰과 마이크의

사용하였다.

간의 거리에 따라 각 x(n)과 m(n)간의 정규화된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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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cm)

A

B

C

SPL(DB)

잡음

0.2889

0.3001

0.3122

-63.59

0

0.9754

0.9602

0.9931

-57.07

2

0.9481

0.8279

0.9749

-61.06

4

0.8808

0.8294

0.9500

-63.61

6

0.8070

0.7325

0.9297

-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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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울 수록 1 에 가까운 큰 값을 나타내지만

8

0.7051

0.6253

0.8876

-64.82

10

0.6489

0.5572

0.8730

-65.00

12

0.5990

0.4665

0.8347

-65.08

14

0.5309

0.3650

0.8119

-64.27

16

0.4907

0.2741

0.7545

-65.02

오보율(false alarm rate)이 0.1 이하를 만족하도록

18

0.2868

0.3866

0.7395

-64.64

설정하였다[5].

20

0.2865

0.2687

0.7181

-65.13

거리가

30

0.2864

0.2691

0.4920

-65.14

12 cm 로 짧고

40

0.2832

0.2674

0.3356

-65.09

멀어질수록

상관도가

점점

떨어져서

음

C

를

제외하면 14 cm 이후로부터 유의미한 상관도를 관찰
할 수 없었다. 이어폰과 마이크폰의 거리 12 cm 와
실험 결과를 통하여 상관도 검출 임계치를 0.4 로
설정하였다.

임계치

멀어질

수록

0.4

는

14cm

상관도가

이내에서

떨어져

검출이

어렵지만 일반적인 이어폰과 마이크간의 거리는 평균
12 cm 까지는 실험 결과로 충분히

누음을 검출하여 이어폰의 미착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거리와 음원에 따른 상관계수와 SPL
거리(cm)

A
속도(sec)

누적 상관 상관 계수이다. 두 신호의 기준 값을

2

0.2322

0.2322

0.2322

정하기 위해서 x(n) 신호가 재생되는 경우와 무음인

4

0.2554

0.2786

0.2322

6

0.2786

0.2786

0.2322

8

0.3483

0.3251

0.2554

10

0.3715

0.3947

0.2554

12

0.3715

0.4412

0.2786

14

0.4412

N/A

0.2786

표 2 의 값은 x(n)과 m(n) 에 대한 5 초 구간에 대한

경우에 대응되는 마이크 신호에 대한 상관계수 값을
비교하여 기준값을 정한다.

B 속도(sec)

C
속도(sec)

표 3 거리와 음원에 따른 검출 속도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추가 없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이어폰 착용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검출 알고리즘은 누음과
원음간의 상관계수를 기반하면, 이어폰 착용 여부에
따라 오디오 플레이어의 작동 여부를 제어할 수 있다.
실제 적용하고 실험한 결과 일반적인 음악 재생
환경에서 스피커와 마이크의 거리가 14cm 이하인
경우에

검출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stationary 한 잡음 외에 다양한 외부
소음이 들어올 수 있고 이에 대한 간섭 처리를

그림 3 거리와 음원에 따른 상관계수 그래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어폰이 개방된 상황에서
다시 착용할 때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Resume
그림 3 에 나타난 것과 같이 m(n)신호가 잡음만

기능에 대한 연구를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들어올 때는 x(n)과의 정규화된 상관계수 값이 평균
0.3 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타남을 볼수
있다. 반대로 누음이 마이크로 들어온 경우는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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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눈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고 눈 건강 관리법을 제안 받아
지속적인 눈 건강 관리를 가능하도록하여 눈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본 서비스의 목표이다.

요약문
본고는 장시간 PC 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눈
건강 관리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 서비스는 센서
디바이스,
리마인더
디바이스
그리고
PC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있다. 사용자는 모니터
상단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측정하고 리마인더를 통해 눈 피로도를
즉각적으로 알림 받을 수 있다. PC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주변 실내 환경에 따라 모니터 밝기, 색 도를
최적화 시켜주며 매일 달라지는 눈 피로도에 따라
적정 PC 사용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안한다. 또한 센서
디바이스를 활용해 쌍방향 인터랙션이 가능한 눈 운동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eye health care
platform for long time PC users. This service is
composed of a sensor device, reminder device
and PC application. Users can attach the
sensor to the top of the monitor and measure
the degree of users’ eye fatigue in real-time.
The reminder device can notify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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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gree of eye fatigue to users by using LED
colors and motions. PC application also let you
optimize the brightness of the monitor and
screen’s blue light in accordance with the
indoor environment. It provides information
about a proper time to use PC and rest time,
depending on the degree of eye fatigue, which
varies every day. Also, by utilizing a sensor
device, it provides the interactive eye exercise
game. Thus, this platform helps the users to
care their eye health continuously.

중 71%가, 여성 중 58%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해
눈 건강 관리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법을 몰라서’라는
답변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0%), 시간이 없어서 (8%), 비용 때문에 (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자의 대부분이 장시간 PC
사용과 잘못된 사용 자세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동반한
많은 눈 건강 악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자신의
눈 피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눈 건강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5,6].

주제어

1-2.

헬스케어, 컴퓨터, 사용자, 눈 건강, 안구 운동, 아바타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눈 건강을 위해 PC
환경 내에서 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PC
어플리케이션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안한다. 눈의
경우 심각하게 불편한 증상이 없을 시 방치하고
간과하지만 이는 안구건조증과 금시, 난시 등을
키우게 됨으로 평소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집중을 요해 사용자의 눈 깜박임 횟수를
저하시키는 전자기기의 사용은 눈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인데 그 중 장시간으로 이용되는 PC
사용으로부터 사용자들은 눈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Health care, PC, Computer, Eye health, Ocular
Movement Exercise, Physical ambient avatar

1. 서론
1-1.

연구 배경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이 눈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는 기기들을 사용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
안구건조증 발생률 75%에 달하며 30 대 후반 노안
비율이 5 년 만에 3%에서 7%로 증가하는 등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안과 질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2].

연구 목적

우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폰으로부터
분리하여 온전히 PC 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리마인더
역할을 하는 눈 형상의 피지컬 아바타를 만듦으로써
무음모드,
배터리
부족,
위치의
변동이라는
변수로부터 벗어나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헬스케어의 목적을 살리면서도 개인
업무 작업이 이루어지는 PC 환경의 제약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직장인들은 장시간 PC 사용하는 주요
타겟으로 심각한 눈의 피로도를 겪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컴퓨터 작업 시 50 분 마다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적당하며 하루에 5 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30%에서 안구 건조증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실제로 직장인 869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직장인의 하루 컴퓨터 사용시간이
8 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자가 47.6%로 가장 많았고
6-8 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자가 36.9%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휴식 없이 연속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시간의 비율은 2-3 시간 미만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1-2 시간 미만(27.6%), 4 시간 이상(20.1%),
3-4 시간 미만(13.5%), 1 시간 미만(5.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아니다’가 58.3%로 ‘그렇다’보다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 PC 를
사용하는 생활 패턴을 가진 현대인들이 눈 건강
악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4].

본 프로젝트의 서비스 명은 ‘PYE(Protects Your
Eyes)’이며 서비스 전체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센서 디바이스는 실시간으로 사용자 눈의
피로도를 측정하며 사용자 눈과 PC 사이의 거리
측정을 통해 올바른 자세를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한다.
둘째, 리마인더 디바이스는 사무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컬러 및 모션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PC
환경 내에서 자신의 눈 피로도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PC 어플리케이션은 PC 사용 시작 시점부터
활성화 되며 센서 디바이스와 연동된다. 색으로
나타나는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위젯에서도 알려주며
눈 피로도에 맞는 효과적인 PC 사용시간을 제안한다.

그러나 평소 눈 건강 관리에 대해 일반인 및
직장인의 63%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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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의 밝기에 따라 색온도, 밝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사용자의 눈 피로를 최소화하며
시선이동, 깜빡임을 이용한 눈 운동 게임에서는
센서의 눈 인식을 통한 쌍방향 인터랙션 방식으로
사용자의 흥미 유발과 지속적인 눈 관리를 유도한다.

이용한 플래시를 통해 눈 운동을 유도하며 움직이는
요소들을 터치하여 스코어가 쌓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간단한 게임 형식의 인터페이스로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눈 지압 마사지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종합적인 올인원 눈 건강 휘트니스 및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지향한다. 그러나 플래시 움직임을
통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눈 운동은 사용자가 실제로
정확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터치 방식의 게임은 눈보다 손의
신속함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눈의
깜빡임 횟수를 줄여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설문, 전문가 인터뷰, 사용자 관찰 Video
Protocol 을 통한 사용자 니즈 추출을 통해
장시간 PC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눈 건강 케어
서비스를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프로토
타입으로 구현하고 검증한다.

이전 연구들은 눈이 피로해진 후에 눈 건강
관리법을 제안하는 사후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 PC 사용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일부
기능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PC 사용 중에 장시간 PC 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총괄적인 케어 서비스는 없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장시간 PC 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눈의 피로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여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눈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눈 피로도 센싱과 알림, 흥미 유발
방식에 대해 연구 및 구현함으로써 제품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관련 연구
2-1.

눈 건강 관리 서비스

눈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안대 형태의 웨어러블형 눈 보호
디바이스
‘아이비케어(ibcare)’는
눈
주위를
마사지하며 LED 와 자연의 소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서비스,
'아이캐처(Eye-catcher)’는
카메라를
탑재하여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달한다. 콤팩트 형태로
휴대성을 강조하였으며 익숙한 사용성을 통해 눈
관리가 보다 편하게 느껴지도록 하였다. 이는 눈
건강과 관련된 기존의 제품들은 부피가 크고 눈
전체를 가리게 되어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작고 간편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컨셉을 제시하였다[7].

2-2.

사용자 조사 방법론

2-2-1. 설문 조사
다양한 직업 군을 가진 20-30 대 111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이용 행태와 눈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1 회 사용 시 지속시간이
컴퓨터가 압도적으로 길었으며 과제 혹은 업무로 인해
하루 총 이용 시간 컴퓨터(58.6%)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눈 피로도를 느낄 때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서는 44.1%가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 눈이 피로했다고 답했다. 눈 관리에 있어서는
자신의 눈 피로도에 대해 30.6%가 관심이 많다고
답했으나 응답자의 60.7%가 특별한 관리법을 행하지
않고 있었고 이유는 자주 까먹거나 관리법을 잘
모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웨어러블 형태의 눈 건강 관리
서비스는 사용자가 의식적으로 눈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집중을 요하는 PC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또한 눈이 피로해진 후에 일시적인 안마, 긴장감
해소 등의 건강 관리법을 제안하는 사후 건강 관리
서비스이다.
‘f.lux’는 PC 사용 시에 시간에 맞춰 청색
파장(블루라이트)을 줄이고 적절한 색 온도를
조절하여 스크린으로부터 사용자의 눈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이다. 이는 PC 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청색광으로 인한 눈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로 사용 전/후 효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청색광만을 줄여주는 일시적인
서비스라는 한계점이 있다.

2-2-2. User Observation
사용자의 PC 이용 행태와 PC 를 사용하는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문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적절한 PC
환경 및 습관과 비교 및 대조하기 위해 16 명의
참가자들을 Video Protocol 를 통해 추가적으로

눈 운동과 관련된 서비스 또한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인 ‘아이
케어 플러스(Eye Care Plus)’는 눈의 피로도를 풀어
줄 수 있는 원근, 명암, 움직임, 깜빡임 등의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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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 대상은 20-30 대 PC 를 장시간
사용하는 직장인, 대학생,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실험하였다. 참가자들은 평소 PC 를 사용하듯이 개인
자리에서 PC 로 개인 업무를 작업하도록 하였고 이를
데스크탑 모니터 및 노트북에 부착된 캠 카메라와
별도의
카메라
총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2 시간에서 3 시간 가량 촬영하였다. 캠
카메라로부터 PC 를 이용할 때 사용자의 눈 깜박임의
변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별도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참가자의 PC 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하였다.



나타났다. PC 모니터 환경 설정의 여부는 키보드
단축키를 통해 수동적으로 조절하는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조절은 전혀 하지 않거나 자동 모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눈 관리에 있어서는
전혀 하지 않거나 인공눈물 투약, 멀리 쳐다보기, 눈
감고 휴식하기 등 현재 눈 피로도에 대한 별다른 진단
없이 평소에 하던 관리법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사항에서도
걷기나 수면, 운동과 같이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고 눈 건강 관리와
관련된 보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참가자는
없었다. 이를 통해 적정 PC 사용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눈 건강을 돕는 올바른 PC 모니터 환경 설정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눈 피로도에 대한 진단 정보나 그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법 또한 무지함을 알 수 있었다. PC 를 사용하는
환경(Environment)과 책상 위의 사물(Object)과
관련하여 나타난 참가자들의 특징으로는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참가자가 많았으며 노트북을 사용하는
참가자 또한 휴대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지속으로
사용하는 패턴을 보였다. 스마트폰의 위치는 신체와
가까운 쪽에서 우측에 많이 놓여있었으며 모두 진동
혹은 무음모드로 설정해두었다. 또한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을 제외하고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사물들로는
마우스, 키보드, 태블릿, 충전기와 같이 디바이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터 혹은 포스트잇, 컵, 달력 등
사무용품과 밀접한 소모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통해 스마트폰이 아닌 온전히 눈 피로도에 대해
사용자에게
인지시켜줄
수
있으며
모니터
스크린으로부터 시선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부가적인
리마인더 역할의 디바이스가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PC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과 워드작업 프로그램 그리고
SNS 메신저였으며 특히 인터넷을 사용할 때 화면
전환이 빈번하게 일어나 피로감을 더욱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인터넷을 사용할 때 눈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별도의 설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림 1. Video Protocol 방법론에 의한 사용자 조사

2-2-3. Interruption Interview
2 시간 분량의 1 회 촬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변수와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Video Protocol
실험을 하는 도중 참가자들에게 PC 사용 행태와
관련한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은 하루 평균
PC 사용시간, 쉬지 않고 집중하여 PC 를 사용하는
최대 시간, 평균 쉬는 시간, 주로 이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쉬는 시간에 하는 행동,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 등 하루 평균 이용 행태와
더불어서 평소 사용하는 헬스 관련 어플리케이션,
눈을 관리 하는 방법 등 비디오 촬영에서는 알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해 물었다. 또한 화면 밝기를
조정하는 방법, 문서의 텍스트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참가자의 해결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3. 분석 방법
인터뷰 및 관찰 내용을 Action, Environment,
Interaction, Object, User(AEIOU)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8]. 먼저 행동(Action)과 관련하여 나타난
참가자들의 특징은 하루 평균 6 시간에서 10 시간
가량 PC 를 사용하며 쉬지 않고 사용하는 최대 시간은
2 시간에서 3 시간으로 나타났다. 쉬는 시간은
15 분에서 1 시간까지 폭이 넓고 다양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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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PYE)’는 [그림 3]과 같이 눈 깜박임 및
업무환경을
측정하는
센서디바이스와
정보를
전달받아 피드백하는 리마인더 디바이스, PC 환경을
최적화하는 PC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되며 회사 업무 환경에 맞추어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하나의 서비스로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는 크게 눈 피로도 알림, 눈
피로도에 따른 PC 사용 방법 제안, 눈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방법 제안 이렇게 세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4. 인사이트 도출
본 논문에서 설문, 사용자 관찰, Interruption
Interview 와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해 사용자의 PC
이용 행태 및 눈 건강 관리와 관련하여 크게 3 가지의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다.
a

현재 자신의 눈 피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b 눈 상태에 적합한 PC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
c

짧은 시간 내 눈 피로를 풀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른다.

3-1.

각 도출된 인사이트는 곧 사용자의 니즈와 연결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눈 피로도 알림

모니터 위에 장착된 센서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눈 피로도 측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처음 PC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하루를 시작할 사용자의 기본적인 눈 피로도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PC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업무 작업 시 실시간으로 눈 피로도를 센싱한다.

A. 현재 자신의 눈 피로도를 바로 알고 싶다.
B. 올바른 PC 사용 습관을 들이고 싶다.
C. 눈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흥미를 돋우는 눈
운동 방법을 알고 싶다.

3-1-1.

5. 서비스 구성

눈 피로도의 기준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기준이 존재하는데 객관적
지표는 눈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최대 시간과
분당 눈 깜박임 횟수를 말한다[9,10]. 처음 PC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눈을 깜박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측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단계를 거친
뒤, 분당 눈 깜빡임 횟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인지한다.



그림 3. ‘파이(PYE)’의 구성요소





그림 5. 눈 피로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

[그림 5]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시간과 분당 눈 깜빡임 횟수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정의하였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의 경우

그림 4. ‘파이(PYE)’의 외형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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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초 미만을 매우 나쁨 상태로 정의하였고
16 이상부터 23 초 미만을 나쁨, 23 초 이상부터
32 초 미만을 보통, 32 초 이상부터 40 미만을 좋음,
40 초 이상을 가장 좋음 상태로 정의하였다. 분당
깜빡임 횟수의 경우 1 분당 5 회 미만을 가장 나쁨,
5 회 이상부터 8 회 미만을 나쁨, 8 회 이상부터 13 회
미만을 보통, 13 회 이상부터 15 회 미만을 좋음,
15 회 이상을 가장 좋음 상태로 정의하였다.



객관적 지표에서 측정되는 사용자 눈 피로도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피곤한
정도(tired)와
건조한
정도(dried),
흐릿한
정도(blurred)를 묻는 세가지 문항의 7 단계로
나누어진 결과 값을 눈 피로도 측정 기준에
포함한다[11].

3-1-2.

눈 피로도 측정 방법


그림 6. 센서 디바이스 프로토타입

3-1-3.



따른

PC

앞서 언급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통해
얻어진 값에 따라 사용자의 눈 피로도를 리마인더
디바이스 중심부에 다섯 가지 색상으로 표현한다.
적신호를 나타내는 붉은 빛으로 가장 나쁨 상태
표현하고 청신호를 뜻하는 파란 빛으로 가장 좋음
상태를 나타내었다. 그보다 낮은 단계인 나쁨과 좋음
단계는 조금 연한 색상의 불빛인 분홍색과 하늘색으로
표현하였고 보통 상태는 하얀 빛으로 표현하여 빛으로
인한 판단 오차의 범위를 줄이고 상태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를
높였다.
또한
이를
PC
어플리케이션에서 바탕에 항시 띄워져 있는 위젯
형태로 색상과 글씨를 통해 PC 상에서도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눈 피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사용자의 눈 피로도는 모니터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센서 디바이스로 감지한다. 센서 디바이스에는
사용자의 눈 깜빡임을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와의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거리센서가
내장되어있다. PC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센서
디바이스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초기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눈을 깜박이지 않고 참는
시간을 카운팅하고 평소 작업 시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분당 눈 깜빡임을 측정하여 값을 도출하다.



그림 8. 측정된 눈 피로도에
어플리케이션의 다섯 가지 색상

그림 9. 눈 피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일, 주,
월별로 시각화한 PC 어플리케이션 History 화면

측정되어 전달되었던 사용자의 눈 피로도 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일, 주, 월별로 시각화 된 PC
어플리케이션의 History 화면을 통해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다. 시각화 된 정보는 주 별의 경우 현재
시점부터 일주일 전, 월 별의 경우 현재 시점부터 열두
달 간격으로 제공된다.

눈 피로도 상태 전달 방법

History 화면에서는 눈 피로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주일 간 사용자와 모니터와의 평균 거리, 눈
운동 게임 기록 등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다.

그림 7. 측정된 눈 피로도에 따른 리마인더
디바이스의 다섯 가지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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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눈 피로도에 따른 PC 사용 방법 제안
3-3.

문헌 조사 결과, PC 를 사용할 때에는 적정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모니터와의 거리를 60cm
내외로 유지하며 스크린 상의 이미지와 텍스트 크기를
작게 보지 않으며 실내 조명이 500lux 일 때 40 에서
60 Lumens 의 화면 밝기와 6500K 정도의 색 온도가
적합하며 실내 환경이 변할 시 그에 최적화된 화면
밝기와 색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2].

시선이동, 깜빡임, 원근감 조절, 밝기 조절과 같은
눈 운동은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13].
이와 같은 눈 운동의 요소들은 사용자가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눈 피로도와 더불어 PC 사용 습관 및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피드백하고 실내 환경에
따라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화면 최적화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PC 어플리케이션의 위젯 형태로 눈
피로도를 색상으로 전달하는 화면에서 눈 피로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적정 PC 사용시간 및 휴식시간
플랜을 제공한다. 플랜에 따라 적정 휴식시간이 되면
맞추어 오른쪽 사이드 부분에서 알림창이 나타나며
리마인더 디바이스 또한 좌우 진동 움직임으로써 바쁜
업무로 신경을 쓰지 못할 때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60cm 이하로 다가갈 경우 PC 어플리케이션의
오른쪽 알림 경고창과 함께 리마인더 디바이스의
각도가 사용자에 맞추어 앞으로 기울이게 된다. 이에
대한 반응은 10 분 이상 지속될 경우 나타나도록 하여
잦은 반응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위험을 방지하였다.
또한 작은 이미지와 텍스트로 인해 사용자가 모니터로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을 막기 위해 텍스트 크기
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사용자가 모니터로부터
가까워지면 텍스트와 이미지가 작아지고 멀어지면
텍스트와 이미지가 커지도록 하여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화면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또한 잦은 화면 전환으로 눈의 피로도가 더욱
느껴졌던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난색모드, 암실모드, 색 반전모드 기능을 제공하여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눈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방법 제안



그림 11. PC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눈 운동
게임 화면

‘파이(PYE)’는 센서를 이용한 쌍방향 인터랙션과
게임 요소를 접목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지속성을
유도하고자 한다. 제공하는 눈 운동 게임으로는
음악에 맞춰 깜빡이면 센서가 눈 깜빡임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스코어가 쌓이게 되거나 곳곳에 숨어있는
반짝이는 아이콘을 바라보았을 때, 움직이는 아이콘을
따라가 잡았을 때 스코어가 쌓이는 방식의 게임들이
있다. 이들은 눈 깜빡임과 시선이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귀여운 캐릭터와 음악적 요소를 통해 사용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4.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의
목적으로 간단한 측정 방식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사용자의 눈 상태와 피로도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또한 오프라인 상에서 리마인더
디바이스의 LED 빛의 색상 변화와 모션을 통해
사용자의 업무에 방해 받지 않는 선상에서 눈 피로도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눈
피로도에 따라 하루 적정 PC 이용 시간과 휴식 시간에
대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다. 사용자가 의식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PC 를 사용할 때면 자동적으로
눈 피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쌍방향
인터랙션을 통해 진행되는 눈 운동 게임을 통해
사용자는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0. 인터넷 환경에서의 화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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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인".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2014. 12, 369-371.

5. 결론 및 논의
장시간 PC 이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용자의
눈 건강은 앞으로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5060 대 눈 질환이었던 노안 증상이 30-40 대 성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더욱 앞당겨지고
이 외의 다양한 노인성 안구 질환 증상을 보이는 젊은
세대가 증가할 것이다.

8. Vijay kumar, “101 Design Method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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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your organization,2013), pp. 104-105.
9. 서영우.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눈 피로의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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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1327-1332.

우리는 다양한 사용자 조사 방법론을 통해 추출된
사용자 니즈로 이미 악화된 눈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하기보다 눈이 악화되는 것으로부터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였다. 본 서비스는
장시간 PC 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눈의
피로도를 깨닫고 지속적인 눈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편하고 쉽게 눈의
피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조준성. “청소년에서 컴퓨터 작업의 종류와 작업
시간이 눈 깜박임 횟수와 안구건조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과학회지』, 2007, 48(11), pp.
1466-1472.
11.Ames SL, Wolffsohn JS and McBrien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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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Symptom
Questionnaire for Assessing Virtual Reality
Viewing Using a Head-Mounted Display”.
『Optom Vis Sci』, 2005, 82, 168-176.

추후 연구로는 구현된 프로토타입을 통해 실제
사용자 검증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센서
디바이스의 정확도(accuracy)를 측정할 것이다. 센서
디바이스의 정확도가 검증이 되면 피지컬 리마인더와
연동하여 리마인더 알림 방법이 사용자가 업무에
몰입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12.Fakhar
Zaman,
Healthy’(2013.07)

‘Keep

Your

Eyes

13.JKSSPE, “시력회복운동기의 안구운동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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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시간제나 전일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
상호소통의 부족과 친밀감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특히 감정적인 교류의 부족으로 인해 아이의
정서적 성장과 자신감 형성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요약문
최근 몇 년간 한부모가정의 가구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에서는 자녀 양육비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부모가 풀타임 직업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부모와
자녀가 감정적으로 소원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존감 형성 시기의 자녀가 부모와
독립적인 공간에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를 디자인하는 데에 있다. 감정
소통과 즉각적인 음성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감정 블록
COBLOC 을 통해 한부모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더라도 교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고,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 간 소통 기회로
활용되는 식사시간을 구체적인 컨텍스트로 선정하여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아이가 독립적인 공간에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원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기획, 디자인,
개발하려는 데에 있다. 특히 오감 중에서 촉각을 활용한
장난감을 통해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즉각적으로
교감할 때 부모와 아이 간의 친밀감과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관련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고 사례들을 분석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디자인 컨셉을 선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직접 제작하고 사용자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ABSTRACT
The number of single-parent household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in years. Single parents
have to work full-time in order to raise their
child, which causes them to spend less time with
child. This leads both sides to feel emotionally
distant from each other. In this paper, we focus
on helping child in the phase of forming selfregard and single parent to interact better using
COBLOC, although they are in distant area.
With COBLOC, we expect to improve
interaction between single parent and their
child.

관련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 중에서 주로 사용자간의
친밀감과 상호소통 증진에 대한 연구 및 프로젝트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커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촉각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비언어적
피드백을 제공한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Frank
Vetere 외(2005)의 Hug Over a Distance 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포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스마트 의류와 웨어러블 기술을
적용했으며, Hand Holding 은 상대방을 만지는
행동을 시뮬레이션하였다[2].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비언어적 소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감정이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제약들이 있었다. Gustbowl[3]은
부모와 자녀간의 사진 공유를 통해 강한 유대감을

주제어
한부모가정; 감성적 상호작용; 친밀감; 촉감을 이용한
장난감

서론
통계청에 따르면 2012 년 한부모가정의 수는 167 만
가구에 육박하였지만, 제대로 된 정부 양육 지원을 받는
가정은 8.2%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체
가정의 빈곤율이 16.5%%인데 반해, 경제적 지원의
부족으로 한부모가정의 빈곤율은 37.8%로 나타났으며
[1], 그들은 대부분 양육비 부족이나 가사노동 시간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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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하였고, 서로 떨어져 있는 부모와 자녀가
일상용품들을 통해 추억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으로는 Memory Box[4]가 있었다.

그림 3. COBLOC 의 블록 세트 구성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Memory Box 의 경우에는 용품을 통해 감정적으로
소원한 아이와 엄마를 연결해 주는데 적합한
제품이지만, 여전히 즉각적인 메시지 교환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림 4. 아이 블록

디자인 컨셉
그림 4 는 주로 나무로 이루어진 아이 블록이며 led
matrix (8x8)가 사용되었다. 나무 블록은 육각형의
형태로 각 면에는 다양한 감정 블록 중 어떤 것을
부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내장된
reed switch 는 감정 블록에 내장된 자석과 반응하여
엄마 블록에 감정을 보낸다. 또한, RFID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는 부모가 남긴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메인 블록이 부모가 준비한 음식의 주변에 붙여져 있는
RFID 스티커를 인식하면, 스티커에 녹음된 부모의
메시지가 재생된다.

친밀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프로젝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마고치 캐릭터를 이용해 자녀의
눈높이에서 감정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감정 블록
COBLOC 을 제안하고자 한다.
COBLOC 은 부모와 자녀가 감정 단어와 녹음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서로
함께 있지 않더라도 간단한 블록 인터랙션만으로
메시지를 공유하며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매듭 형태로 형상화된 COBLOC 의 로고는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 감성적인 연결과
친밀함을 상징한다.

그림 1. COBLOC 로고
그림 5. 감정 블록

프로토타입

그림 5 에 나타나 있는 감정 블록은 총 5 개의 감정
카테고리(즐거움, 슬픔, 분노, 공포, 사랑)로 나누어져
있고, 이는 다시 세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아이가
각 감정 블록을 아이 블록의 지정된 면에 부착하면,
부모 블록의 led matrix 에 아이의 감정 단어가
전송된다. 가상 공간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인터랙션에 제약이 있는 스마트폰이나 pc 와 달리,
블록이라는 텐지블하고 촉각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공간인지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아동의 지각적
감각 발달을 돕는다[5].

그림 2. 전체 블록 구조도
COBLOC 의 프로토타입은 크게 ‘아이 블록’, ‘감정
블록’, ‘액션 블록’, ‘부모 블록’ 의 4 가지 형태의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는
소통을 위한 감정 블록 세트인 아이 블록, 액션 블록이
주어지고, 부모에게는 부모 블록이 주어진다.

그림 6. 액션 블록
그림 6 은 감정 블록의 정보를 전달하는 전송
블록(좌측)과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녹음
블록(우측)이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맞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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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고. 부모와 자녀간 소통의 부재로 인한 아이의
외로움 해소 및,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 또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프로토타입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소재 및 기술적
구현을 더 보완할 것이며 보다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UI 개발을 위해 SHADOWING, CULTURAL PROBES,
DIARY STUDY 등의 유저 테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블록을 선택한 다음, 전송 블록을 추가로 부착해서 부모
블록으로 감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사사의 말
그림 7. 부모 블록
그림 7 은 정사각형 형태의 led matrix(8x8)가 내장된
부모 블록이다. 우측의 적색 버튼은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좌측의 청색 버튼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가 감정 표현을 보내면 이에 해당하는
감정단어가 부모 블록의 led matrix 에 표시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CAC15113 )인 연세 사물인터넷 UX
아카데미로부터 부분적인 재정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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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 부모 가정의 부모와 자녀간 유대관계
의향상을 위한 촉각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감성 블록 COBLOC 을 제안하였다. COBLOC 은
장난감 형태의 블록과 촉각적인 피드백을 활용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가 지니고 있었던 비언어적이고
간접적인 소통을 중점으로 두되 감정을 동시에
전달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는 한계를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COBLOC 은 아이가 감정을 느낀 후
아날로그 블록을 통해 감정을 표현 및 전달할 수 있고,
음성 메시지를 통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는 자녀의 공간인지 및 지각,
감각 능력의 발달과 함께 감정 표출능력 발달에도

5. Xu, Diana. "Tangible user interfa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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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Conference in the Department of
Computi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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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ard by customer reward program dealt in the

요약문
본

Hongik Univ.

marketing field.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연구는

국내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서

analysis of energy saving program, this study

사용자의 에너지 절감 행동을 유도하는 9 가지

recognizes the application of reward types in the

요소(Yun et al.) 중 보상(Reward) 요소의 적용

current program. As a result, in the rewarding time

수준이 미비함을 발견하였다. 보상 전략의 적용을

factors, the accumulated reward that provides

높이고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보상 요소에 초점을

compensation after the program is over, are used.

맞춘

이

논문은

마케팅에서

다뤄지는

고객

And among the types of reward properties,

보상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여 실용적, 쾌락적 보상

utilitarian and hedonic types were mostly provided

유형과 즉시, 지연의 보상 시점을 새롭게 정의한다.

together, but hedonic reward type was given in

재정의된 보상 유형과 보상 시점에 따라 국내외

every case study. The result of the study proposes a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의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현

theoretical foundation to promote user energy

프로그램의 보상 요소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saving action, in the designation of reward

결과, 보상 시점으로는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량과

program. But, the research of middle reward and

노력이 축적되어 보상되는 지연 보상이 대체로

negative reward should involve the follow-up

사용되었고, 보상 유형으로는 실용적 보상과 쾌락적

study.

보상이

적절히

대부분이었으나

혼합된
모든

형태로
사례에서

제공되는
쾌락적

것이

주제어

보상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감, 보상 유형, 보상 시점

행동 유도를 위한 보상프로그램 설계의 이론적
기틀을 제시한다. 그러나 보상 유형과 시점을 더

서론

세부적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 후속 연구로는 최종 목표 중간에 보상물을

경기도는 지난 6 월 ‘에너지 비전 2030’을 통해

제공하는 중간 보상에 대한 연구와 에너지 절감

2030 년까지 전력 자립도를 70%로 끌어 올리면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공하는 부정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까지 상향시키겠다고

보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표하였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지 않은

ABSTRACT

다름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수록 높아져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탐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에너지 고갈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에너지

There is a study that the application of reward

사용량을 절약하여 기존의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factor is incomplete in the domestic and foreign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사용자가

energy savings program among the 9 factors that

목표를 더 쉽게 성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태도나

promotes the user behavior level in energy savings

행동을 바꾸는 기술에 대한 연구(Geller 2002,

program, proposed by Yun(2013). So, we redefine

Oinas-Kukkonen et al. 2009)를 에너지 분야에

hedonic, utilitarian reward and immediate, delayed

초점을 맞춰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용자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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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개입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다(Yun et al.

제공

2013). 사용자의 에너지 절감 행동을 유도하는 9 가지

구분하였다(Dowling et al. 1997).

시기

그리고

보상물

형태로

요소를 제시한 Yun(2013)의 연구에 따라 국내외

보상물을 제공하는 단체와 관련하여 보상 유형을

에너지 관련 기업의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나누면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감정호소(Engagement),

제어(Control),

직접 보상은 고객에게 구매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보상(Reward) 요소의 적용 수준이 미비하다는 것을

있는 제품을 보상하는 것이다. 간접 보상은 구매

발견하였다. 그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 또는 제휴사의

중

보상

요소의

경우, 개입이

중단되는 즉시 효과의 일부가 사라진다는 연구

사은품을

결과(Abrahams et al. 2005)도

Dowling et al. 1997). 보상 유형에 관련하여

존재함에

따라

제공하는
보통

것이다(Nord

간접

보상보다

et

al.

직접

1980,

사용자의 에너지 절감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고객들은

보상을

있는 보상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Dowling et al. 1997).

연구는 보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유형별,	
  시기별

보상물의 속성에 따라 나누면 실용적 보상과 쾌락적

보상 전략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행동

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용적 보상은 제품이나

유발 및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고객과 기업

서비스 등의 기능과 비용 대비 가치에 중점을 두는

또는 서비스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마케팅

것이고

전략으로 보상의 유형과 시기에 관해 연구되어 온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나타내거나 감각적

‘고객 보상프로그램’라는 전략을 가져와 에너지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Park et al. 1985). 쾌락적

분야에 맞춰 재정의하고자 한다. 연구 절차로는 먼저

속성의 보상물은 맥주, 와인, 여행 티켓 등이고

고객 보상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한 여러 연구에서

실용적 속성의 보상물은 알카라인 건전지, 인버터

보상 유형 및 시점에 관한 정의와 실험 사례를 정리한

스탠드, LCD 모니터 등의 예를 들 수 있다(이석규 외

뒤 에너지 분야에 맞춘 보상 유형과 시점을 재정의 및

2005, 우상철 외 2008, Voss et al. 2003). 실용적

분류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로 사용한다. 이후에 현재

보상물 속성의 가치는 기능적이며 필수적인 특징이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의 에너지 절감 보상

있으며 선호해야만 할 것 같은(should preference)

사례를 조사하여 재정의한 보상 유형과 시점에 따라

속성이

분석한 뒤 논의할 점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감정적이며

이는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어떤 보상

나타내며 선호하고 싶은(want preference) 속성을

쾌락적

있으며,

보상은

쾌락적

감각적인

제품이나

보상물

경험

서비스를

속성의

혹은

즐거움

가치는
등을

요소를 어느 시점에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에너지

의미한다(Bazerman et al. 1998). 실용적 보상물은

절감

즉시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좋고 쾌락적 보상물은

및

지속적인

행동을

유도하는지

결과를

도출하여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축적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았다. 고객 혹은

보상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보상에서

쾌락적

나눈다. 일반적으로 쿠폰, 사은품, 상품권 등 형태를

전략 도구이다. 또한 고객의 가치 제안과 목표

지닌

고객들을 제품에 위치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이런

실용적

노력이

형태와 관련지어 유형적 보상과 무형적 보상으로

제품 혹은 서비스와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마케팅

1997).

선호도는

위한

al. 2003). 유통채널 형태에서는 보상 유형을 보상물

자극을 공급하여 고객들을 기업이나 기업이 생산하는

al.

증가할수록

획득하기

노력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하기 때문이다(Kivertz et

구매 후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 외에 부가된

et

보상물을

보상으로 전환되는데, 이유는 쾌락적 보상을 통해

고객 보상프로그램은 고객이 재화(제품이나 서비스)

준다(Dowling

소비자들은

보상을

유형적

보상이라고

하며

특별한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받는 등 형태를 지니고 있지

고객

않은 보상을 무형적 보상이라고 한다. 충성도가 높은

보상프로그램은 기존의 고객을 주타겟으로 정하여

고객일수록 무형적인 혜택 요소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이들의 충성도를 높여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나왔다(이재문 1999). 우상철(2008)은 현금성 보상과

마케팅 전략으로 쓰이기도 한다(Sharp et al. 1997).

비현금성 보상으로 유형을 나누었고, 이때 현금성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의 포인트 제도, 항공사에서

보상은 현금을 직접적으로 할인해 주거나 현금 대신

제공하는 항공마일리지 제도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쿠폰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며 비

부가적인 자극 요소로 기존 고객 유지 및 새로운

현금성 보상은 현금 이외의 다른 보상물을 나타냈다.

고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준다. 보상프로그램의

일반적으로 현금성 보상이 비 현금성일 때보다 더

개념을 자극물 구성의 형태로 분류하였는데, 보상물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레스토랑에서는 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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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물이 보상 시기에 관계없이 높은 효과를 보였다.

보상물 증정하는 시점을 가까운 미래(1 개월 후)와

연구에 따르면 고객들은 편리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먼미래(12 개월 후)로 나눴다. 낮은 가치의 실용적,

열망적인

쾌락적 보상물일 경우 시간적 거리는 영향이 없었다.

가치가

있는

현금성

보상물을

선호한다(Dowling et al. 1997). 현금성 보상의

하지만 값비싼 실용적, 쾌락적 보상물일 경우 시간적

성공적인 사례 중 한 가지로 중국의 세금 징수

거리가 긴 먼미래일수록 쾌락적 보상물을 선호하는

시스템을 만든 Fapiao 사를 들 수 있다(건국대학교

모습을 보였으며 보상 시기가 가까울수록 실용적

산학협력단

보상물에 비해 쾌락적 보상물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2013).

1998

년부터

2003

년까지

베이징과 텐진의 세금 수입에 관한 복권 영수증의

낮아진다(Kivetz et al. 2002).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각 도시 안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보상 유형과 시점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보상

21.5%와 10.3%의 부가세 성장률을 경험하였다. 또한

사례 분석

복권 보수가 3 천만 위안인 반면 세금 수입이 9 억

고객 보상프로그램의 실패와 성공요인은 어떻게

위안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발적이지만 현금성

보상물을 디자인하고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달려있다

보상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석규 외 2005). 따라서 보상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승환(2013)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성공적인 에너지 절약 행동 유발을 위해서는 에너지

게임으로 학습시 피드백 요소를 긍정적 보상과

소비특성이 고려된 유형의 보상물을 적절한 시점에

부정적 보상으로 나누었다. 긍정적 보상은 학습자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정답을 맞힐 때 스코어가 증가하며 부정적 보상은

보상물을 획득하기 위한 고객의 노력이 증가할 수록

그와 반대로 오답일 때 스코어를 차감하는 것이다.

선호도는 실용적 보상에서 쾌락적 보상으로 전환됨을

긍정적 보상을 받은 학습자들은 안정, 만족감 등을

알 수 있다(Kivertz et al. 2003). 에너지 절약 행동

느끼며 내재적 성취동기를 최대로 유발하는 효과를

유발을 위한 보상프로그램에서 소비자의 노력은 가장

주며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상 시점은 보상물을 제공하는 시점에 따라 즉시

에너지 보상 유형을 보상물의 속성에 따라 쾌락적

보상과 지연 보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즉시 보상은

보상과

구매를 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실용적

보상으로

나누고,

보상

시점은

보상물을 제공받는 시점에 따라 즉시 보상과 지연

지연 보상은 소비자의 구매량, 구매 빈도에 따라
축적된 정보에 의해 일정 기간 누적되어서 제공하는

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것이다. 즉시 보상 시에는 실용적 보상에 높은

에너지 절약 행동 유발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에서

선호도를 나타냈고 지연 보상 시에는 쾌락적 보상이

실용적 보상물이란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행동을

높게 선호되었다(김보영 외 2013). 고객들은 만족한

수행하였을때

상황에서는 주로 즉각 보상보다는 지연 보상을 더

실제로 도움이 되며 필수적인 속성을 갖는 유, 무형의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한 상황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말하며 생필품이나 현금 등 유형적

지연

보상보다

즉각

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획득하게

되는

보상물로,

생활에

제품 뿐만 아니라 생필품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나타났다(Dowling et al. 1997). 이석규 외(2005)의

마일리지나

연구에서는 보상 시점을 즉시 제공, 축적 제공으로

포함된다. 또한 쾌락적 보상물이란 소비자가 에너지

나누었으며 즉시 제공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자극물을

절약 행동 수행시 얻게 되는 보상물로 정서적 유희나

포인트

등의

무형적

제품도

이에

투입할 때 구매 즉시 발생하는 구매 금액 가치에 따라

즐거움 등 감정적 경험을 주는 유, 무형의 제품과

그 자리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축적 제공은

서비스로 여행 상품권이나 기부 기회 등 오프라인

기업이

구매

채널에서 주어지는 유, 무형의 제품 뿐만 아니라

상황마다 구매 금액 가치를 적립하여 일정한 수준에

온라인 채널에서 주어지는 레벨이나 순위, 메달 등도

소비자에게

자극물을

투입할

때

이르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실용적 보상물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제공할 때는 축적 제공보다는 즉시 제공하는 것을

행동 유발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에서 즉시 보상이란

선호하였고 쾌락적 보상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축적

에너지 절약 행동 실천 즉시 보상하는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즉각적이고 단기적이며 실시간의 성격을 가진다.

나왔다. 박세훈(2007)의 연구에서는 고객의 보상물

즉시 보상은 소비자의 절약 행동 실천 즉시 상품이나

선택(신청) 시점과 소비(증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서비스를 지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거리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보상물 선택 시점에 따라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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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구도에서의 자신의 위치 상승 등을 제공하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보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지연 보상이란 에너지 절약을

에코마일리지의 또 다른 보상으로 ‘명예의 전당’

위한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보상물이 축적되어 실천

(그림 1)이 있다. 이 보상은 금, 은, 동메달에 해당하는

시점과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보상하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성격을 띤다. 즉

사용자를 각각 선정하여 메달 배지를 부여할 뿐만

최종 목표

아니라 등급에 따른 소정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후에

도달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급하는 프로그램뿐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명예의

아니라 일정 목표 도달시 월간, 연간 등의 주기성을

전당은

띄고 유, 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실용적

보상과

순위에

따른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쾌락적 보상이 혼재된 형태의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보상이다. 보상 시점으로는 마일리지 적립과 명예의

앞에서 재정의한 실용적, 쾌락적 보상 유형과 즉시,

전당 둘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소비자의 실천과

지연의 보상 시점 따라 현존하는 국내외 에너지 절감

시간적 거리를 두어 분기마다 제공하는 지연 보상을

프로그램을 분석해본 결과는 표 1 과 같다. 먼저, 국내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으로 2009 년부터 서울시에서

국외의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으로 CNEC, Power

시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는 가정과 학교,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House, Cool Choices, Lucid, Opower 총 다섯 가지

만큼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CNEC 는 Chicago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 참여

Neighborhood

프로그램이다. 6 개월 단위로 이전 2 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탄소

Energy

배출량을

준말로,

진행된 맞춤형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로 그 대상은

적립할 수 있다. 분기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아파트

주로 험볼던트 공원과 로간 스퀘어에 있는 아파트에

관리비를 내거나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하는 등 실제

살고 있는 저소득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구성되었다.

즉시 보상

지연 보상
쾌락적 보상

실용적 보상

서울시

분기별 마일리지 적립

에코마일리지
CNEC
미니게임
Power House

의

저소득층, 고령자의 에너지 절감 교육을 목표로

기준으로 5~15% 이상 절감시 1~5 만 마일리지를

실용적 보상

Challenge

2013 년에 6 개월간 진행했던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쾌락적 보상
-마일리지 기부
-명예의 전당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매달 아이콘 배지 부여

부여

-이웃과 랭킹 비교

클리어할

게임 내 자신의 집을 꾸

때 오는 재미, 즐거운

밀 수 있는 게임 아이템

감정

제공
-매달 상위 3 팀에
현금 수여

Cool Choices

-한 주 목표 완료한
무작위 2 명에게 현금

최종 우승 4 개 팀에
기부 기회 제공

수여
Lucid

빌딩간

랭킹

비교

(트로피 배지)

현금 또는 전기비 차감

Opower

각 지역의 유명한 점심
식사
스마일 표시

표 1. 국내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보상 유형 및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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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보상 전략을 통해

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4 가지 범주로

거주민들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였는데 첫째는

구분된 총 58 가지 행동 지침이 적힌 카드를 부여하는

상금을

수여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에서 우승한 거주자에게는 4 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보상은 매달 혹은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실용적이며 지연된 보상에
해당된다. 상금 외에도 인근 지역의 박물관이나
밀레니엄 공원의 아이스 스케이트 렌탈 비용을 매달
인센 티브로 추가 지급하였다. 두번째로는 매달 이웃
주민들 사이의 랭킹을 통해 거주자가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 중 몇 번째로 에너지를 절약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자는 본인의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매달 아이콘 형태의 배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그림 2). 두번째, 세번째 전략의 경우
그림 1.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명예의 전당’

한 달 동안 축적된 거주자의 노력에 따라 랭킹 순위를
제시하고, 아이콘 형태의 배지를 제공하는 지연
보상이며, 순위와 각기 다른 등급의 배지를 얻는
즐거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쾌락적인 보상에 해당된다.
Power House 프로그램(그림 3)은 스탠포드 대학의
에너지 ARPA-E 프로젝트 부서에서 진행한 리서치
스터디 프로그램으로 가상 주택을 활용하여 실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도록 유도한다. 이 사례는 실제

그림 2. CNEC 아이콘 형태의 배지

약 2%의 전기 절감을 이뤄냈으며,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 의 계정을 만들면 매일 사용자의 에너지
유틸리티 계정에 자신의 실제 에너지 사용량이
다운로드 되고 온라인 게임으로 전환된다. 사용자가
게임을 하는 동안 타플레이어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틈틈이 사용자의 습관이나 능력에
관한 설문지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응답을 완서시키면
게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보상으로는
이너지 절감량에 따라 가상의 게임 공간 내에서
자신의 집을 꾸밀 수 있는 태양광판, 풍차 등의 게임
아이템을 제공한다. 이는 가상 공간 내에서 활용
가능한

보상을

제공하여

자신의

게임

환경을

꾸밈으로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과시하여 만족을
얻는 쾌락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그림 3. Power House 게임 화면

축적된 절감량에 따라 게임 아이템이 보상되므로
이는 지연 보상에 해당된다.
Cool Choices 의 특징은 난이도, 자율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직장, 학교 내 개인 및 팀 단위의 구성원들이
플레이어로 설정된다. 온라인 게임 환경 안에서
커뮤니티별로 소통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팀장의 역할을 부여한다
던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에너지 비용 감축 정도

그림 4. Cool Choices 의 에너지 절약 행동 지침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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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진행된다(그림 4). 이런 행동 지침을 실천한

경쟁한 결과는 그림 5 와 같이 각 지역의 에너지 절감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행동의 난이도, 자율성,

률을 랭킹으로 보여주었고, 트로피와 메달 아이콘

감축량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또한 동시에

형태의 배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가장 높은 에너지

웹을 통해 본인 및 동료의 에너지 사용을 확인할 수

절감을 한 회사 사무실 직원들에게 그 지역의 유명한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보상으로는 매달 상위 3 개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두번째 사례로는 2013 년

팀에게 각각 100, 75, 50 달러를 제공하며 한 주의

Santee 지역에서 진행한 에너지 절감 대회에서

목표를 완료한 무작위 두 명에게 20 달러를 제공하여

Building Dashboard 를 활용한 Santee School

동기를

보상에

District 와 Clovis Unified School District 는 3 주에

해당한다. 최종 우승을 한 4 팀에게는 기부할 수 있는

부여하였다.

걸쳐 1600 달러를 절약했다. 우승자인 Santee 에

기회도 제공하였는데, 이 보상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rainforest’에서

경험하도록

게이트웨이를 제공하였다(그림 6).

하는

이는

지연된

쾌락적이며,

실용

지연된

보상에

해당된다.
빌딩의

에너지

나온

실시간

에너지

접근

Opower 사는 가정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이웃과의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에너지 사용량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며,

제공하는 Lucid 사는 빌딩 대시보드를 제공할 뿐만

이는 실제로 6 개월간 평균 2%의 에너지 소비를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앱을

감소시켰다. Opower 는 고객의 에너지 소비량을

기반으로 전기, 물, 천연가스 사용량에 관한 실시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온라인 보고서 및 앱 서비스와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Lucid 는 경쟁 구도를

더불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제공하는데 고지서

구축하여 특정한 건물, 기업, 학교에 속한 사용자가

앞면에는 지난 2 달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을 이웃의

자신의 건물과 다른 건물들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사용량과 비교하여 알려주고, 뒷면에는 에너지를

순위를 파악한 후에 에너지를 스스로 절감하도록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제시한다. 고지서

유도한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한 단체에게 맞춤형

앞면에는 일종의 참 잘했어요와 같은 도장 역할을

보상을 제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각각의 실사례를 통

하는 스마일 이모티콘이 표시되는데 에너지 사용량이

해 어떤 에너지 절감 효과와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알

일반 가정의 평균 사용량보다 적을 경우는 1 개, 평균

수 있다. 첫번째 사례로 터너 건설 업체는 Lucid

사용량의

80%

이하일

경우는

2 개의

스마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섯 개의 지역에 나누어져

이모티콘이 함께 표시되어 제공된다(그림 7). 이는

있는 회사 사무실의 에너지 사용량을 경쟁시켰다.

고지서의 특성상 지연된 보상이며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정서적 유희를 주는 쾌락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5. Lucid 터너 건설 업체 사례의 빌딩 대시보드

그림 7. Opower 종이 고지서. 에너지 절감량에 따른
스마일 표시.

앞서 언급한 국내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표 1), 보상 시점에서는 대체로 지연
그림 6. Lucid Santee 지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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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사용되었고, 보상 유형으로는 실용적 보상과

(송미나 2010). 중간 보상의 예로 앞서 연구한 Power

쾌락적 보상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

House 의 경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미니

결과 프로그램 보상시 실용적 보상보다 쾌락적

게임을 제시하여 자신의 수행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보상의 사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있게 하거나 각 세션을 완료할 때마다 게임 아이템을

즐거움과 재미 등 감각적인 경험을 자극하는 보상

제공하였다.

유형이 더욱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절한 부정적 보상 또는 중간 보상은 사용자가
행동하는 과정에 자극을 주어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본 연구 및 선행 연구의 보상 유형들은 주로 고객

연구가 진행된 긍정적 보상의 유형 뿐만 아니라

보상프로그램에서 가져온 보상의 속성을 사용하였기

부정적 보상의 유형과 중간 보상 시점에 대한 연구가

때문에 긍정적 접근의 보상이 대부분이며, 에너지

필요하다.

분야에서는 축적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지연된

보상을

제공하는

결론

것이

대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긍정적 보상의 반대 개념인

본 연구는 마케팅에서 다뤄진 고객 보상프로그램을

부정적 보상과 중간 보상 시점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보상

한다.

유형과 보상 시점을 새롭게 정의하고, 국내외 에너지

이승환(2013)의 스마트폰 학습 애플리케이션 연구는

절감

프로그램에

어떤

조사하고

피드백은

시점으로는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량과 노력이 축적된

학습자들의 수행 행동이 부적절 혹은 부정확할 시

상태에 제공하는 지연 보상이 대체로 사용되었고,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며 보통 짧게 줄 때

보상 유형으로는 실용적 보상과 쾌락적 보상을

부정적

분석

쓰였는지

부정적

사용한다.

사례

요소가

게임에서 문제를 틀릴 경우 스코어를 차감하는 등의
보상을

분석하였다.

보상

결과,

보상

효과적이고 자주 사용하지 않을 때 효과적이다(Cole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실용적 보상과

et

than

비교하여 쾌락적 보상 유형은 앞선 5 가지의 모든

Good(Baumeister at el. 2001)은 부정적 보상이

사례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상 유형과

긍정적

시점을 더 세부적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al.

1987).

또한,

보상보다

어떤

Bad

is

Stronger

부분에서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얘기한다. 이 연구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성이 있어 후속 연구로는 최종 목표 중간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더 강하고 중요하다는 여러

보상물을

증거를 모아 분류하였는데,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사용자가 에너지 절감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구슬이 가득 찬 상자에서 구슬을 빼앗는 실험을 한

제공하는 부정적 보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가지 사례로 들 수 있다(Costantini et al. 1973).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공하는

중간

보상에

대한

연구와

구슬을 잃는 부정적 처벌이 더 오래 그리고 효과적인
결과가 있었고,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한 동기 부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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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2].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는 메신저 등의
기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있고, 사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텍스트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텍스트는 스마트워치의 작은 화면이라는 특성 상
한 눈에 알아보기가 힘들고, 먼 거리에서 혹은 짧은 시간
내에 인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스마트워치의
디스플레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고,
반딧불이의 빛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착안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약문
최근 스마트워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한 서비스는 텍스트 위주인 경우가 많았으나, 작은
디스플레이 크기를 고려하면 텍스트는 최선의 커뮤니케
이션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스마트워치의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텍스트를 제외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필요성이 절감되었다. 이에
반딧불이의 발광 패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착안하여
음성 입력을 점멸, 색 전환 등의 방법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구성 및 방법

ABSTRACT
Recently, due to growth of smartwatch user,
using rate of communication service via
smartwatch is growing. But almost every current
communication service is provided by text.
Because of small display of smartwatch, text is
not the best way of communication. For this
reason, new communication way that uses visual
elements that fits for display of smartwatch is
needed. So we suggest new communication
method for smartwatch inspired by flashing
communication of firefly; which visualizes sound
input to blinking and changing color of display.

본 연구는 반딧불이의 생태적 특성 분석, 스마트워치의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서비스 구상 및 제안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반딧불이의 생태적 특성 분석
단계에서는 반딧불이의 발광 및 개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스마트워치의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단계에서는
사용되는 입출력 방식을 중심으로 스마트워치 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서비스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서비스 구상 단계에서는 스마트워치의 커뮤
니케이션 사례를 고려하여 반딧불이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스마트워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통해 새로운 스마트워치 커뮤니케이션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반딧불이, 커뮤니케이션, 통신,
음성, 시각화, 감성, 색상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이유는 짝짓기 시 이성 개체에게
자신의 존재 및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다. 반딧불이는
밤이 되면 신체 끝마디에 있는 발광 기관에서 특정
효소의 활성화 및 산화를 통해 발광하게 되는데, 각 종과
성별마다 고유한 빛의 점멸 주기, 점멸 형태 등을 포함한
점멸 패턴과 빛의 파장(색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어두운 자연에서 수많은 개체들이 섞여있는 상황에서도
고유한 패턴을 인식하여 짝짓기 상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다[3]. 그림 1 은 미국 Great
Smoky Mountains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반딧불이의
발광 패턴을 나타낸 그림이다.

서론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워치와 같은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14 년을 기준으로 향후 5 년간 전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연간 35%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1]. 특히 스마트워치는 올해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23.2%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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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점멸 주기 및 패턴 등의 방법으로 시각화한 후
필요하다면 텍스트, 사진 등과 함께 수신자에게 표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 안드로이드 웨어 스마트워치인 LG
G Watch R 을 고려하여 제안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마이크와 컬러 디스플레이가 존재하고 블루투스 혹은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전반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그림 1. 반딧불이의 발광 패턴[4]
스마트워치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메신저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는 메신저 서비스를 텍스트 형식으로
출력한다. 안드로이드 웨어 플랫폼의 경우 카드 형식으로
최근 도착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애플 watchOS 나 삼성
타이젠 플랫폼의 경우 말풍선 형식으로 최근 대화내용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같은 텍스트 형식의 출력은 내용이
많아지면 화면 전환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콘텐츠 전달에
있어 맥락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5].
입력 방식의 경우 대부분의 스마트워치에서 음성 인식
방식을 주된 입력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고, 삼성 타이젠
등 일부 플랫폼에서 키보드 입력을 보조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텍스트를 통한 메신저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스마트워치에
특화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애플 watchOS 의 Digital Touch,
안드로이드 웨어의 Together 등의 서비스는 터치를
통해 원하는 모양을 그리거나, 이모티콘, 스티커, 사진,
(시각화된) 심박수 정보 등을 전송하여 보다 직관적인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6][7].

그림 2. SoundBlink 의 커뮤니케이션 흐름
2. 일대일 커뮤니케이션
소리 정보 입력을 통해 특정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수신자의 디스플레이 상에 표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의 점멸 패턴과 색상을 커뮤니케이션
시작 단계에서는 발신자 식별에, 커뮤니케이션 진행
중에는 주로 발신자의 감정 정보를 함께 전달하는 데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다.
3. 일대다 커뮤니케이션
한가지 소리 정보가 여러 워치에 전달 및 입력되어
디스플레이 상에 표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대다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디스플레이의 점멸 패턴과 색상을
주로 전달된 정보에 대한 부가 정보 표시 혹은 시인성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
4.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정리하자면 반딧불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빛의 발광
패턴을 주요 매체로 하고, 스마트워치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기존 텍스트에서 점차 시각화 된 콘텐츠를
매체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워치에서의 입력 방식은 여전히 음성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터치를 통한 입력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성 입력을 기본으로 하고,
텍스트가 아닌 방법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 워치에 입력된 소리정보가 변환되어 여러 수신자에게
전달되고, 이 과정이 여러 발신자를 통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딧불이의 커뮤니케이션과 가장
유사한 상황으로, 디스플레이의 점멸 패턴과 색상을 주로
발신자 식별에 활용할 수 있다.
5. 상황 별 예시
메신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예시로 메신저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메신저에서 대화가 진행 중일 때,
음성 입력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전송자의
음성을 분석하여 감성 정보, 목소리의 크기 등을 함께
전송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빨강은 분노, 노랑은 기쁨,
파랑은 슬픔 등과 같이 색상 및 그 색상의 채도·명도는
감정과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8][9], 이 같은 색상-감정
모델을 적용하면 감정표현의 직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10]. 또한 감정 변화 시 나타나는 심박수의 변화
패턴에 비례하게 점멸 주기를 상향 혹은 하향시키면 보다
효과적인 감정 전달이 가능하다[11]. 따라서 이 같은
특성을 적용하여 수신자의 스마트워치에서는 전송 받은
메시지를 텍스트로 표출하면서 감정 정보, 목소리의 크기

연구 결과
1. 커뮤니케이션 방법 제안
제안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발신자가 음성을 통해 스마트워치에 정보를
입력하면 스마트워치가 해당 음성의 진동수, 진폭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분석한다. 필요 시 발신자의 평상시
데이터와 비교하여 감정 정보를 추출해낸다. 분석을 마친
후 변환된 데이터에 스마트워치의 센서, 위치한 공간의
비콘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부가 정보를 합쳐 수신자의
스마트워치로 전송한다. 수신자의 스마트워치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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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배경의 색상, 점멸 주기, 파형 등을 표출해주어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한다.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그를 웨어러블 환경에 적용
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은 향후
스마트워치,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에서의 커뮤니
케이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스마트
워치를 포함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다
직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3. 메신저에서의 감정 정보 전달. 왼쪽부터 큰
목소리로 기뻐하는 경우, 작은 목소리로 슬퍼하는
경우, 보통 목소리로 분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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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일대다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활용 예시로
콘서트와 같은 공연 상황에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공연되고 있는 곡의 진폭 변화를 관객들이 착용한
스마트워치의 마이크를 통해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디스플레이 조명을 껐다 켜거나 밝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아티스트와 관객이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는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비콘 등을 통하여
곡 정보, 아티스트 정보 등을 함께 전달한다면
디스플레이에 표출되는 색을 조절하거나 로고 등을
표출하여 보다 다채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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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 를 이용한 감성 귀걸이형 액세서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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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as earrings attachable to earlobe.
Heart beat rhythm is visualized with blinking
LED.

요약문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인간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 중, 광용적
맥파(PPG)는 비교적 간단히 생체 신호 측정이 가능한
이점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The developed prototype shows that its can
detect the heart beat using the PPG
measurement obtained from the earlobe and
deliver it to outside world more immediately and
naturally than any verbal expression.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장치와 생체신호를 이용한
비언어적 감정 표현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PPG 센서와 측정 회로를 귀걸이 형태의 소형 장치로
제작하여 귓불에 장착하고 실제 환경에서 맥파 측정을
통해 심박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얻어진 맥파
신호를 이용하여 LED 를 통해 심박 리듬을 시각화
하였다. 개발된 귀걸이에 LED 는 생체 리듬을
시각화함으로써 운동이나 감정변화 등에 기인한 인체의
반응을 보다 즉각적으로 외부로 표시할 수 있었다.

Future study will accomplish the miniaturization
and optimization of the device as wearable and
design additional features to enhance the
human emotional interaction in natural and
convenient way.

주제어

추후 연구에서는 기기의 소형화 및 최적화와 더불어,
액세서리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수정
및 추가 기능에 집중할 계획이다.

Emotion, Accessory,
Interaction

Photo-plethysmography,

서론

개발된 기술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가미된 보다
풍부한 인터랙션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은 감정 상태에 따라 얼굴표정, 음성, 그리고
생체의 여러 상태가 변하게 되며 [1], 사람은 실제로
이러한 신호들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감성을 인지한다
[2]. 광용적맥파(Photo-plethysmography, PPG)는
일반적으로 손가락, 손목, 발가락, 귓불 등 신경계
말단에서 측정되는 신호로써 무구속, 비침습적이며
생체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고 사용하기 간편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4].

ABSTRACT
There have been various studies to deliver
human
emotions
using
bio-signals.
Photoplethysmography(PPG) is one of such biosignals which indicates heart beats with simple
measurement principle.

본 연구에서는 감성의 객관적 데이터화나 의료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생체 신호의 측정이 아닌,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을 보다 풍부하게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한가지 실현 방안으로서
생체 리듬
신호를 시각화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This study proposes a non-verbal expression of
emotional or physical change by using the PPG
measurement and wearable accessory. PPG
sensor
and
measurement
circui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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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공유하고 이를 통한 상호교감을 추구하는, PPG
측정기술을 활용한 귀걸이형태의 소형 웨어러블 장치를
개발하였다.

본론
PPG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
PPG-KIT (BME-KIT_PPG, (주)피지오랩, 한국) 를
이용하였다. PPG-KIT 의 회로를 토대로, 증폭부와
필터부를 수정하고, OP-AMP 및 회로 소자를 이용해
소형화한 형태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손가락, 귓불 등
액세서리가 주로 착용되는 신체 말단의 다양한
부분에서 PPG 측정 가능함을 테스트 하였다. PPG 의
귓불에서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귀걸이형의
액세서리를 개발하였다. 회로는 PCB 제작을 통해
소형화 하였으며, 회로와 배터리 등의 부품을 내장한
착용형 케이스 구조를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 하였다.

그림 4. 귀걸이형 액세서리 외형 및 착용 및 구동
모습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귀걸이형 액세서리를 통해 PPG 를
이용한 생체신호의 시각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신체상태 변화나 감정 상태의 변동을 빛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 및 유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액세서리로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감성표현 시각화를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감성 액세서리를 청각 •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언어적 감정표현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안도 탐색할 계획이다.

그림 1. PPG-KIT 및 이를 이용한 PPG 회로 프로토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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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론

모바일 디스플레이상의 GUI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 등으로 인해 공간감이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상호작용하는 수단인 터치 입력
인터페이스는 입체감이 제한적인 2D 인터페이스에
머물러 있었다. 최근 포스터치를 활용한 터치
인터페이스는 손가락 힘을 통해 입력 방식에 입체감을
확장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터치와 포스터치가 3D
GUI 환경의 공간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인간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계와 상호작용할 때,
디스플레이 내의 공간적 차원과 입력 인터페이스의
차원은 대게 동등하게 발전해왔다. PC 환경에서 2D
GUI와 함께 2D 입력 인터페이스인 마우스 또한
생겨났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2D 차원의 터치 입력
인터페이스가 생겨났고 이를 NUI(Natural User
Interface)라 부른다. 나아가 최근 실공간의 입체감이
GUI에 적용되고 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대표적으로 입체적인 GUI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다[3,4,5]. 카메라나 3D GUI를
구현함으로써 현실과 공간적 간극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평면적인 일반 터치는 깊이감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GUI의 입체감을 제어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ABSTRACT
The stereoscopic spatial characteristics of
mobile GUIs have been extended due to three
dimensional GUI, augmented reality(AR),
virtual reality(VR) and so on. However, touch
input interfaces, which let us interact with
mobile devices, have not. Recently, touch
interface newly emerged using force touch
technology provides stereoscopic spatial
characteristics to touch interfaces. We studied
the affects of spatial memory for the 3D GUI
circumstances when users use previous touch
or force touch interface. In this study, we did
pilot test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2D GUI and 3D GUI on previous touch
interface. We derived higher accuracy of
spatial memory on 3D GUI condition.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NUI의 일종인 포스터치가
기기에 적용되면서, 터치 입력 인터페이스에도
입체감이 추가되고 있다. 포스터치는, 손가락의 힘에
따라 디스플레이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기존 터치에서 확장된 기능을 제공한다.
물리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깊이감이 생겨나며 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포스터치는 3D GUI와의 상호작용을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기존의 터치 방식은 3D
GUI가 가지는 깊이감을 구별하는 기능이 없어, 3D
GUI 구현의 제한적 요소 중 하나였다. 반면 포스터치는
힘을 통한 새로운 축으로 깊이감을 인지할 수 있어 3D
GUI의 깊이감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주제어

본 연구는 포스터치로 인해 터치 입력 인터페이스의
확장된 입체감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내 GUI의 공간

포스터치, 3D GUI, 공간 기억, 체화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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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D, 3D GUI에서 발생하는 입체감의 차이가 기존 터치
혹은 포스터치를 활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공간 인지
능력 변화를 탐구한다.

실험재료 및 절차
4.7 인치의 포스터치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통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GUI 환경은 그림 1 과 같이
주어졌다. 각 GUI 조건에서 45 초의 학습시간을 준 후,
30 초 간 쉬도록 하였다. 학습시간 동안 카드는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다. 이후 과제는 맨 위의 큰
박스에서 알파벳을 랜덤하게 띄워주면 해당 알파벳이
있는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시간제한과 정답
피드백은 난이도 조절을 위하여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험자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공간 인지 능력을 밝혀내기 위해 주요 성분 중 하나인
공간
기억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입력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경우, 일반적으로 3D 환경은
2D와 기뵤하여 공간 기억력을 더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6]. Tavanti(2001)은 PC, 마우스
환경에서 트리형 2D GUI와 3D GUI 간의 공간 기억을
비교했다. 이때 3D GUI로 제시하였을 때 공간 기억에
더 효과적이었다. A. Cockburn(2004)은 Tavanti
(2001)의 실험을 실공간으로 확장하여 실험하였으며 이
또한 3D 환경에서 공간 기억이 더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입체적 공간에서의 주의 효과를 밝혀낸
기존 연구들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깊이의 정보를 확장하였을 때 생기는 장점을
밝혀냈다[1,7]. Chau(1995)는 색을 통한 3D 시각
자극 제시를 하였고 Theeuwes(1998)는 색 라인으로
깊이감을 구분하였다. 이들은 표적을 탐지하도록
요구하였는데, 탐색 시간이 더 짧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2 일반 터치 활용 시 2D vs. 3D GUI 정답
횟수(Score), 층 정답 횟수(LayerScore)

본 연구의 실험은 Tavanti(2001)의 실험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유효한지를 먼저 재현한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터치를 적용한 실험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결론 및 논의
파일럿 실험을 통해서 2D GUI와 3D GUI의 공간 인지
능력 변화의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의
그래프에서, 정답을 맞힌 횟수(Score)가 3D GUI에서
더욱 높았고 정답과 오답을 통틀어 층을 맞춘
횟수(LayerScore) 또한 3D GUI에서 높았다.

참여자
8 명(남 4 명, 여 4 명)의 대학원생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였고 4 명 씩 각 조건 당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이는 Tavanti(2001)의 실험조건을 통해 우선으로 공간
기억 능력이 모바일 환경에서 또한 2D GUI보다 3D
GUI에서 향상함을 시사하는 결과다. 실험을 확장한 후,
포스터치를 활용한 터치 인터페이스와 GUI 조건 간
차이를 추가로 탐구할 계획이다. 포스터치 조건은 전체
카드에 동일한 힘 임계치를 제시하는 조건과 층별로
힘의 임계치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나눌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포스터치가 GUI의 공간감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화된 인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
멀리 있는 아이콘을 세게 누르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공간 기억력 상승이 생겨난다면, 앞으로 모바일 기기의
새로운 UI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 과제에 사용한 2D GUI(왼), 3D GUI(오)

실험설계
본 실험은 전체 2(GUI: 2D vs. 3D) * 3(터치: 2D vs.
포스 vs. 2D + 포스)의 설계 중 2(GUI: 2D vs. 3D) *
1(터치: 2D) 조건의 공간 기억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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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현재 위치의 일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My Home Pet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일기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 모듈과
측정된 일기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현재 위치한 국소 지역의 실제 일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추천 받을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will propose a Weather
Monitoring System in Small Area of User Centric.
The proposed system composed of sensor
module which can measure the weather and
mobile application which can monitoring the
measured data. Users can monitoring in current
location and get a recommendation according
to weather

주제어

그림 1. 사례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위치의 일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My Home Pet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사용자가 위치한
국소지역의 일기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모듈인
My Home Pet 과 측정된 일기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My Home Pet Application 으로 구성된다.

일기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무선 센서 네트워크

본론
서론

제안된 시스템은 특히 사용자가 위치한 국소 지역의
실제 일기 상태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My Home Pet 은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My Home Pet
Application 은 사용자 중심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일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상청이 지상기상관측 장비를 통해 매
분마다 기상을 관측하여 일기 예보에 사용하고 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일기예보의 최소 지역 단위는
읍/면/동 단위이다.[1] 하지만 사용자가 위치한 국소
지역의 일기 상태는 주변 환경 상태에 의해 일기
예보와는 다를 수도 있다. 또한 1 시간 단위로 예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는 일기 예보로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림 1 과 같이 주변의 큰 산으로
인해 기상청의 일기예보와 사용자가 위치한 곳의 일기
상태는 다를 수도 있다.

My Home Pet 은 그림 2 와 같은 동물 모양의 센서
모듈로 제작되었다. 모듈 내부에는 그림 4 와 같이 일기
상태 측정을 위한 온도 센서(-40~125℃),
센서(0~100%),
조도
센서(1~6000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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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0~0.8 ㎎/m3), 사운드 센서(0~115dB), 워터
센서와 My Home Pet Application 과의 통신을 위한
블루투스 모듈과 이를 제어하는 MCU 를 그림 3 과
같이 내장하고 있다.
My Home Pet 은 사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쾌적함의
범위를 직접 정할 수 있다. 측정된 일기 상태를 각각의
일기 상태마다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와 비교하여 현재
일기 상태가 지정한 범위 이내일 경우 쾌적하다고
판단하고 지정한 범위 밖일 경우엔 일기 상태가
쾌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일기상태가 쾌적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림 2 의 RGB LED 에 녹색 불이
점등되고 쾌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적색 불이
점등되어 사용자에게 일기 상태를 알려준다. 측정된
일기 상태는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My Home Pet
Application 으로 전송된다.
(b) 내부 구성
그림 4. My Home Pet 의 내부 구조 및 구성
My Home Pet Application 은 My Home Pet 과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 My Home
Pet 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는 온도계, 습도계, 먼지, 빛,
소리, 비 그림 아래에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조도,
소음, 강수 유무로 각각 표시된다. 사용자는 그림과
데이터를 통해 현재 일기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My Home Pet Application 은 사용자가 정한
쾌적함의 범위와 측정된 데이터를 비교하여 일기
상태를 판단한다. 일기 상태가 쾌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현재 온도가
지정한 범위보다 낮을 경우 그림 4 와 같이 화면 하단의
강아지 모양의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현재 일기
상태와 그에 따른 대처방법을 함께 알려준다.

그림 2. My Home Pet 의 외관

(a) 내부 구조

- 537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그림 5. My Home Pet Application

3. 최종 설계 디자인
최종 설계 디자인에서는 LCD 타입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블루투스 타입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센서 모듈에 RGB LED 를 부착하여 센서 모듈
단독으로도 사용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도 센서와 사운드 센서를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기존보다 많은 일기 정보를 제공하였다.

설계 디자인
1. LCD 타입
LCD 타입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없이 센서 모듈
단독형으로 제작되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센서 모듈에 부착된 소형 LCD 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일기 상태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LCD 의 크기로 인해
표시할 수 있는 일기 상태의 개수가 제한적이며
LCD 사용으로 인해 전력 소모량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기예보의 범위가 넓어 주변 환경에
의해 실제 일기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시간 단위로
제공되어 갑작스런 일기 변화는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현재 위치한 곳의 일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My Home Pet
시스템을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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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블루투스 타입 My Home Pet

- 538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신규 서비스 영역

텔레케어 시스템의
분석

New service area analysis on telecare system
using Service Design Process
박영수
Youngsoo Park

조선희
Sunhee Cho

박경용
Kyoung-yong Park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pys@kitech.re.kr

sun85@kitech.re.kr

kypark@kitech.re.kr

김민선
Minsun Kim

손웅희
Woonghee Shon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mms620@kitech.re.kr

shon@kitech.re.kr

요약문

서론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독거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텔레케어 시스템은 독거노인의
일상 활동 중 갑작스런 응급상황에 대한 보호자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적용하여 텔레케어 서비스 기업이 유럽시장으로의 진출
가능한 융합 서비스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서비스 기반의 융합제품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기업이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 적용한 방법의 절차를 제시한다.

현대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스템 대안으로 텔레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텔레케어 시스템은 가정 내에 센서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감지하고, 감지 정보를 보호자와 대응기관
등에 전달하는 서비스로, 영국에서는 이미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업모델은 응급상황
시 콜센터에 자동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외부침입, 화재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응급구조를
원하는 경우 센서 추가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는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텔레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텔레케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영국 등의 유럽시장 진출을 목표로
분석한 신규 서비스분야를 제시하고, 제안한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타이핑 시뮬레이션 구현 결과를 제시한다.

ABSTRACT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s
increasing gradually. Telecare system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social welfare system to solve the problem. In
this study, applied the service design methods
and analyze telecare services company’s new
services that can be considered for entry into
the European market, and simulation results. In
addition, presents a service design framework is
applied through this study

융합 서비스 아이디어 분석 절차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은 서비스의 컨셉을 도출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며, 서비스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도구로써, 사용자의 행동과 감성이 반영된
통합적 경험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의 주요 절차를

주제어
Service design, telecare system, IoT service,
Industrial convergence, KN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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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립한 융합 서비스디자인 분석 절차를 활용하였다.
주요절차는 그림 1 과 같다.

표 2. 융합서비스에 따른 센서장비 구성

도출된 10 가지 융합 서비스 중 기업의 전략적 방향에
부합하는 ‘위급상황 모니터링 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유럽형 가정의 구조를 고려한 센서장비의 최적위치
분석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다.

그림 1. 융합 서비스디자인 분석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는 텔레케어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 사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Ⅰ.기회분석 단계와 Ⅱ.서비스개발 단계를 수행하였다.

텔레케어 시스템의 융합서비스 방향 분석
텔레케어와 관련된 사용자의 이슈 및 니즈 분석을 통해
현재 적용 가능한 센서장비와 사용자의 니즈 이슈를
매트릭스 형태로 구분하여 구성 필요여부를 분석하였다.
세부 분석결과는 표 1 과 같다.
표 2. 사용자 니즈-센서장비 매칭 분석결과

그림 2. 센서장비의 최적 설치위치 분석 시뮬레이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융합서비스 개발 방향 분석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실제 중소기업의 시범적 적용을 통해 구체적 적용
단계를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서비스 기반의
융합신제품 개발이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이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절차의 세분화와 실무형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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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프로토타이핑 시뮬레이션 구현
사용자 이슈분석을 통해 신규서비스를 도출하였으며,
각 서비스별 구성되어야 할 센서장비는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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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방법 제안

본 연구에서는 페르소나와 시나리오를 이용한 사용자
연구조사 방법을 제안한다. 참가자에게 다양한 상황, 관련
인물 정보 등을 스토리보드와 페르소나 형태로 제시한 뒤,
그에 따른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여 참여관찰 등 기존
연구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방법을 적용하기 힘든 연구를
수행할 때, 페르소나와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페르소나는 사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관찰한 사용자의 행동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사용자의 특정 행동패턴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것으로
분명한 목적과 니즈를 가진 사용자 그룹을 중심으로
디자인한다 [6]. 참여자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스토리보드 기반의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페르소나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황과 주변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사건에 대해 참여자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휴대전화 사용
양상 중 메시지 확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참여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조사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ble user research
method using persona and scenario in order to
overcome participant observation. After being
presented persona and scenario with vignette,
participants make decision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주제어
휴대전화 사용, 노티피케이션, 페르소나, 시나리오

문제제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연구와 같이 우리 생활 전반에
녹아있는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4,5]
참가자들이 눈을 뜬 아침부터 잠이 드는 밤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적인 업무나
대화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프라이버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참여관찰이 어려운 경우, 다이어리 스터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1], 참가자가 다이어리 작성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결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험실과 같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실험
연구방법은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양상 중 메시지 확인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페르소나와 시나리오를 사용한 사용자
연구조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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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단계에서는 각각 다른 Interruptibility 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 [2,3] 들이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삽화를 함께 보여주며,
이때 참여자에게도 역할이 부여되는데 본 연구의 경우는
‘회사원’이라는 페르소나가 제시되었다.
표 1. 상황 예시
High Interruptibility

Low Interruptibility

일찍 업무를 모두 마치고 한
시간 남짓 남은 퇴근을
기다리고 있다. 딱히 할 일이
없어 인터넷 서핑을 좀 하고
있는데,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아침에 출근하여 보니 오늘
오전회의 전까지 끝마쳐야 할
서류작업이 생각났다. 급히
컴퓨터를 켜서 필요한
서류들을 검색하고 정리하는
도중에, 마침 출근한 과장님이
새로운 업무 하나를
지시하셔서 더욱 분주해진다.
이때,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상황에 대해 인지한 참가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읽게 된다. 발신자는 세 가지 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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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총
12
명을
설정하였다.
먼저
‘권위(Authority)’라는 축의 경우 나보다 높은 경우,
동등한 경우, 낮은 경우 총 3 가지로 나누었다.
‘친밀도(Intimacy)’의 경우는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2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연락 빈도수 (Communication
Frequency)’도 동일하게 2 가지로 나누었다.

표 3. 메시지 예시

Required
Action

표 2. High Authority 의 발신자 예시

High
Intimacy

Low
Intimacy

High Frequency

Low Frequency

어머니에게서 온
연락이다.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어른으로,
높은 위치의
대상이다.
어머니와의 친밀도는
높다.
매일 아침 자식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하여 연락하신다.
가끔 재미있는 뉴스
거리나 가족 행사에
대해서도 연락을
주신다.

타 부서 부장님의
연락이다.
부장님은 나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이다.
입사 초기부터 알던
사이로, 나를 잘
챙겨주셔서 내가 잘
따르는 관계로
친밀도가 높다.
팀이 다르고 각자
업무 때문에 바쁘다
보니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한다.

클라이언트에게서 온
연락이다.
클라이언트는 내가
우선시 상대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계약으로 맺어진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친밀도는 낮은
편이다.
클라이언트는 나에게
연락을 자주 한다.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다.
선생님은 나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이다.
졸업을 하고 왕래가
뜸해지면서 친밀도는
낮은 상태다.
졸업을 한 후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No Required
Action

High Urgency

Low Urgency

"오늘 저녁까지
보고해야 하는
건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급하게 연락
드립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3 단계
일정이 맞게 적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요청하신
자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하고 추가하실
부분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부장님께서
급하게 미팅을
잡자고 하십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시간
괜찮으신지요?"

“다음주에 잡힌
회식 장소가
어딘지 다시 한 번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참여자는 상황, 발신자, 메시지를 조합(2 * 12 * 4)해 총
96 개의 시나리오 중 10 개를 무작위로 받게 되며,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바로 답장’, ‘나중에 답장’,
‘무시’ 중 하나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행동을
선택한 이유와 함께 주어진 상황의 Interruptibility 정도,
발신자와 관련된 세 가지 축에 대한 점수와 메시지 내용의
두 가지 축에 대한 점수 및 메시지 중요도 점수를
작성한다. 또한 제시된 상황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알림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10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이
과정을 완료하면, 기본적인 질문과 인구통계적 변수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응답을 마치게 된다.

이후 참가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읽게
된다. 메시지 내용은 두 가지 축을 이용하여 발신자 별로
작성되었다. 메시지는 기한(due)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여부와 수신자에게 메시지에 대한 답장 이외의 행동을
요구하는지 구분하였다.

해당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상황, 발신자,
메시지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상황, 발신자, 메시지 내용 중 어떤 요소가
참여자의 확인 및 답장 행위를 더 잘 이끌어 내는지 볼 수
있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추후에 맥락에 알맞는
(context-aware) 알림 방식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디자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평가
총 5 명을 대상으로 연구방법에 대한 평가를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중 3 명은
회사원이며 2 명은 대학생으로 나이는 만 24-27 세다.
실험 사이트의 이미지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인터뷰가
이루어졌으며, 질문은 페르소나와 시나리오에 대한
몰입도, 이해도,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
시나리오 상황에 대해서 한 인터뷰 대상자(A)는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만한 상황“이라고
답하였다. 다른 인터뷰 대상자(B)는 바로 답장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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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고 응답하며 “일단 나는 당장 급한 일이 없는데
상대방은 당장 저녁 때 보고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제시된 페르소나에 대해서 ‘나’라고 언급하며 자신을 해당
상황에 대입하였다는 것이다.
발신자 관련해서는 주로 회사원들이 발신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답한 반면, 대학생 답변자(C)는
“외주업체”, “동등한 권리” 등의 표현이 쉽게
설명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메시지 관련해서 만
25 세 여성 회사원(D)는 메시지를 자세히 읽지 않아도
긴급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답변자들(A,B,C,E) 역시 대부분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현실성과 공감도가
높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한 답변자(D)는 업무상 급한 건은 전화로 전달을
한다며, 메시지의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발신자의 이름이 영어로 되어있어 어색하다는
평가가 있어, 자극물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설명이 길지 않고,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어 읽기 편했다는 평과 함께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와 현실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들을
반영하여,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완성도 높은 자극물을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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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로토타입 예시

결론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방법을 평가해본 결과, 응답자들이
해당 상황에 대해 몰입하고 자신을 페르소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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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patterns, and
apply them to study-management services. The
article focuses on the elements that a smart study
management service for self-directed learning
should provide. The research conducted a depth
interview with four learners, each representing
his or her age group. Significant and meaningful
answers from each interviewee were coded and
organized into a Summary note. The research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se Summary
notes. The study deducted meaningful results

요약문
과거에는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다면, 현재는 콘텐츠의 질 만큼이나
중요한 것에 학습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학습자의 습관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습자의 욕구와
목표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학습자의 환경과 특성, 행동 패턴 등의 여러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서비스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관리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해당
서비스군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개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각 연령을
대표하는 학습자 4명을 모집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주요한 내용을 코드화하여
대상별로 서머리 노트(Summary note)를 작성하였고
이 서머리 노트를 기반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의 심성모형, 학습관련 실패포인트,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향과 행동요인, 학습자와
능력과 특성, 학습자의 니즈 차이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관리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regarding student’s mental model, failures in
study, elements influencing students’ behaviors,
student’s

abilities

and

characteristics

student’s desires. A study management service
that accord with these findings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주제어
학습관리시스템,
학습습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성취,

1. 서론

ABSTRACT

학습에 있어서 학습 콘텐츠 질 만큼 중요한 것이
콘텐츠를 접하는 학습자의 습관이다. 때문에 올바른
공부습관을 도와주기 위한 서적, 강의 등 습관을
주제로 한 많은 콘텐츠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학습자의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If improving the quality of contents was the aim
in the past, the focus has now been shifted to
another element that is just as important; the
habits of learners. Although many businesses are
launching services with consideration for such
need, there has not been one that fully satisfies a
learner’s desire and targe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nalyze

students’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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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관리 시스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은 학습자의 특정한 학습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기반의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학습관리시스템은 교수자의 콘텐츠 전달, 학생의 참여
관찰, 학생의 성취 정도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1] 학습관리 시스템은 초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강의실 형태로 제공되었었고 이는
현재에도 지배적인 형식이다. [4]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발전으로 많은 학습관리시스템들이
모바일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터페이스 평가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2]
2-2 자기주도적 학습
최근 학습자들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습환경에
노출되어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와 강의 등에 빠르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된 학습환경에서 학습자가 목표하는
수준의 학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학습 욕구와 동기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3] 또한 자기 주도성은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때 증진되며, 이렇게 자기주도성을 길러온
학습자는 높은 학업적 성취를 보이며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그림 1 학습관리어플리케이션(Todoit, Studyhelper,
Studymanager, Studyview)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유의한
결과를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해 각 연령층을
대표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1명씩을
모집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들 학습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온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은 2015년 10월 1일
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대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집, 카페 등의 장소에서 편안한 분위기와 함께
실시하였다.

그림 1과 같은 서비스들은 일방향적인 기능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들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학습에
있어서 지속적인 유지가 매우 중요한 반면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학습자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사용이 유도되며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선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또한 학습관리서비스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현재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3-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질적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기본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관심사, 생활패턴, 학습패턴, 자율성, 단기집중,
장기집중, 의욕, 타인과의 소통, 타인의 관여,
외부의 도움, 타인의 영향, 자기관리, 동기부여,
매체와 목표의 자극, 기록, 할일관리, 스터디
플래닝, 공부습관, 학습공유, 고난과 극복,

2. 관련연구
2-1 학습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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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공부방법, 사용 디바이스, 신기술 관심도 등 총
2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인터뷰 질문을
구성하였고 질문을 기반으로 대화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습의 관리와 습관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터디플래너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중학생 학습자의 경우 스터디플래너에 들이는 시간이
아깝고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설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 학습자는
실천하지 못했을 때 되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스터디플래닝’ 자체의 접근에 대한 심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그들의 심성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자료 분석 방법

습관은 되도록 어린 시기에
또한 학습습관은 되도록 어릴 때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이미
‘어린’시기를 지난 학습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미 학습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학습자들의 반응이
이러하였고 그들이 칭한 ‘어린’ 학습자는 이러한
인식이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아있었다. 이미 형성된
나쁜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위의 인식을 불러온 것이라
추측하였다.

각자의 공부법이 존재한다고 생각. 하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다.
학습자들은 그 누구의 공부 법을 따라하기 보다는
자신의 방법이 존재하며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적
인력(선생님), 동료(친구) 등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싶어했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로 보아 자신의
공부법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으며 계속적으로
부분 개선 여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인터뷰 스크립트 자료의 코드화
1차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스크립트
자료에서 유의한 점을 도출하여 코드화하였다.
이후 작성된 코딩 자료를 각 대상별로 서머리
노트(Summary
note)를
작성하였고
이
서머리노트를 모두 취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4-2 학습과 관련된 실패 포인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 그러나 그것은 양날의 검.

4. 연구결과

모든 학습자들이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학습에
도입하고 있었다. 영어사전을 찾는 등의 활용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양날의 검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는데,
스마트기기가
학습에
도움이
되면서도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학습자 소극적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의 알람이 방해가 되었고, 학습자
적극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콘텐츠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기기 사용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손에 놓을 수 없어 방해가 되었다.

3장의 과정을 거쳐 분석을 한 결과, 학습자의
심성모형과 전반적인 실패 포인트,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향과 행동요인, 학습자의 특성과
능력, 학습자별 니즈 비교로 분석할 수 있었다

4-1 학습자의 심성모형

관리와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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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잘못을 반복한다.

환경에 따라 기술의 이용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대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다. 주로 학습에 이용하는
기기는 과제할 때 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다.
새로운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습득력도 높은
집단이다. 다음으로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집단은 중학생이다. 호기심이 왕성하여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습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도 숙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인터넷을 잘 사용한다.
초등학교나 그 이전부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스마트 세대답게 스마트 기기에 대한 습득도 빠른
편이다. 공부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라는 인식이 있다.
고등학생도 중학생과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기능을 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그에 따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사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습에 관심이 높은 만큼, 큰
도움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은 새로운 기술에 민감하지는
않고, 스마트이전 세대로서 기술 습득력이 높지 않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서
학생들에 대한 파악이 예리하고 정확하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응답한 것은
‘현실직시’에 대한 부분이었다. 현실을 망각하며
학습에 소홀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시 학습을 시작한다는 부분이 큰 pain point 였다.
단기적으로 딴짓을 하다가도 현실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계기는 ‘아차, 이러면 안돼’하는 생각이 들며
심각성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현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것은 조언, 동기부여,
스터디플래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현실이 시각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
스터디플래닝이었고 구두로 표현된 것이 조언의
일부분이었다.
4-3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향과 행동 요인

조언의 적절성과 사용 용이성
인터뷰 대상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분석된 영향요인은 조언의 적절성과
사용의 용이성이다.
첫째, 조언의 적절성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모두 조언에 대해서 거부감 내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경우는 조언이 학습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을 때, 사용자의 특성(학과, 진로,
스타일 등)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였다. 따라서
조언은 (1)공감능력, (2)전문성, (3)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성을 갖추어야 한다. 적절한
조언과 피드백이 오갈 때 사용자와 앱 간의
감정적이고 실질적인 인터랙션이 이루어진다.
둘째, 사용의 용이성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는 학습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 기능이 복잡하거나 사용이
불편하면 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쉬워야 한다. 또한 서비스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흥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10 대들은 재미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우선순위가 높았다.

4-4 학습자의 니즈 비교

스마트 워치를 통한 학습관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 하지만 학습자 계층에 따른 니즈는 다르다.
공통적으로 스마트 워치를 활용한 학습관리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은 기본적인 생활패턴 관리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인 기능을 통해 학습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반면에 고등학생은 필수 기능만을 탑재해
방해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많아 바쁜 대학생은 스케줄 체크나

4-3 학습자의 능력과 특성

학습자의 주변 환경에 따라 기술 친숙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네 분류의 학습자를 분석해보았을 때,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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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날짜 알림 등 리마인더로서의 기능이 가장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상 별 니즈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 : 학교에서 적극적인 IT 기기 사용을 추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IT 기기
활용도와 친숙도가 높다. 자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선호하며 이런 점에서 스마트 워치는
장점이 있다. 아바타로는 좋아하는 연예인을 가장
선호한다. 아직 공부 습관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잡아주고 생활
패턴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원하는
기능으로는 학습 관리, 알림기능, 스탑워치 등이
있었으면 한다.
고등학생 : 최대한의 공부시간을 위해 IT 기기 사용을
멀리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스마트워치에 빠져들지
않도록 방해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적당한 강제성이
필요하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을 원한다. 아바타로는
낯선 캐릭터보다는 원래 알고 있는 친구나 부모님,
연예인을 선호한다. 영단어 사전, 스탑워치, 알람기능,
학습 피드백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원한다.
대학생 : 주로 수업 시간표, 과제 마감 날짜 체크
관리가 필요하다. 플래너 작성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동적이거나 좀 더 수월한 기록
시스템을 원한다. 적극적인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도움은 크게 필요 없으나 파트너가 생긴다면 모르는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선생님 :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에는
그에 대체적으로 자극이 되는 타인과의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 학생들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활용 시 방향적 자극 보다는
피드백이 오가는 인터랙션을 기대한다. 추천하는
기능으로는 영단어사전, 수학 공식을 읽어주는 기능,
공부량 관리, 알람, 좋은 글귀 등이다.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연예인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요인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더욱
발전시켜 스마트 학습관리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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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관리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해당
서비스군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탐구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의 심성모형, 학습관련 실패포인트,
학습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향과 행동요인, 학습자와
능력과 특성, 학습자의 니즈차이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학습관리서비스를
개발할 시에 학습자의 서비스 적극적 사용과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지속적 서비스을 이끌어 낼 것을
기대한다. 추후에 연구 대상자를 확장하여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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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요약문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림프부종 예방에
재활운동이

유방암은 전세계적으로 발생률이 가장 빠르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

되었다.[2] 재활운동은 크게 3 가지로 유산소 운동,

증가하는 질환이다.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나뉜다. 유산소 운동의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운동이 필요하다. 근력 재활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액티비티 트래커를 통해

운동의 경우 림프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운동량 측정이 가능하지만, 근력 운동의 경우

세기와 횟수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대중화된 장비가 없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돕기 위해 3 축 가속도 센서로 근력 운동 횟수를

쉽게 할 수 있어 유방암 재활 환자들이 많이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진행하는 반면, 근력 운동은 평소에 많이 해보지

ABSTRACT

두려움으로 잘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림프부종

않았던

점과

번거로움,

림프부종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세기와 횟수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reast cancer is the most common cancer in
women worldwide.

For quality of life in breast

u-health 분야에서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이러한

cancer patients, rehabilitation exercise should be

재활운동을 돕는 가능성이 제안되었다. 액티비티

done. Breast cancer patients should do muscle

트래커를

exercise with appropriate strengths and cycle,

통한

유산소

운동의

측정은

많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because lymphedema can be caused. To solve this

근력 운동을 측정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problem, we made wearable device using 3-axis

림프부종 관리에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accelerometer to count the number of muscle

운동이

exercise and mobile application to monitor the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record of the excersice.

유방암 수술 후 재활단계의 환자들이 림프부종
관리를 위한 근력운동을 돕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주제어

및 앱을 개발하였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력 운동

유방암, 재활운동, 근력운동, 웨어러블, 자가관리

횟수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앱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근력 운동횟수

본문

자각없이 기록하고, 자신의 운동을 횟수와 상태를

유방암은 전세계적으로 발생률이 가장 빠르게

살피며 점진적으로 운동횟수를 늘려 원활한 재활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유방암 수술 후나 방사선 치료

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림프부종이다. 림프부종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선행연구

가장

림프부종 관리를 위한 재활운동

중요한

것은

환자다. 이중

“림프부종은

미용적인 문제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유방암 및 암 수술 후 가장 큰 부작용중에 하나인

문제뿐 아니라, 육체적 불편함과 관절 가동범위

림프부종을

제한과 같은 기능적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1]

중요성이

또한 “림프부종은 발생 후 관리보다는 예방이

예방,

관리하기

인식되었다.

우선

위한
유방암

재활운동의
환자들이

림프부종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식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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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3] 이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림프부종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있고, 림프부종 발생시 기본적인 대처인
마시지에 대해 지식이 부족함에 대해 밝혔다.
지식을 측정한 점에서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기능, 피로도에
대한 개선 및 회복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있었다.[4] 하지만, 대부분 물리치료사가 만들어준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진행되었을 뿐, 환자 스스로
진행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앞선 선행 연구들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 자신의
근력운동량을 모니터링하며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Figure 1 운동 선택과 운동 카운팅 화면.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

연구방법
관찰
분당의

S

병원의

물리치료실을

방문하여

재활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하였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어깨 회전근개 재활운동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를 받고 있었다. 이 중 탄력밴드를
활용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매

동작마다

탄력밴드를 당긴 상태에 3 초를 머물고, 저항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놓는 동작을 10 회 반복하도록
교육했다. 운동동작은 6 개이며 하루에 3 번, 식사
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디자인
Figure 2 기록보기 화면. 월 별 운동을 한 날이 표시되고,
각 운동별로 목표치와 실제 운동 횟수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가 제공된다.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들이 비교적 운동
동작의 구분이 명확한 동작을 하는 것을 파악했다.
이를 3 축 가속도 센서로 측정하여, 그 값을
움직임과 정지 2 가지 상태로 구분하여, 정지에서

참고 문헌

움직임으로 바뀌는 지점이 2 번 있을 경우 운동

1. 오수연 외(2007)유방암 여성 환자의 림프부종에

횟수를 1 번 세는 것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대한 림프배액맛사지의 효과,대한암한의학회지

앱의 경우 첫 화면에서 운동동작을 리스트에서

Vol. 12, No. 1, 2007;15-24

고르고, 각 동작에 대한 운동의 시작하기를 누르면

2. 김민영, & 황은경. (2012). 유방암 환자의 상지

웨어러블 기기에서 블루투스로 수신되는 데이터를

림프부종 지식 측정도구 개발.
재활간호학회지 ,15(2), 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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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물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과 협력하여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활운동량이

실험을

증가하고,

통해

점진적

근력

환자들이
향상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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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done using survey data and body signal data.
We were also able to confirm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usability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washbasin height to the height of the
subject’s center of gravity.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and adjustment range for washbasin
height that may be used in future product
development for both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people.

요약문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있어서 세면은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용한 행위중에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높이 조절 세면대를
개발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 방식은 세면대의 높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의 주축 이었다. 그러나 설문조사 방법은
정성적 데이터이다. 최근, 정량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실험은 EMG 와 3D 모션 캡쳐 시스템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사용성 테스트는 두 가지 유형의
평가를 수행 하였다. 정성 및 정량 평가는 세면대의
높이별 6 단계로 평가 되었다. 우리는 상호보완적으로
질적 및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세면대의
각각의 높이가 사용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하였다.
이 논문은 실험 방법과 세면대의 높이 조정 범위를
제안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모든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제품 개발에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험자
근골격계 질환이 없으며, STS(Sit to Stand)
동작(허리, 하지)과 관련된 과거병력이나 수술경험이
없는 20 대와 50~60 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피험자의 적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정의 피검비를 지급하였다. 젋은 그룹의 평균
나이는
23.8(±0.75)세
이고,
신장은
155.83(±4.17)cm 총 6 명이다. 고령자 그룹의 평균
나이는
61.5(±3.27)세
이고,
신장은
151.17(±5.56)cm 총 6 명이다. 실험에 참가한 전체
인원의 성별은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실험 높이는
피험자의 신장에 0.51 을 곱하여 Hc 의 높이를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Hc-10cm, Hc, Hc+10cm,
Hc+20cm 의 4 가지 높이와 피험자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높이를 직접 선정하게 하여 custom 으로
정의하여 추가로 실험 하였다.

ABSTRACT
The shower to elderly people and disable
person are an important activity that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to develop a
height adjustable sink for elderly people and
disable person. The survey method followed
previous research on washbasin height. Systems
that provide quantitative data on usability have
been recently developed. Along with two surveys,
electromyogram (EMG) analysis using EMG
sensors was used for the washbasin usability
evaluation. The height of the subject’s center of
gravity was set as the standard height of the
washbasin in this study. The height evaluation of
the washbasin was divided into five stages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subject’s center of
gravity. A total of six heights were set for
possible evaluation with an additional height
selected by each subject. Statistical evaluation

실험방법
하지부와 요추 부근에 EMG 를 부착하고, Plugin gait
makerset 을 부착하였다. 측정에는 Vicon motion
captur system 과 Delsys 社의 무선 EMG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피험자에게 실험 절차를 미리 연습시켜
완전히 숙지시킨 상태에서 실험을 지행 하였다. 앞서
정한 5 개의 세면대 높이에서 피험자가 세면대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10 회씩 세면을 하도록 하고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실험 종료 후 각 근육의 %MVC 를
측정하여 표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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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노인 그룹보다 젊은 그룹에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노인
그룹의 %MVC 가 높았다.
Tibialis Anterior 은 정강이 앞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대퇴부에서
측정한
다른
근육에
비해서
적은 %MVC 를 나타냈다.
Erector Spinae muscle 의 경우 척추기립근으로
상체를 기립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면대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MVC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 졌고, 노인그룹의 %MVC 가 젊은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Biceps

그림 1. Plugin gait maker set and EMG

EMG 분석

Femoris 는 대퇴부 뒤쪽에 위치한 근육으로 높이가
높아질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세근(Postural
Muscles)의
하나인
Gastrocnemius 은 지근섬유(Slow twitch muscle
fiver)를 다른 팔이나 다리에 있는 근육에 비해 많이
포함하고 있어 오래 지속되는 동작에 더 효율적이다.
젊은 그룹의 경우 Hc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노인그룹의 경우가 젊은 그룹보다 전 구간에
걸쳐 2 배정도 높은 %MVC 를 보였다.

그림 2. Rectus Fem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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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Vastus Lateralis
Vastus Lateralis 의 경우 무릎을 굽혔다 펼 때
사용되는 근육으로 무릎이 거의 완전히 펴지는
Hc 이후를 기준으로 %MVC 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 552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Circadian Rhythm on Activity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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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he human body is regulated by an internal body clock, and
it shapes our daily life rise and fall. These clocks are made
up of “body clock" genes, which influence sleep-wake
cycles, the secretion of hormones, and body temperature.
Human behaviors are determined by certain situations such
as when we need to eat, sleep or wake up. Especially, a
circadian rhythm is a biological process for 24 hours, and
specialized cells called suprachiasmatic nucleus (SCN) on
the brain control this rhythm. It keeps our body on the 24hour cycle with SCN, which is connected to the eyes. When
the light comes to the brain through the eye, SCN
determines the production of melatonin causing and
regulating sleep. Therefore, daylight is the main cue known
as zeitgeber that leads to a formation of our sleep pattern.
Sleeping is an essential process, which affects individual’s
overall health condition, including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Meanwhile, 24-hour society in modern life is
keeping human up later into the night. Epidemiological
studies show that modern technology makes short our sleep.
In modern environment, the artificial light from digital
devices blocks melatonin secretion and impairing sleep
quality. In 1910, Americans sleep time was 9 hours in
average. Nowadays, average sleep length of modern people
is only 6.8 hours per night [1]. Lack of sleep causes serious
problems in health, such as diabetes, heart disease, obesity
and depression [2].

Improvement of sleep quality means improving our good
health throughout life, as sleeping is one of the important
indicators of health. Meanwhile, environmental factors of
modern society interrupt our sleep. In particular, excessive
exposure to extremely artificial light delays our sleep
timing. Development of devices monitoring activity logs
such as activity trackers and smart watches allow people to
track their life pattern. However, current technologies on a
health care market are ignoring our body rhythm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on the sleep mechanism. In this paper, we
consider that circadian rhythm should support healthy life
and beauty sleep on health care through activity tracker.
Behavior intervention treatment focusing on a circadian
rhythm is a common way in treating sleep disorder and
psychotherapy. We propose a way to connect our body
clock and current activity tracker. To assess this design
opportunity, we conducted a 2-week observation
experiment that gives participant information about their
life pattern and circadian rhythm through activity tracker.
We observed participants’ activity logs and light sensor
data and verified how effective is circadian intervention
system on behalf of medical behavior treatment and
monitor their sleep and health statement. In addition to the
experimental study, we further examined the way to
practical approach between a human biological clock and
device interaction by a wide-ranging discussion about a
way to connect environmental cue called zeitgeber on
activity trackers and considerations for futu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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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1,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HHS) announced an agenda “Healthy
People 2020” aimed at improvement of the health of all
Americans in the next 10 years. Among the 43 topics in
Healthy People 2020,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engaged in healthy behaviors.” was selected as the indicator
of the nation’s health. Especially, this indicator has target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adults who get sufficient sleep
[3]. Likewise, healthy behavior intervention could be
applied in future activity trackers. An activity tracker on the
marke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commercial options that
can improve self-awareness of health behaviors. Currently,
self-awareness is one of the main issues in HCI community.
Researchers and designers have focused on how to help
understanding of health behaviors and how to motivate
users. Bentley et al. [4] studied designing selfunderstanding system that supports self-understanding
between wellbeing and health context such as weight,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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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thoughts and worries about sleep. CBT-I also
takes into account individual’s internal body clock to the
24-hour environment. Fiorentino et al. [6] show that how
can be effective circadian intervention on the insomnia
therapy for adjusting sleep timing and improving sleep
quality. In this study, 80 years old man who had chronic
insomnia problem could not fall asleep and awakening early
morning (3:30-4:00 a.m.). In the therapy session, a therapist
adjusted patient’s sleep timing and life pattern because his
body clock is running very fast. For instance, the patient
usually took a 45-60minutes walk in the morning, it might
be interrupted his internal circadian rhythm makes him fall
asleep early. Thus, they advised him to wear sun glasses on
a walk to avoid bright sunlight in the morning and do
outdoor activities in the late afternoon and early evening to
delay his circadian clock. Furthermore, they recommended
him to use a light box to stay awake until 9 P.M. Light box
therapy is a way to treat sleep disorder by exposure to
artificial light. Light therapy has been shown to be an
effective treatment to control sleep rhythm such melatonin
secretion phase. Current activity trackers used to capture
health behavior provide real-time feedback, however, those
are limited information. According to Endeavour's white
paper: "Inside Wearables: How the Science of Human
Behavior Change Offers the Secret to Long-Term
Engagement." [24], Current devices will move beyond
simply presenting data and directly address the elements of
the health loop to establish positive habits.

calendar data, weather, food intake, and mood. This study
shows an increased self-understanding affects positive
behavior change.
However, HCI studies have placed less attention on human
circadian rhythm as a mainly target for self-understanding
or supporting healthy behavior. To exceed the current
design approach, we focus on zeitgeber (especially light
exposure) in order to healthy behavior intervention aim at
improving sleep quality. Throughout the process of
exploring design opportunity about circadian rhythm on the
activity tracker, we investigated how humans improve
awareness about our body clock and how humans motivate
to keep regular health condition using activity tracker.
Moreover, we anticipate this paper will provide an
empirical framework for designing technology associated
with controlling the biological clock.
BACKGROUND & RELATED WORK

Sleep is a complex interaction of intrinsic factor and
external factor. Genetic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s
determine one’s sleep preference referred to as “larks”,
“owls”. A personal chronotype is genetically determined,
however, it also can be changed by social factors or
environmental inputs. According to a proven circadian
mechanism, periods of time the body is exposed to light can
shift circadian phase [14]. As a control of light exposure,
human phase response curves (PRCs) that indicate for
individual circadian time can be established. Likewise,
intensity and duration of light exposure can advance or
delay body clock and sleep timing. Wright et al. [5]
examined that how environmental input (natural daylight
exposure or artificial light exposure) affects our circadian
clocks. By subjecting their participants to camping, the
mountain-desert region of Colorado during one week, also
exposure to only natural light without electronic light.
Through the experiment, Wright et al. found that in a
situation exposed to only natural light without artificial
light, internal circadian clock synchronizes to natural lightdark cycle similar as solar time. Later chronotypes of their
participants advanced their sleep timing after exposure to
only natural light. This study proves restricting excessive
light environment effectively contribute to recovering body
clock and also light pollution on modern society leads to
later melatonin production and sleep times. Therefore, the
most dominant cue, the light should be considered as a
significant aspect of health promotion.

Jet lag rooster & f. lux

Jet lag occurs when your body clock is out of sync with the
environment especially traveling through time zones
crossed. Jet Lag Rooster [23] is an online calculator that
creates an individual plan suggesting the best times for
bright light exposure (e.g., sunlight). It includes an hour-byhour breakdown of when to sleep and when to go outside
and seek sunlight depending itinerary and site. Jet Lag
Rooster Previous study shows the phase shift the circadian
clock with bright light and melatonin reduces jet lag [20]. It
also explains that light is the main cue on circadian
principles to shift body clock. f.lux is a computer program
that adjusts display's color temperature according to its
location and time of day. Scientific discoveries show blue
light keeps people up late and disrupt sleep or exacerbate
sleep disorder. f.lux adjusts colors in a way that greatly
reduces the stimulating effects such as blue light at night to
improve sleep quality.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CBT-I)

Interpersonal and social rhythm therapy (ISRT)

Insomnia is a sleep disorder that has several forms,
difficulty falling asleep or staying sleep.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insomnia (CBT-I) is an effective
treatment by overcoming the underlying causes of sleep
problems and training sleep behavior. CBT-I aims to
improve sleep habits and quality by behavior intervention
(e.g., times of light exposure). It is a structured program
generally composed of a 4-8 session, each session includes
sleep education about sleep environment and interferes

Interpersonal and social rhythm therapy (ISPT) is designed
as psychotherapy treatment for bipolar disorder, which is
common lifelong illness, also called manic depression. It
causes extreme mood swings and mania symptoms,
depression symptoms. ISPT considers social factors as
zeitgebers that set the body’s circadian “clock” [8]. ISPT
focus on regulation of patient’s social rhythm such as the
timing of meals, work schedules, and sleep timing.
Accordingly, unbalanced of social zeitgebers and circ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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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regulation disrupt social rhythm, stabilization and
impact our mood disorder. Moreover, it causes cancer,
diabetes, obesity, and bulimia nervosa. Voida et al. [21]
suggest a smartphone application called MoodRhythm
providing effective feedback that can help patients to
maintain a regular daily rhythm. The user can track their
daily rhythms actively and passively. MoodRhythm is also
focused on helping patients maintain consistent circadian
and activity rhythms.

sensor, is shared and recorded in real-time via Band Sensor
Monitor app.
Thus, we proposed a system to support healthy behavior by
monitoring circadian rhythm with the Band and Band
Sensor Monitor app. [Figure 1] This system is designed to
help to aware environmental factors and own individual
circadian rhythm. In this system, each sensor on the Band is
monitored for tracking environmental cue and rhythm such
as light exposure (via the ambient light sensor), movement
(via the gyrometer, accelerometer). Moreover, this system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based on observed data.
Through the Band Sensor Monitor app [7], we could access
sensors data then providing feedback to enable them to
improve their health by establishing more regular daily
rhythms. It is delivered to the Band directly with visual
feedback and vibration. Visual information contains their
current status and advices to promote healthy behavior. For
sending feedback, we integrate user’s daily log and sleep
pattern with their individual chronotype. Feedback message
contains two types of information. First is statistical data
about their environmental cue and life pattern. For example,
it gives sensor data from a light sensor (e.g., 10 / over 150
lux (currently / desirable)) and sleep information (e.g., Your
last sleep efficiency was 81%). Basically, these information
aims user’s self-reflection and gaining self-knowledge.
Second, behavior recommendation with natural language is
delivered. Natural language sentences that we presented to
the user translate sensor data to apply behavior intervention.
This sentences aim to rephrase circadian clock such as
adjust light exposure or move their sleep time and wake-up
time with specific suggestion. For example, when user’s
last sleep was delayed than usual, the feedback suggests
fasten body clock by exposing more sunlight in the morning
(e.g., Get more light (specially sunlight!) in the next two
hours. it helps to sleep early.)

METHO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circadian rhythm to uncover
opportunities to support healthy sleep behavior on a current
wearable device. We have been interested in Microsoft
band [11] with embedded rich sensor platform with 9
sensors. Although, existing activity trackers such as Fit bit,
[9] Jawbone Up [10] can detect human activities including
sleep pattern based on body movement. Meanwhile,
considering light is main cue on circadian rhythm, detecting
light exposure is more importantly needed to track internal
body rhythm. Contrary to other activity tracker devices,
Microsoft Band has an ambient light sensor and UV sensor
as shown in Table 1.
Gyrometer

Open
API

Stream
sensor
data

Ambient
light sensor

UV
sensor

Fitbit [9]

X

X

X

Jawbone
Up [10]

X

X

X

Misfit
shine [12]

X

X

X

Microsoft
Band [11]

Table 1: Comparison of Activity trackers

Plenty of opportunities on Microsoft Band (Band) offer the
possibility of tracking people’s internal body rhythm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al input (natural daylight
exposure, artificial light exposure). Also, Microsoft Band
(Band) supports open API, it gives developers access to the
sensors on the Band and extends sensor application with
real-time data. Band Sensor Monitor app [7] developed by
Venetasoft makes the Band be remotely monitored on the
smartphone or web client. Each embedded sensor data
including heart rate frequency, skin temperature, galvanic
skin response, ultraviolet, ambient light sensor, movement

Participants

For participant recruitment, we recruited students and
faculty from University of Tsukuba. Participants should
meet the following criteria: Not having a diagnosed sleep
disorder / sleep clinic treatment, Interested in own sleep
habit and body rhythm, Interested in improving sleep
quality, Have not a plan traveling between time zone during
an experiment. The experiment conducted with 6
participants who satisfied above criteria. Among the 6
participants, 4 were female and 2 were male their ages
ranged from 23 to 53 with an average age of 30.1. Also,
participants represented a diverse array of level of
education, one college/Bachelor's level; three Master's level;
two Doctoral level/Ph.D degree; and cultural background,
Europe (n = 2) ; Canada (n = 1) ; Korea (n = 2) ; Japan (n =
1). Most of participant had an interest about internal body
rhythm and expressed their sleep goals. We began the
experiment with pre-session of an explanation of circadian
rhythm and a short interview about their life pattern and
sleep goals, instructions of using the Band and setting up
Band Sensor Monitor app. We did in order to quantitatively

Figure 1. System structure with Microsoft Band, Band Sensor
Monitor (Veneta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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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ight exposure log and feedback timing on October 21. (Participant 1)

assess individual sleep pattern and health statement as a
background survey, all participants were asked to fill out
surveys: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The
Munich Chronotype Questionnaire (MCTQ), WHO-5 wellbeing questionnaire. The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13] is a self-report questionnaire, which assesses
sleep quality. Developed by researchers in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the PSQI is considered as a reliable and valid
assessment of sleep through clinical studies. Offering seven
component scores and a total score shows overall sleep
quality and lower scores correlating to better sleep quality.
A PSQI score > 5 indicates a “poor” sleeper relative to
clinical and laboratory measure. The Munich Chronotype
Questionnaire (MCTQ) [14] is a useful assessment tool to
determine individual chronotype and has validity through
sampling from more than 25,000 participants’ sleep data.
To provide data of how biological clocks work in social life,
the MCTQ asks about weekdays and weekend sleep
schedules, work details, light exposure and lifestyle. The
MCTQ uses the timing of the mid-sleep on free days (MSF)
as the marker for comparison of chronotype. According to
the studies, mid-sleep point has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dim light melatonin onset (DLMO) the time that person
starts secreting melatonin [15]. It helps us to set a baseline
of feedback for participants’ behavior intervention (e.g.,
time to restrict light exposure). WHO-5 well-being
questionnaire [WHO 2011] is a short,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an help to measure current mental wellbeing (time frame the previous two weeks). Bentley et al. [4]
also asked WHO-5 questionnaire to their participants in
order to observe changes in mental health on selfunderstanding system study. Our participants’ sleep and
mental health statement are shown in Table2.
Study procedure

During 2 weeks, participants wore the Band 24 hours
including while they were sleeping. Though, the Band is
needed to charge at least 1~2 hours a day, it is allow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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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off the Band while charging it. Or the occasion
participants feel uncomfortable, also allowed to unfasten
the Band just a moment after report to the experimenter.

ID

Sex

Age

PSQI

Chronotype

WHO5

1

female

24

11

Extreme late

16

2

female

33

9

Moderate late

24

3

female

23

4

Moderate late

52

4

female

27

5

Extreme late

32

5

male

53

5

Slight early

72

6

male

33

4

Normal

64

Table 2. Participant demographics.

Feedback which is delivered to participants' the Band is
based on individual chronotype and sleep pattern. Each
participant receives 15~20 feedback every day during the
experiment. The feedback message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followed. However, through the notification function,
feedback is delivered with vibration for a user to perceive
message easily. Other functions such as tracking user’s
running or bike is also allowed to use freely. Contents of
feedback recommendation about environment stimulus
were especially light exposure, social factors disrupting
body rhythm. Additionally, the timing of feedback sending
is decided as regarding individual life pattern and primarily
accompanying human phase response curves (PRCs). PRC
is an important cue in this feedback system as determining
the proper time of light exposure and melatonin secretion
for supporting healthy sleep behavior. Figure 2 shows
participant 1’s light exposure log tracked by the Band and
feedback timing on October 21. Below lists show how this
system sent feedbacks to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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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etting out of bed

Every morning, sleep summary information is sent to the
Band. The Band notices user’s sleep duration, sleep
efficiency on last night to the user. Throughout the morning
feedback, it helps to set the goal whether phase advance or
delay rhythm today. For instance, as participant 1 slept at
03:09 A.M later than usual sleep onset time, feedback will
be sent to participant 1 to make her be aware of the need to
advance her rhythm 1-2 hours today. (Figure 3-a, -b)
2.During 2 hours after user wake up

Previous studies show morning light exposure produced
phase advances of the melatonin secretion on the evening.
Especially, this effect is optimally contributed to rephrase
circadian during 8.5 hours after melatonin onset or 2.5
hours [15]. Feedback is delivered to increase outdoor
activities and exposing to light over 1000 lux. However, the
ambient light sensor data varies from weather condition.
Additional feed detail on the light exposure, how much user
get daylight, is considering weather of the place user
located. If the weather is cloudy, feedback increases the
time of exposure. (e.g., 1,000 lux = 30 min, 800 lux =
45min, 600 lux = 60 min). Meanwhile, in the case of early
chronotype, exposure to bright light in the morning makes
them sleep too early. To prevent their circadian rhythm is
advanced, the feedback alerts the user to avoid bright light
in this period. (Figure 3 c)
3.Afternoon activity

Figure 3. Contents of feedback sent to the participants’ Band.

It aims to spend more time outdoors during the day and
avoid spending time in darkness. Especially, for early
chronotype user, the feedback suggests getting more
sunlight in the afternoon and keeping space not too dark. It
helps to sleep at a regular hour and prevent them sleep too
early. (Figure 3 d,e)

once again. Additionally, I interviewed the participants
about their experiences having circadian rhythm feedbacks.
FINDINGS

We wanted to investigate whether our experimental study
would encourage quantitative changes in people’s sleep and
life styl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nection
between circadian rhythm and activity tracker in improving
health status, we collected the data log of ambient light
sensor and sleep observation result that the Band tracked
participants’ every night sleep. However, we cannot
quantify how much of changes in sleep and health during
the experiment, due to difficulties in measuring subjective
satisfaction level. In this section, we compare the result
from health status survey questionnaires that we asked
participants over initial and after the experiment.
Additionally, we conducted final interview about their
experience during 2 weeks and asked to be filled out
heuristic questions that provide deeper experience-based
insight about our design topic.

4.Sunset time

Considering melatonin produced only between sunset and
sunrise, we set sunset time as the marker for helping
awareness about when nighttime starts. Feedback indicates
sunset time and aware them not to be exposed to bright
light. (Figure 3 f)
5.Evening activity

For later chronotype, excessive activities can delay sleep
onset time. On the contrary, spending more time outdoors
in the late afternoon or early evening makes early
chronotype people wake up till late. Feedback on this
period refers to individual chronotype and activity log.
6.During 2 hours before desirable sleep time

Individual desirable sleep onset time is determined as
reflecting yesterday’s sleep data and initial sleep goal to
keep regular sleep duration. Feedback reminds the user to
limit artificial light exposure (under 20 lux), use dim
lighting 2 hours before going to sleep. (Figure 3 g,h,i)

Changes in individual chronotype

Chronotype refers to the time of the sleep that ranges from
people preferring to rise extremely early to preferring to
sleep extremely late. This system provided information
about circadian rhythm based on individual chronotype. We
could observe noteworthy changes in self-assessed
chronotype (e.g. MCTQ). As shown in Figure 4,
participants who were late chronotype (e.g. participant 1,2,3)

After two weeks, participants were asked to same surveys
as before: PSQI, MCTQ. WHO-5 wellbeing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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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 their circadian phase, on the other hands early and
normal type participants (e.g. participant 5,6) delay their
rhythm later than before experiment. Average sleep
midpoint across participants is also shifted. In late
chronotype participants, their sleep midpoint on weekdays
advanced from 05:00 (AM) ± 0.02 to 04:50 (AM) ± 0.05.
On the contrary, early and normal type participants delayed
their midpoint from 03:17 (AM) ± 0.01 to 03:33 (AM) ±
0.01. However, we don't se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ticipant 4 who had extreme late chronotype. Her phase
doesn’t change from extreme late phase and sleep midpoint
slightly are delayed. During the final interview, she
mentioned that she spent busy time due to meet a deadline.
Participant 4 told us that “I know I have to sleep
earlier…but I couldn’t, I have to work until late at night”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feedback message is weak
to make them sleep early. Participant 4 talked about
messages that her situations make her consider it as
“doesn’t necessarily have to follow”.

Figure 5. Changes in WHO-5 well-being score.

survey and second survey except participant 5. WHO-5
questionnaire suggests that in order to monitor possible
changes in well-being, a 10% difference in the percentage
score indicates a significant statement change. During the
experiment, participant 1,2,4,6 improve their well-being
significantly in two weeks. achieve over 10% score on
WHO-5 wellbeing questionnaire.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potential of this design approach may impact on a
various aspect of our health.
DISCUSSION

In this study, we tried to connect activity tracker and
circadian rhythm. Unlike other current activity trackers, we
manipulated the Band to track user’s zeitgebers such as
light and provide related information. Unfortunately, our
experimental study not observed targeted large population,
we do not explain how to apply the complex circadian
mechanism to technology. Therefore, most of our insight
depends on subjective assessment and standardized
questionnaire (e.g., PSQI, MCTQ. WHO-5).

Figure 4. Changes in individual chronotype.
Prompt positive behavior

We provided a way to focus on specific behaviors related to
the circadian rhythm such as adjust light exposure; increase
outdoor activities and regulate sleep timing. Though the
Band, we anticipated that nudge people toward healthy
behavior. During the experiment, participants could
integrate information into their life. Participant 1 was able
to apply the feedback to create a positive habit. She started
to walk in the morning after participating experiment.
Because we recommended that get sunlight during the
morning to advance her sleep time. Other participants
mention that how recommendations from the Band
motivate their behavior change. In case of participant 2, we
sent the feedback about excessive activities on evening
makes her sleep late. It helps her to be aware of sleep
interruption. Participant 2 mentioned feedbacks made her
feel about someone really care about her health.: “When I
received the remind message on the band, I feel the
personal connect to the band. Feel warm in the heart.”

During the final interview, some participants mentioned
about technical limits. The Band had to be connected with a
network to send their activity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Connection to network all day needs to lots of
battery consume, most of participant were needed to charge
the Band every day. Moreover, tracking body rhythm and
environmental cue means it require wearing device 24
hours from wake up until sleep. We notice that it obstructs
user’s free of activity. Participant 1 said, “Sometimes
wearing the Band is uncomfortable and easy to forget.”
Also, Participant 2 mentioned that “While you working,
studying or in the meeting when I concentrate on something,
the vibration is annoying. Sometimes, I have to ignore them,
because my situation does not allow me to follow the
message requests.” Our approach was unobtrusively
involving human rhythm, however, we notice that it
sometimes disrupts natural behavior.

We could observe significant improvement on WHO-5
well-being questionnaire which is anassessment of maternal
well-being in the previous two weeks. As noted in Figure 5,
most of participant improve their score between initial

Meanwhile, increased awareness about own circadian
rhythm improves overall health status. During experimental
study, increased WHO-5 well-being score shows that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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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pproach could contribute stabilize of sleep and
circadian rhythm to reduce psychological stress. It gives the
clue that potentially led to a new direction on health care
activity tracker. Current wrist actigraphy focuses on
summary statistics such as sleep offset or sleep efficiency
and number of wakings. This movement based statistics
result is not enough considering human physiology and
pathophysiology of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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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pictures, and give design implications for

요약문

future study.

우리는 왜 사진을 찍는가? 스마트폰의 이동성으로
일상에서의 신속한 촬영, 그리고 모바일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빠른 캡쳐 및 저장이 가능해졌으며

주제어

이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PC 로 옮겨 활용하던

스마트폰 사진활용; 모바일 특수성; 사진 생애주기;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의

사진 저장 및 관리; 사진 사용 패턴; Ephermeral

특수성을 반영한 사람들의 사진 활용 패턴을 탐색하는

Information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스마트폰 속에
어떤 사진이 존재하는지 파악하였고 사진 촬영의
동기를 하나의 이벤트 단위로 묶어, 스마트폰 속 사진이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탄생하는데에는 어떤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
촬영 이후의 저장 및 관리의 과정들을 들여다보며 각

PC 와 인터넷, 휴대폰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사진의 특성에 따른 공유행태와 삭제, 혹은 잊혀짐을

기술의 발전은 많은 디지털 기기와 함께 새로운 문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앨범 속에는

만들어내고 있다. 과거의 사진은 촬영 전용 디바이스가

일시적인

있어야 촬영할 수 있었으며, 카메라 가격도 비싼데다가

가치(Ephermeral

Information)를

갖는

사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나아가 각 사진별

휴대가

특성에 따른 모바일 사진의 독특한 생애주기를 파악할

개인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수행되는 하나의

수 있었다.

이벤트였으며, 촬영 이후의 사진은 웹 또는 PC 같이

어려웠다.

때문에

사진

촬영이라는

것은

다른 공간에 옮겨지는 단계를 거쳐야 했다. 사람들의
디지털 사진 앨범에는 인물이나 풍경 사진이 주가

ABSTRACT

되었으며, 촬영한 이미지를 PC 로 옮겨 사용하고
재가공하는 것은 귀찮고 불편한 일이었다. 그러나

Why we take a pictu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카메라 성능과 저장매체의

usage pattern of picture on user’s album on

용량 및 화면 해상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휴대폰은 점차

smartphone. According to a feature of smartphone,

촬영된 사진에 대한 직접적인 스토리지의 기능을

mobility, make people quickly access mobile camera.

대신해가는 추세이다.

Now, we can quickly make a picture and do capture
of information, which consumed on smartphone.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간편하게 고해상도의 사진을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gure out 3 things.

촬영하며, 인터넷과 SNS 를 통해 수많은 사진을

First, we investigate where people get the picture,

업로드하고 공유한다. 또한, 자신의 일상 생활에 대한

save it or make it, whether it created by themselves

즐거움을 표현하는 매체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면서

or taken from others. Second, we conducted

각 개인이 생성하는 사진의 양 또한 증가하고 있다.

interview to understand how people manage their

기술의 발전으로 저장 장치 용량도 함께 증가하여, 많은

picture by categorizing, moving or deleting. This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으로

research will provide patterns of people’s behavior of

옮겨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내에서 사진을 관리하고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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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수

카메라 수준에 가깝다. 내장 메모리의 용량 역시

있으므로 이미지를 단순히 저장하고 보는 것뿐 아니라

통해

수십 GB 에 달하여 사용자들은 저장공간에 대한 부담

편집하고

가능성이

없이 원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웹을

무궁무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등장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이후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저장이 용이해졌으며 정보를

다른

촬영된

저작에

전반적인

사진을

활용하는

모바일

환경

가공할

등의
변화에

착안하여

사용자들의 새로운 사진활용패턴을 분류하고자 한다.

갈무리 한 후 사진첩에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사진의 사용성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2. 이론적 배경

계속 변화하였으며, 현재 디지털 문화에서 핵심적인

2.1 기술 발전에 따른 사진의 일상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디지털 사진의 일상화’이다. 이를

표 1. 디지털 사진 기술과 디바이스의 발전

1981 년

1990 년대
이후
2002 년
2010 년

가능케

하는

스마트폰의

이동성(mobility)은,

특성

일상에서의

중

하나인

신속한

촬영과

기술의 발전

특징

일본
소니사의
MAVICA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시판

전문장비, 전문가의
영역으로 규정

작고
저렴한
디지털
카메라
개발 및 대중화

사진이
디지털의
특성을 반영해 파일
형태로 저장됨

2.2. 사진 행위 분류에 대한 이론적 연구

카메라를 내장한
휴대폰의 등장

사진 전송과 업로드
가능

연결된 스마트폰이 촬영하는 사진들은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폰의 등장과
모바일 캡쳐 기능
등장

사진첩이
정보의
갈무리로 기능함

모바일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빠른 캡쳐 및
저장을 용이하게 한다. 그 결과 pc 속 트리구조
파일형태로 존재하던 디지털 사진을 넘어, 현재 우리의
스마트폰 사진첩은 실시간 접근이 가능한 개인의 기억
저장소이자 관리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모든 풍경 앞에서, 인터넷과
일상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다.

사람들은

때론

습관적으로, 때론 특정 목적에 따라 사진을 촬영한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와 카인드버그(Kindberg
et al)를 비롯한 학자들의 연구에서 ‘사진 행위’란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

이후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직접 촬영된 사진을 상정한다. 사진

포맷으로

행위의 동기에 대한 초기 연구로 부르디외(Pierre

촬영되는 즉석 사진(instant photography)은 현상,

Bourdieu)가 중간예술(Unart moyen, 1965)에서 사진

인화, 전달이라는 아날로그 사진기의 제약으로부터

촬영에 대한 심리적 이유를 분류한 기준이 존재한다. 그

벗어나 촬영과 전송 양 측면 모두에서 즉각성을

이후 사진 행위의 동기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된

실현함은 물론 경험의 즉각적 공유까지도 가능케 해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카인드버그 (Kindberg et

주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2002 년 카메라폰의

al)의 ‘Some Social Uses of Camera Phones’에서

등장 이후, 다양한 감각들에 소구하는 멀티미디어로

제시된 사진 행위 동기의 ‘정서적-기능적 목적’과

발전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청각에만 소구하던 음성

‘사회적-개인적 목적’의 두 축을 활용하여 촬영된

전화에서 탈피해 ‘청각으로부터 시각과 촉각으로의

사진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휴대폰은 더 이상 듣고 말하는
미디어가 아니라 쓰고 읽는 미디어가 된 셈이다.

2.3 2 차 작업 도구로서의 스마트폰

휴대폰의 카메라가 일상화 되기 이전 사람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PC 로 옮겨

스마트폰은 사진 촬영 뿐 아니라 정보의 캡쳐와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사진은 폴더와 파일

가공이

형식으로 분류되었다. PC 에는 사진첩 인터페이스가

다쿠르(Thakur

따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보 캡쳐를 한다고 밝혔으며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은

사진관련

응용

가능한

2
et

차
al,

작업
2011)에

도구이기도
따르면,

하다.
75%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활용하거나, 웹에 업로드 하는

이들은 정보 캡쳐 내용을 실제 기록한 내용보다 더

형식으로 사진첩의 대체재를 구축하였다.

가공되고 정돈된 형태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볼 수 있을 뿐

반면, 스마트폰은 일상에서 휴대하며 언제든지 촬영

아니라 편집하고 다른 저작에 활용하는 등 여러

및 캡쳐가 가능하며, 내장된 카메라의 성능 역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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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가공할 수

같은 공간에 사진을 업로드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있다.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칼슨(Karlson et al, 2009)에 따르면, ‘가공’이라는

이러한

현상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것은 일정한 노력을 들여 정보를 생산한다는 의미로,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가속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

항상

사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졌다. 사람들은

소지하는 개인 기기로서 사진 촬영과 화면 캡쳐 기능을

소셜미디어와 SNS 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생산 가능한

지원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가공이 가능하므로

것들을 타인과 나누려 한다. 소셜 활동은 인지적

높은 모바일 생산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탐색활동 중 ‘흥미추구형 탐색’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스마트폰은

텍스트보다 정보처리 비용이 적은 그래픽, 즉 시각적

스마트폰의 등장 이전의 사진 관리 행태와 관련해서,

정보소비가 선호된다. 때문에, 사진이 중심이 되어

사용자는 개인용 사진 컬렉션에 대하여 특정 이벤트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졸업식, 생일파티, 결혼식 등)나 특정 인물을 기준으로
사진을

분류하고

회상

또는

접근하는

있다. 텍스트 기반으로 시작해서 현재에는 사진 공유가

것을

활성화 되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MIM(Mobile Instant

선호했다.(Rodden, 2005)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

Messaging),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 는 폭발적

이후 모바일 웹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의 형식과
양이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분류

기준의

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미지 기반의 SNS, 인스타그램

의미가

같은 사진 특화 공유 플랫폼이 탄생하기도 했다.

모호해졌다. 스마트폰에서 캡쳐 기능을 활용한 정보의
갈무리가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관된 정보들은 Rodden 의 기준으로는 분류될 수

3. 연구방법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진이다.

3.1 연구문제

이처럼,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화면 캡쳐 기능을

본 연구는모바일 사용자의 사진 활용 패턴 분석에

사용하여 모바일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스크랩하며
이는

텍스트

사진으로

박병선(2012)에

따르면

존재하는
전체

경우가

사진첩에서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많다.
텍스트

1)

사진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0%에 달하는데, 텍스트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 PC-카메라 방식과 다른가?

사진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의미를 갖는 것보다

2)

재가공을 거친 후 2 차 정보로 탄생하여 활용되는

스마트폰에서

사진이

태어나고(동기),

저장되고(관리), 이용되는(활용) 패턴은?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이제는 하나의 디바이스 내에서
사진 생성/사용/관리의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부 연구 문제는 2-1) 스마트폰 사진첩에 저장될

알 수 있다.

때의

Input

방식이

다른가?

2-2)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어떨 때에 사진 저장을 하는가? 2-3)
저장기간의
2.4 사진 활용 행태의 변화

관점에서,

특별하게

Ephermeral

Information 의 특성을 띄는 사진이 있는가? 2-4)
사람들의 사진 정리 행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진의 일상화에 따라 주목해볼만한 또 다른 현상은
소셜미디어 (Social Media)의 등장에 따른 사진 공유의
보편화이다.
퀄만

3.2 연구방법

(Qualman,

2009)은

소셜미디어를

실시간

사진

업데이트 서비스,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참여형
북마크

서비스,

비디오

및

사진공유

공유문화의

형태로

자리잡았으며,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벤트 ’를 단위로 설정하고사진첩 내의

보급되면서
<표

모바일

줄이고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추하고 분석할

분야를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후 타인의 반응을
카메라가

위해서는

사진을 분석하는 것은 사용맥락에서 관찰자의 개입을

디지털 사진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
디지털

관찰하기

이미지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저장된

일상을 업데이트 하는 SNS 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이는

행동을

기기에서 사용자가 촬영하고 캡쳐한 사진과 저장한

서비스라고

정의했으며, 이는 온라인에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기다렸다.

활용

사진이

2>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촬영/캡쳐/저장 되었으면 해당 촬영건에 대해 ‘같은

보여지는 특성에 따라 사람들은 미니홈피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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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갖는

이벤트로

구분하였다.

사진첩에서

촬영/캡쳐/저장된 사진의 장수와 날짜와 같은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

사용자에게

기존

사진첩을

대한

맥락적

정보와

정성적

방식과

다르게,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저장하고 사용할 때 가장 큰 차이는 Input

들여다보게 하며 인터뷰를 함께 진행해 사진 활용
행동에

PC-카메라

방식이었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파일 형태로 옮겨

데이터를

저장해야했던 방식과 다르게, 스마트폰에서는 1)카메라

확보하고자 했다.

앱으로 촬영, 2)모바일 화면을 캡쳐, 3)수신받은 사진

3.3 예비조사 : 사전 웹 설문

저장과 같이 3 개의 서로다른 Input 방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 앞서, 웹 설문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활용 행태에 관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총 7 명 (남 3, 여 4)의 참가자를

4.2 사진 행위의 동기 요인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진첩 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의 유형과 분류 기준, 사진 정리

개인의 스마트폰 사진첩 내에 존재하는 촬영/ 캡쳐/

행태에 관한 질문을 하여 대략적인 정보들을 파악할 수

저장된 사진을 대상으로 카인드버그 (Kindberg et al.

있었다.

2005)가 제시한 Affective 와 Fucntional 의 6 가지
기준에 스마트폰 도입 이후 모바일 사진의 특징이라
생각되는 Smart-phone based 에 해당하는 3 개

3.4 본 실험 인터뷰

(원격공유, 사용자 지정, 일회성 정보)의 기준을 더해
코딩작업을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20 대와 30 대 직장인과
대학생, 대학원생 총 10 명 (남 5, 여 5)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이벤트별로

구분된

표 2. 새롭게 도출한 사진 행위의 동기 요인

사진의

맥락적 정보를 파악하고, 촬영 이후 사진 공유의

Affective

Functional

Smartphone based

동시경험

동시 작업

원격 공유

6%

-

16%

(14/228)

(0/228)

(36/228)

부재한
지인/가족

원격

2%

1%

13%

(5/228)

(2/228)

(13/228)

개인의 작업

일회성

4.1 Input 방식의 차이

개인
회상용

그림 1. Input 방식에 따른 사진 활용 행태

52%

13%

3%

(115/228)

(29/228)

(6/228)

유무/사진 가공 여부/사진촬영의 동기/ 정보 캡쳐의
목적에 대해 반구조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결과

228

개의

사진

촬영

Social

이벤트가

수집되었으며, 데이터 수집 이후 사진 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오픈 코딩 방식으로 그루핑을 수행하였다.
코딩은 30 번의 이벤트 생성에 소요된 기간, 사진 사용
용도, 사진 내용의 분류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Individual

작업

사용자

지정

정보

분석결과, <표 2>와 같이 스마트폰에서 대부분의
기능적(Affective) 사진은 작업을 위한 정보성 사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smart-phone based
사진들은 특정 목적만을 위해 촬영/저장되거나 일회성
정보의 특성을 가지는 등,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는
살펴볼 수 없던 독특한 활용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4.3 사진 촬영/캡쳐/저장 이후의 활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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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용 패턴에 기반한 사용자 분류

조사결과, 촬영된 사진의 45%가 MIM 과 SNS 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유된 사진의

앞에서

대다수는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다.

살펴본

것과

같이

모바일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사용자의 사진 활용 행태를 파악한

촬영/캡쳐/저장된 사진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기억 회상을 위해

50%이상의 사람들이 촬영 이후 사진을 분류하거나

사진을 저장하고 주로 공유하며 삭제는 거의 하지

삭제하는 작업을 따로 하지 않고 있었다. 어떤 사진들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특징을 이용

공유나 삭제와 같은 관리의 과정을 거치지만, 어떤

패턴에 기반해서 분류하자면 위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사진은 사진첩 아주 깊숙한 곳에서 잊혀지고 있었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한달에 1-4 번 삭제하는 사람들이 20%인데 비해
한달에 5 번 이상 삭제하는 사람들은 29.5%에 가까워,

5. 결론 및 향후 계획

사람들의 사진 정리 행태는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본 논문에서는 PC 에서의 사용과 다르게, 모바일

아주 빈번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환경에서의

이미지

이용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사용패턴을 발생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4.4 Ephemeral Information

모바일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첫번째로는, 정보

아이폰의 경우 iOS 8 이후부터 최근 삭제한 사진을

확인을

위한

사진이

주가

되어

인물,

풍경

등

40 일까지 보관하는 기능을 지원하여, 저장된 사진 중

추억사진이 아닌 텍스트나 이미지 캡쳐 기반의 정보성

수명이 짧은 정보의 특성을 갖는 사진이 무엇인지를

사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는, 공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위한 사진이 대부분으로 개인이 사진을 저장하고
추후에 업로드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특정 타인과의

조사 결과, Ephermeral Information 에 해당하는

공유를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사진 중 일부는 공유목적으로 촬영된 사진이었고
과반수

이상은

사진으로,

사진

모바일에서
행위

캡쳐된

동기에

텍스트

따라

알 수 있었다. 이런 공유 목적의 사진은 Ephemeral

중심

Information 의 특징을 가지기도 하는데, 일정 기간이

저장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필요없는 사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달라진다는 특징을 보였다. 일례로, 데이트나 여행과
같은

이벤트가

임박한

상태에서

캡쳐되는

정보

이렇게

사진이

일상화되면서

개수가

많아지자,

사진들은 단기적 목표를 가지는 것으로 이벤트가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사진을 정리하는 것에

종료된

역할을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상실한다. 반면, 멤버십 카드와 같이 반복적으로

모바일의 활성화 이후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 사진의

후에는

정보원으로서

기능하는

사용되는 정보들은 장기적으로 사용되며 오랜기간

활용

효력을 지닌다.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 다른 사진첩 인터페이스를

패턴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

4.5 사진 활용 패턴에 따른 사용자 유형 분류

디지털

스마트폰에서

기기에서
독특하게

보이던

특징과

생성되는

다르게

‘Ephemeral

Information’과 관련해서는 어떤 다른 형태의 자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와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부가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공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공유측면에서는 어플리케이션별로 어떻게
다른 요구사항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의
iOS

사진앱이

사람들의

사진이용행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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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를 위한 모바일 결제 기술 사례 및 방향
Mobile payment technology practices and direction for the Fintech
김정연
Jungyeun Kim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
Chung-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wnddkdeo@cau.ac.kr

Especially, mobile devices have emerged as tools

요약문

for financial transactions and self-identification.

핀테크(Fintech)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로 전통 금융산업에 첨단 IT 기술의 활용이

Meanwhile, UX designers currently face a new
assignment on mobile payment scenario and the

접목되어

금융분야를

interaction with users. Consumers want a mobile

통칭한다. IT 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되는 현상을

payment experience that is easy, convenient, and
familiar to use while having their financial data

가져왔고

금융

protected. This study interviewed the users of

서비스에서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들은 금융 거래와

mobile financial transactions and analyzed the
existing cases that use UX (User Experience) design.

자기식별을

그러면서

By doing so, it seeks to propose an analytical frame

UX 디자이너들은 모바일 결제 시나리오와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에 대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에

on the functional factors of interface and design
process that help provide a successful mobile

있다. 소비자들은 금융 데이터가 보호가 되면서도

payment experience to users, and suggest a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친숙한 모바일 결제 경험을
원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금융거래의 영역에서

continuous UX design application plan in a new
mobile payment service.

새로운

금융의

위한

형태로

경우에도

도구로

나타나는

마찬가지여서

부상했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UX(User Experience) 디자인을

주제어

활용한 기존의 사례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성공적인 모바일 결제 경험을

Fintech, mobile banking services, Mobile Commerce, User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터페이스의 기능적 요인과

Satisfaction, UX design, UX Evaluation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여 새로운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의 지속적인 UX 디자인

1. 서론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Fintech 는 금융(Finance)과
기술의(technique)의 합성어로 전통 금융산업에 첨단

ABSTRACT

IT 기술의 활용이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As a term combining Finance and Technology,
Fintech commonly refers to the financial field that

금융분야를 통칭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디바이스가 대중화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한

appears in a new form by applying the use of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금융 기관을

advanced IT technology to the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The development of IT and internet

비롯하여 결제 서비스회사, 디바이스 제조사에
이르기까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technology has brought the integration of off and

서비스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쏟는 이유는

online in various industry fields including the
financial sector, which has increased the

바로 결제가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거래 건당 수수료를 책정해보면 올해

importance of internet and mobile banking in

223 조원 전후의 거래규모가 예상되는 애플페이의

financial services.

경우, 거래 수수료 0.15%로 계산하면 약
3,000 억원을 벌게 된다. 앞으로의 모바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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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최근 Gartner 에 따르면

사용자들에게

2017 년에는 7 천 200 억달러(약 800 조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사례 조사하여,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사용성
높은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좋은

경험을

주는

핀테크

UX 지향점을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활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생각하는 결제, 보안을 기반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는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차원에서
핀테크를 신성장 사업으로 채택하여 육성하고 있는
영국으로 런던에만 1,800 여개의 핀테크 기업이 활동

2. 모바일 결제의 주요 기술과 효과

중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1.5 억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연간 215 조원의 결제액을 기록하고 있는

금융에

페이팔(Paypal)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 등이 있으며 이와 연관된 기술은
에스크로 결제시스템, 근거리 무선통신(NFC),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탄생한

핀테크의 주요 분야는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핀테크 기업이며 그 외에도 스마트폰 기반의 NFC
결제 시장에 애플페이(Apple Pay)를 선보인 애플과

보안관련

구글월렛을 출시한 구글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토큰화,

생체기반

인증을

활용하는

전자결제시스템과 빅데이터, SNS, 금융 플랫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모바일 전자결제시스템의 주요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핀테크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Alipay)를 통해 지급결제

기술의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을 장악하였고 금융투자상품인 ‘위어바오’를
통해 지급결제 이용자 트래픽을 자산관리 시장으로
연결하였다.

2.1 NFC

이런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NFC

핀테크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최근 동향을 보면 지급결제서비스 분야에서

이동통신기술로 PC 와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간
양방향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보안성이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뛰어나고 빠르고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어 모바일

신세계의 SSG PAY,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등이 국내
핀테크 시장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국민, 하나, 신한,

결제뿐만 아니라 마켓, 여행정보, 교통, 출입통제 등
비접촉식 서비스의 핵심기술이다. P2P 정보공유,

우리, 기업 은행 등도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금융

데이터 읽기와 쓰기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에 RFID(무선인식장치) 사용을 위해
필요했던 리더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NFC 결제의 사용자 경험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기반으로 한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바탕으로 하는 모바일

소비자가 계산대의 결제 단말기로 접근해서 앱을
열고 PIN 을 입력한다. 그리고 지불 준비가 됐을 때

핀테크에 대한 관련 연구는 미흡하고 사용자들의

결제 버튼을 탭하거나 리더기 위에 잠시 모바일폰을

인지적인 부담 없이 친숙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의 UX 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의

올려 놓는다. 또는 소비자가 앱을 작동시키지 않고
POS 리더기 위에 모바일 폰을 댄다. 이처럼 가볍게

없다. 특히, 핀테크의 경우에는 복잡한 결제 절차를

두들기는 상호작용은 사용되는 비자 페이웨이브,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결제
상호작용이라는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결제를

마스터카드 페이패스, 아멕스 익스프레스 페이같은
회사의 기능적인 요구 사항인 모바일 비접촉 표준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다는 점 때문에

판매시점에 제시될 수 있는 발행은행의 위임 방법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 2014 년 한국은행의

따라 달라진다. POS 리더기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경고음으로 알리고 소비자의 모바일폰은 진동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 미사용 이유 조사 결과에

결제가 성공했다는 확인 메시지 같은 것을 보여준다.

최근

각각의

기업들에서는

는

13.56MHz

를

사용하는

근거리

의하면, 인터넷 모바일 결제 미사용 이유로는 정보
유출과 보안 우려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2 에스크로(ESCROW) 결제시스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 조사로 정성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인터뷰를 기반으로

'제 3 자 예탁'이라는 뜻인 에스크로[Escrow]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구매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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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사이에 중개서비스 시스템 회사가 개입해

텍스트

상품 인도와 대금지불을 중개하는 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결제대금예치를 위한 중개서비스 시스템이다.

자연어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고 소셜

마이닝은

네트워크

분석은

비/반정형

소셜

텍스트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연결구조

및

연결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성 및 영향력을
측정하는 기술이며 오피니언 마이닝은 소셜미디어
등의

정형/비정형

텍스트의

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중립(Neutral) 의 선호도를 판별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군집분석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그룹(Group)을 발굴하는데 사용하는 기술이다.

그림 1. 페이팔의 데이터과학 플랫폼, 출처:
Alelx Woody, How Paypal makes merchants
smarter through data mining, 2014 년 03 월

2.5 기술 적용의 효과

10 일

핀테크의 전자결제 분야에 있어 추세는 안전성,
간편성, 신속성이다. 에스크로, NFC, 그리고
생체기반 인식은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는 핀테크

2.3 생체기반 인증

관련 기술이다.

생체인식을 이용한 인증은 생물학적 특징인 얼굴

1998

전체 및 일부를 이용한 얼굴인증, 센서 등을 이용한
지문인증,
홍채인증,
정맥인증(적외선
또는
가시광선을

투과),

손바닥

및

손의

년

이름대로

인터넷경매
`경매'를

서비스를

컨셉트로

선보인

삼아

실시간

옥션은
경매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초기 서비스 기간 동안,
구매자의 지불이 이루어진 후에 낙찰 제품과 다른

생물학적

특징(Biological Trait)을 이용한 인증방식이다.

제품이 배달되거나 아예 상품이 배달되지 않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고, 옥션은 이에 대응하여 후불제
시스템인 에스크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소비자

2.4 빅데이터 (BIG DATA)

보호장치로 활용하였다. 현재는 페이팔과 알리바바를

빅데이터의 정의는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지만
위키백과에 의하면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포함한 국내외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와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최근 국내외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간편결제시스템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인증 및 보안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기술을 의미한다. 빅데이터의 속성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4V 가 언급된다. 4V 는 거대한 데이터의
크기 말하는 볼륨(Volume), 데이터의 변화와 축적 및
분석의

속도를

의미하는

데이터의
다양한
형식과
버라이어티(Vairety), 그리고
의미하는

삼성페이와

의미하는
변동성을

베리어빌리티(Variability)를

말한다.

채택한

NFC

근거리통신기술은 보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10 초만에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을 선도할

벨로시티(Velocity),
채널을
데이터의

애플페이가

유력한 핀테크 기술의 하나로 전망된다. 그리고
삼성페이,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이 사용하고 있는
생체기반 인증 기술은 핀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이처럼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소스와 양이 방대하고
끊임없이 축적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인증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위해서

빅데이터는 금융, 모바일, 그리고 마케팅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석 기법이 요구된다.

융합 비스니스 모델의 핵심 기술이다. 빅데이터 분석

최근 소셜미디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분석 기법들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술을 활용해서 이상 금융거래를 인식해 내고
금융거래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대출 대상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tics),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군집

기존의 정보로 투자가 어려웠던 기업의 투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출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분석(Cluster Analysis)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 569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의사결정이 용이해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확보하고 글로벌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마케팅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고객 맞춤형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금융 상품의 개발과 추천이 가능해지고 빅데이터와
금융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개인별 자산관리나 금융
리스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3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과

빅데이터 주요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거래에

페이팔은 모그룹인 이베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말기정보, 접속정보, 위치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하둡(Hadoop)기반의

소비자 분석
데이터마이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중소
판매상들이 성공적으로 고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를 차단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페이팔은 글로벌 규모의 결제대행

도입한
페이팔과
알리페이,
서비스
플랫폼
수집정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여 불량채권 비율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확보하게 된 온라인 상거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의 온라인

낮춘 알리바바, 소셜크레딧 지수를 활용해 수익율을

구매행태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높인 영국의 DMC 캐피탈, 그리고 벤처기업 신용도
분석을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엔젤리스트

지식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독특한
편의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팔의 빅데이터

등을 들 수 있다.

분석의 세가지 핵심 영역은 그래프마이닝(Graph
Mining),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과 기계학습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밍(Data Mining)이다.

3. 사례소개
3.1 페이팔의 전자결제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페이팔(Paypal)은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이베이(eBay)가 전자결제시스템 활용을 목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문 결제대행서비스
기업이다. 페이팔은 2014 년 현재 203 개국 1 억
5 천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1 위를 점하고 있으며 글로벌 온라인
쇼핑시장 결제의 18%를 담당하는 글로벌 최대
전자결제 기업이다. 페이팔의 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전세계 26 개국의 화폐로
상거래를 위한 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온라인
그림 2. 페이팔의 데이터과학 플랫폼, 출처:

3.2 페이팔의 전자결제시스템의 핵심가치

Alelx Woody, How Paypal makes merchants
smarter through data mining, 2014 년 03 월

페이팔의 온라인 전자결제시스템은 로그인 기반의

10 일

원클릭 결제 서비스로 쉽고 편리할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가상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에스크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3.4 페이팔 모바일 결제 UX

지불 완료 후에 상품을 받지 못하는 사고로부터

페이팔은 뱅킹 앱에 비슷하게 작동된다. 타인에게
송금하고 계좌에 예금을 하기 위해 수표의 사진을

안전하다. 구매자가 로그인하여 원클릭으로 결제를
시행하면 사전에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에서

찍을수 있다. 또한 웹 쇼핑 장바구니를 위해 유용한

페이팔이 제공하는 별도의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고

대리인처럼 사용하면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의 정보를
모두 입력할 필요가 없다. 매장 지불 결제는 모바일

배송 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자에게 전달된다.
페이팔은
간편하고
안전한
전자결제시스템에

화폐 제품군의 여러 기능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페이팔은 카드, 은행 계정 또는 선결제 잔고 같은
자금원을 클라우드에 저장하지만 사용자가 페이팔을

소비자 분석을 추가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온라인 결제대행서비스 분야의
경쟁기업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할 상점을 찾아서 어ᄄᅠᇂ게 지불할 것인가에 관한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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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앱은 중립적이다. 사용자들이 범위 내에 있다면

개선됨에 따라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를

판매자에게 체크인 되고, 판매자는 페이팔 POS 앱에
팝업되는 사용자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통해 등장한 원클릭 간편결제서비스이다.

밖에도 사용자가 상점 안에 있는 것을 블루투스
3.6 이 페이의 보안 시스템

저전력 비콘을 사용해서 확인하고, 레스토랑에서
영수증의 QP 코드를 스캔하고, 앱의 잠금을
해제하거나 구매를 승인하기 위해 지문 스캐팅

결제의 편리성만 강조되는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케이 페이는 단순한 결제

기술을 사용하는 등, 모든 새 기술을 동원하여 모바일
거래가 보다 빠르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비밀번호 이외에 다양한 보안 요구 수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증수단을 도입하여 안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케이 페이의 안전한 보안을

페이팔의 디자인 장점으로는 첫째, 사용자들이 여러

위한

개의 카드와 은행 계정을 앱으로 연결하거나 월렛의
잔고를 미리 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증수단과

보안

시스템은

‘ CQLock(씨큐락)’ ‘ FIDO 생체인증 솔루션’ ,
‘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다.

사용자들이 확인 가능한 옵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페이팔이 여러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가맹점의 개수도
대부분의

클라우드

기반

월렛보다

많다라는

점이다.세 번째 사용자들은 먼저 로그인하지 않고도
근처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애플,
안드로이드, 운도우즈 기기 모두 이 앱을 지원한다.
단점으로는 사용자들이 로그인하고, 결제하고,
주문하고, 또 근처 가맹점을 찾아보는 행동들이

그림 3. CQLock -2 팩터, 2 채널 보안, 출처:
KG 이니시스 공식 홈페이지

데이터에 너무 의존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페이팔의 결제의 장점으로는 사용자에게 지도나 목록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변 가맹점들의 목록을

3.7 CQLock(씨큐락)

보여주어 찾고자 하는 상점을 쉽게 찾을수 있다.

씨큐락은 이미지 형태의 보안인증수단으로 사전에

단점으로는 많은 가맹점들이 페이팔을 수용하기
때문에 위치기반 체크인, 원격 주문, 계산대에서

설정한 비밀이미지에 맞는 비밀번호인 특정좌표를
받아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패스워드)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인 OTP 메시지가

모바일 폰 번호와 PIN 번호 입력 단계의 세 가지
체크아웃 흐름들이 분절되는 경험을 느낄 수 있다.

해킹되더라도 사전에 설정한 비밀 이미지는 알 수
없어 보안에 안전한 지식기반의 인증 솔루션이다.
씨큐락은 PC 와 모바일을 함께 이용하는 2 채널,

3.5 케이 페이(Kpay)

2 팩터 방식으로 강력한 보안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에

결제의 편리성만 강조되는 간편결제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케이 페이는 단순한 결제

인터넷 뱅킹, 전자거래 결제, 신용카드 2 차 인증,
서비스 로그인, 기업체의 그룹웨어 및 정보 시스템

비밀번호 이외에 다양한 보안 요구 수준에 대응할 수

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있도록 새로운 인증수단을 도입하여 안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케이 페이의 안전한 보안을
위한

인증수단과

보안

시스템은

3.8 FIDO 생체인증

‘ CQLock(씨큐락)’ ‘ FIDO 생체인증 솔루션’ ,
‘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다.

케이 페이는 국내 온라인 결제 서비스 중 최초이자,
간편결제 서비스 가운데 단독으로 FIDO(파이도)
생체인증 솔루션을 이용하여 앱 로그인 및 결제

케이 페이는 정부가 발표한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의 일환으로 PG(Payment Gateway,
지급결제대행)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이도
생체인증솔루션은 별도로 암호를 설정할 필요 없이
지문 인식을 통해 원 터치만으로 사용자 확인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이 개정되고 규제 여건이

가능한 인증수단으로 단말기를 분실해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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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생체정보 없이는 타인이 부정사용 할 수 없어

3.스몰캡 박종선 외 2인, 보안에서 본 핀테크

분실이나 도용, 해킹위험이 없다. 또한 단말기가
해킹되더라도 사용자의 기본정보만 단말기 내

결제에서 본 핀테크, 유진투자증권, 2015년 04월
07일,

독립적인 보안 공간에 따로 저장되어 생체 정보

4.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유신, 핀테크의 확대

유출이나 위조는 불가능하다.

추세와 금융투자회사의 대응방안, p13 ~ 48
5.박대현,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KISA, p17 ~22
6.황석규,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찻잔 속의
태풍인가, 교보증권, 2015년2월4일, p26~ 27
7.채윤정, [알아봅시다] 에스크로 서비스,
디지털타임즈, 2007년10월18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

그림 4. Passwordless experience(UAF standards),
출처:Econovation, 마켓트렌드,FIDO

007101802011832691001
8.티스토리, 에스크로[ESCROW]에 대하여 in
전자결제, 2008년 01월 11일
http://infomercial.tistory.com/85

결론

9.삼성전자 유예은, 다시 NFC 터치 한 번으로 결제
끝, 2014년11월14일
http://samsungtomorrow.com/

지금까지 사례 분석을 통한 핀테크 기반 결제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사례들의 장정 및 단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10.김경림, <시사금융용어> 토큰화, 연합인포맥스,

결제 ux 의 새 지평을 열어보고자 하였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

이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모바일 결제는 복잡하거나

ml?idxno=147151

마음을 사로잡거나, 상호작용처럼 체험적이지 않아야

11. 네이버블로그, 빅데이터와 친해지기

한다. 모바일 결제는 번개처럼 신속하고 간단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http://cafe.naver.com/withbigdata/29
12. Alelx Woody, How Paypal makes merchants
smarter through data mining, 2014년 03월 10일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은 무언가를 사러 나가서 그
쇼핑을 즐기는 과정에서 방해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바일 결제 앱의 상호작용이 절대로

http://www.datanami.com/2014/03/10/how_pa

사용자의 최종 목표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ypal_makes_merchants_smarter_through_data_m

것이 중요하다.

ining/

모바일 결제 시장이 발전할수록 ux 디자이너들은

13.Paypal Case Study Analysis, Ecommerce Digest

커머스 시장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구현될

http://www.ecommerce-digest.com/paypalcase-study.html

것인지 구체화하여 사용자들이 쇼핑을 조금 더
빠르고, 결제를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14.Harpreet Chawla, Paypal: A Global Payment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사용자의 삶에 가치를

Service Powerhouse,

더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novoed.com/venture17/reports/171197
15.장상수, 핀테크가 정보보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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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loter.net/archives/219661
25.한국 NFC 공식 홈페이지 http://hankooknf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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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의 수준을 높게(high)
제시하였을 때 사용 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노출

일상 대화 상황에서 청자의 반응 즉 상대의 눈을

단어 사용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Sin-Hwa

쳐다 본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정서적인

Kang, & Jonathan, 2014).

피드백이 대화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가 되거나

본 연구에서는 Computer interviewer 와 대화하는

이야기를

상황에서

계속하려는

동기가

유발된다(Gibb,

1961).

interviewer

CASA

반응에

따른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에도 똑같이 반응하는
노출(mutual

정중함(Politeness)과
애플리케이션을
rules)을

즉

같은

통해

사회적인

사회적인

관계

the speaker motivated to continue the story or

하는

defensive attitude towards the according to the

법칙(social

형성을

listener’s reaction that stares into the eyes of

위한

speaker or emotional feedback like nodding in

커뮤니케이션 규칙을 달성할 수 있다(von der

the dialogue.(Gibb, 1961).

PüTTEN ET AL., 2010).
또한,

사용자

인터랙션은

주고받는

환경(text-only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문자로

This is not only dialogue between people and

이야기를

people, as well as in terms of the CASA

interface)에서보다

paradigm user is known to react equally to your

캐릭터(animated talking

computer as you would any human interaction

character) 를 제공하였을 때 인터랙션 비율이
높다(Sproull,

Subramani,

Kiesler,

Walker,

and social cues of a small amount (Reeves and

&

Nass, 1996).

Waters, 1996).

In particular, the interaction such as mutual

최근 연구에 따르면 rapport agent 를 이용하여

self-disclosure and politeness can achieve social

사람과 비슷하게 눈을 깜빡 인다던가 아리송한
짓는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When the common situation of conversation,

self-disclosure),

인터랙션을

따라서

Abstract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eves and Nass, 1996).
자기

인터랙션에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단서(social cues)라도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상호

의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volition)가 발현되는 지

페러다임의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는 작은 양의

표정을

의

화자(참여자)의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animated

이는 사람과 사람간의 대화뿐 아니라,

특히

Interviewer

law through application the communication rules

자극을

for social relationships(von der PüTTEN ET AL. ,

제시했을 때 사용자는 좀 더 감정을 느끼고

2010).

이야기를 더 길게 한 사례가 있다. 또한 agent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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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 recent study, by the rapport

설계되었다. 해상도가 1400x900 인 Macbook

agent when presenting stimuli to express the

모니터로 구현하 였다. 참가자와 모니터 사이의

feelings of people similar to flashing eyes which

거리는 약 50cm 였다. Computer interviewer 의

case

인터랙션은 마이크(mic 부)에 pause 없이 일정한

the

speaker

may

feel

a

little

more

emotional.

소리(dB)가 들리면 animated character 가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자연스 러운

The speaker also tended to increases self-

인터랙션을

exposure when the agent have a high-level

테스트하였다.

Jonathan, 2014).
this

study,

we

examine

있거나(nodding)

whether

animated

interviewer

in

반응에 민감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5 점 척도로
답변 하였다. 설문 조사를 마치고 실험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실험을 진행하 였다. Computer

실험

interview 의 자기 소개(자기 노출 포함) 후 두 가지

실험에서는 Computer interviewer 와 자연스러운

과제에

대화 상황에서 인터랙션 반응이 있는 경우와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신의

Voice:

방법

하여

하였고

자기

노출(self-disclosure)

정도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리차드입니다. 연구실에서 커뮤니케이션 반응을

참가자 연세대학교 학부생 10 명이 수업이수
위

대답하도록

평가(첨부 참조)하도록 하였다.

되는지를 측정하였다.

충족하기

참여자가

함께 기록되었다. 실험이 끝난 후 참여자는 평소

즉

인터랙션에 따라서 더 이야기를 많 이 하게

일부를

대해서

참여자의 목소리는 녹음되었으며 시 간 간격도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여 각각 말수의 차이와

요건의

조건(not

대화 시 평소 말수가 어 느 정도인지, 타인의

interviewer, communication

시간의

없는

설계 및 절차 참가자는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서

Keyword : social cue, interaction, Computer

화하는

인터랙션이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였다.

a

conversation situation.

대

인터랙션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신뢰감 있는 남성의

response of speaker in accordance with the
the

참여자는

character 로 제공되었으며 목소리 는 TTS 가 아닌

and get the volition to say by measuring the
of

횟수를

nodding) 에 무선 할당되었다. Interviewer 는 남성

speaker(participant) is willing to say the story

reaction

끄덕임(nodding)

조절하였으며 적절한 반응 을 이끌어낼 때까지

exposure of the self-disclosure(Sin-Hwa Kang, &

In

위해

보기 위한 아르바이트 중이구요. 송충이 눈썹이

실험에

매력

참여하였다. 실험은 참가자들의 서면 동의 하에 약

포인트이고

호감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 취미는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25 분 동안 개별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것이구요. 아무리 재미없고 긴 이야기 라도 지치지

모두 나안 또는 교정시력이 0.8 이 상이었고,

않고 잘 들을 자신이 있어요.

색맹이 없었으며 한국어가 모국어였다. 참가자 중,
평균 반응 시간이 그룹 전체 평균의 3SD 이하인 한
명과

오작동으로

인한

한

명은

분석

에서

제외되었다. 해당 연구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DRC)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진행되었다.
도구 및 자극 Computer interviewer 는 Flash @
Professional

CS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1: 실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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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이제 당신의 소개를 해주세요. 가능한 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5

분

평소

내외로

자기

노출(Self-disclosure)

점수와

인터랙션간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부탁드려요.

Simple slope analysis 결과 평소 자기 노출(Selfdisclosure)

Voice: 요즘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나 읽었던 책

점수가

1SD

인터랙션(nodding)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가능한 한 제가 알아듣기

(

쉽게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F(1,8)

=

만큼

주효과는

8.488,

p

높을

경우

유의미하였다.

<

.044)

또한,

인터랙션(nodding)과 자기 노출(Self-disclosure)간
의 상호 작용은 다소 유의미했다. (F(1,8) = 3.445,
p < .137)
인터랙션(nodding)이 있을 때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의
말수(word)(Ye
disclosure)의
많았다. 인터

총 8 명(남성: 4 명, 여성: 4 명)의 녹음된 데이터를
점수를

각

138.614)가

수준이

낮

사

람들의

자기

노출(Self-

은

사람들의

문항별로

랙션(nodding)이

없을 때

자기

노출(Self-disclosure) 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 지

분석하였다. 전체 단어수 및 시간이 측정되었으며
노출

=

높은

말수(word)(Ye = 23.269) 에 비해 매우 큰 차이로

결과

자기

수준이

않았다. 자기 노출(Self-disclosure)의 수준이 높은

합산하였다.

사람들의

(2,4,5,8,9,10 번은 역점수화) 이는 인터랙션 조건의

말수

(word)(Ye

노출(Self-disclosure)의

유무에 따라 각각 남성 2 명, 여성 2 명 쌍으로

=

수준이

61.618)가
낮은

자기

사람들의

말수(word)(Ye = 51.870)와 큰 차이를 보이지

분류되었다.

않았다.

말수(word)는 인터랙션(nodding) 유무가 주효과로

또한,

나타났다. (F(1,8) = 7.392, p < .042) 이는 평소

인터랙션과

자기

노출(Self-disclosure)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상호

말수에 대한 변인을 제거한 공변량 분석을 통해

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확인되었다. 말수는 인터랙션 nodding 그룹이 not
nodding 그룹에 비해 평 균적으로 말수가 더
높게(33.75 words 차이) 측정되었다.

그림 3: 자기 노출(Self-disclosure) 상위, 하위
그룹별 인터랙션(nodding) 영향

그림 2: 인터랙션 유무에 따른 말수, 해당 참여자의
자기 노출 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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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키워드

생활 이벤트들을 데이터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이벤트들을 데이터화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사용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이끌게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기존의 일방적인 알림이 아니라 상호 보완으로 작용
하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이벤트를 수집해 데이터화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가정용 알림 장치를 디자인 설계하고, 사용성 평가를
수행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들의 사물
인터넷 전망등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관점
에서 이용 욕구를 분석하고 실제 개발과 테스트까지
완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테이터 베이스, 정보 알림,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트리거,
Data Base, Information Notification, IoT, Internet
of Things, Smart Home, Trigger, Unplugged

ABSTRACT
Would available live events efficiently through
the data formation? Data reconciliation event to
inform the user may lead to the efficient use of
energy
users.
The
extisting
unilateral
notification to be collected as data formation
events through the IoT acting complementary.
This
accumlated
a
lot
of
data
to
analyze
designs
designing
a
home
notification devices, and wish to complete
usability test. This study is further analyzed
in view of
the existing IoT, such as
previous studies, which analyzed the use of
desire in a person`s point of view and its
significance to the actual development and testing
to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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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물인터넷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광고
나 실생활에 접하는 미디어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그중에 가장 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은 바로 스마트홈 부문이다. 지금까지 개념에 머물
렀던 수준 에서 벗어나 실제 실용성있는 제품들이
전자제품군을 중심으로 나타나도 있다. [4]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ONE WAY" 방식 즉, 기업에
서 제공하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의 기계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이는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한
계가 있고 혹 있다해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기 마련이다.
사용자에게 진정한 사물인터넷을 경험하고 지속가능하
게 사용하게 하려면 쌍방향은 물론 사용자가 그 방식에
같이 참여 해야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과제이다. 이에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사물에 부착할 수 있는 버튼 형식
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설계, 구축하고, 이후
현장 조사를 이용한 시스템의 평가를 통해 디자인 개선
점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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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성 테스트 평가 그룹

플랫폼
사용자가 생활 이벤트를 발생기킬 때 마다 사물에 부착

실험

되어 었는 버튼을 누르면 각 가정의 와이파이로 연결되

조사군

구성원

어 었는 초소형 PC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 파이 싱글보

1 인가구 A

30 대 직장인

비타민

날씨

데이터 저장

1 인가구 B

20 대 학생

가스벨브

날씨

알람

2 인가구 A

20 대 학생

가스벨브

날씨

알람

비타민

날씨

데이터 저장

가스벨브

날씨

알람

비타민

날씨

데이터 저장

들르 통해 SAP HANA DB 서버에 데이터가 전송이 되
며 즉각 그날의 날씨 정보가 텔레그램 모바일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

가구

실험요소

트리거
요소

선실험
요소

30 대 직장인

매일 동일한 시간에 외출하는 직장인과 학생을 피실험
2 인가구 B

군으로 선정 하였기에 피 실험자가 설정해 놓은 외출 시

20 대 학생
20 대 학생

간이 오전 8시로 세팅이 되면 7시부터 10분 간격으로 8
시까지 총 7번의 텔레그램 메시지로 영양제를 먹으라는

3 인가구 A

알림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이 되며, 영양제를 먹으

60 대 부부,
30 대 직장인

려고 영양제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더 이상 알

3 인가구 B

람 메시지는 서버에서 전송되지 않는다.

60 대 부부,
20 대 학생

실험 방법 (APPROACH)
각 샘플 그룹별로 일주일간 실험 참가자의 이벤트
리소스를 데이터화 해 사용 추이를 분석한다. 위
데이터를 이용한 세대 구성 별 거주지에서의 활용
예시 디자인을 제안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1]
실험 방법과 그 과정은 하기와 같다.
1. 가구별 샘플 그룹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이상의 각 1~2그룹. [표1.]
2. 개체별 측량 : 이벤트 데이터의 사물 별 설정
– 비타민(영양제로 대변되는), 가스레인지,
냉장고, 현관(출입구), 세탁기, 보일러 등.
[그림1.]
3. 처음 5일은 데이터만 수치화해서 서버에
보관하고
추후
5일은
데이터
수치를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사용자가 기존에 설정한
빈도나 이벤트의 종류를 서버에서 사용자의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그룹 하나를 선정.

그림 1. 이벤트 수집을 위한 서버 전송용 버튼을 부착한
실험 요소로서의 영양제(좌) 및 사용자가 비타민을
먹으면 모바일 메시지로 당일 날씨를 메시지로 자동

4. 앞 그룹과는 실험 방법이 반대인, 처음 5일은
사용자가 설정한 빈도나 이벤트의 종류를
서버에서 사용자의 모바일 메시지로 자동으로
알려주고, 추후 5일은 알림없이 사용자의
이벤트드를 서버에 보관.

실험 결과 및 논의

전송(우)

6그룹이 각 2주씩 총 12주의 실험 후 각 그룹당 한시간
가량 진행한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스밸브 오브젝트에 버튼을 부착한 세개의 그룹이 영양

5. 사용자의 행동으로 인한 계량기의 측량이나
이벤트의 빈도 수의 변화를 분석.

제 오브젝트에 버튼을 부착한 3개의 그룹보다 전체적

6. 사용자의 처음 5일과 추후 5일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실험 종료 후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사용성 심층 평가를 도출.

바일로 알림을 받을 때가 알림을 받지 않을때 보다

인 만족도가 높았다. 영양제에 버튼 부착한 그룹은 모
70% 더 많은 영양제를 섭취하였으며, 영양제 테스트
피 실험자 3그룹은 버튼을 눌렀을때 날씨 정보를 받는
것 보다는 총 섭취한 영양제의 양이나 이번주 혹은 이

7. 위 사용성 평가를 바탕으로 모바일 알림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 디자인을
설계하여 KIT로 완성.[3]

번달에 목표한 영양제 양의 성취 달성 정보가 메시지로
오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일 거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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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실험 두개의 그룹은 2주 테스트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버튼을 눌렀으며, 한그룹은 1주 차때는 3
일 2주 차때는 4일 버튼을 눌렀다. 6그룹중 5그룹이 추
후 이 모바일 알림서비스가 포함된 버튼 시스템이 실제
양산될 경우 서비스 이용 의사를 보였으며, 평균 희망구
매가는 26,700원이라고 제시하였다. 동시에 피 실험군
모두 모바일 메신저로 전달되어지는 '보는' 알람과 동시
에 버튼 자체에서 '음성'으로 알람 메시지를 들을 수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희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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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PREVIOUS WORK

우리는 현재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차트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이러한 차트를 통해 우리는 데이터의 흐름, 상태
등을 정보로서 쉽게 인지 할 수 있다. 즉, 차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함축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며,
독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차트는
독자로 하여금 차트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경이미지를 활용한다. 이러한
차트의 배경이미지는 차트를 쉽게 인식 할 수 있는
직관성을 주며, 독자가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지
정보의 주제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차트의 정보와는 상관없는 무분별한 이미지 사용으로
인해, 독자의 정보인지 범위를 좁힌다. 또한, 차트의
정보를 배경이미지로 인해 왜곡되어 독자가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트에 쓰이는 배경이미지가 정보 해석
과정에 어떠한 요인을 미치며, 왜곡된 정보 해석에 대해
분석하여, 차트 배경이미지의 역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Chart of visual embellishment
기존 연구에서는 차트의 시각적 꾸밈 요소가 정보
인지와 기억력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단순
차트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차트를 plain
형태와 비주얼 그래픽 요소를 활용한 형태로 구분하여
독자로 하여금 어떤 차트가 이해가 쉽고, 기억하기
쉬운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차트에 쓰이는 이미지가 오히려 독자로 하여금 좀 더
오랫동안 기억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차트에 쓰인 시각적 꾸밈 요소는 기억력에 효과를
준다라는 것이다[1].
본 연구에서는 차트 자체의 비주얼적 요소가 아닌,
차트와 배경이미지 간의 정보 해석과정에서의 정보의
이해도와 왜곡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EXPERIMENT
Purpose and Assumption

ABSTRACT
Now, we can see the including much data charts.
These charts make us helpful for recognizing
the information. Charts use the background
images for reader’s reorganization. And we can
easily know the chart’s subject. Because
background image of chart. But, sometimes
chart’s background images make the distortion
of information. And limit the information scope.
So, in this research we find the main factor that
why background image of chart make distortion
of information.

주제어
차트, 정보시각화, 정보왜곡, 이미지, 정보이해

- 582 -

본 연구에서는 차트의 배경이미지가 차트의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 과정에서
정보를 왜곡 시키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요 assumption
 차트의 배경이미지는 차트의 주제로 인식되어 정보를
제한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차트의 정보를 배경이미지와 연관 지어 해석 한다.
 차트 배경이미지로 인해 차트 해석에 있어 집중도와
몰입도가 떨어진다.
 차트의 배경이미지가 정보를 왜곡하여 해석시킨다.
Participant
실험 참가자는 총 18 명으로서 성별, 연령 상관없이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 선별하였다.
(남 10 명, 여 8 명 – 연령 23~28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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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인물 + 텍스트만 있는 이미지
 정보 포함 이미지 선정 기준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과 관련된
이미지 사용(차트의 메인 정보)
 정보 미포함 이미지 선정 기준
 취업, 직장, 카테고리로 검색 가능한 이미지 사용
(단, 차트의 메인 정보 미포함)
 선정적 이미지 미 사용
 Vivid 한 컬러 이미지 미 사용
 배경이미지는 차트의 상단에 위치

Quantitative,
qualitative
method
방법론을
사용하여, 실제 정보 이해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그렇게 느끼는 주요 요인을 배경이미지와 연결하여,
정성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정보의
양을 확인 할 수 있는 차트를 선정하여 정보를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차트는 그림 1.과 같으며, 정보는
아래의 3 가지이다. (해당 실험에서는 정보를 아래의 3 가지
정보와 같이 복잡한 해석 없이 인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정보를 포함한 배경이미지 차트와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배경이미지 차트를 구성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배경이미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1. 실험 차트 및 포함된 information context
(연합뉴스, 2012)
[차트에 포함 된 정보]
- 청년층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매년 취업자는 증가하는 추세 임

그림 2. 정보 포함 배경이미지 차트 Set

이렇게 구성된 차트를 바탕으로, 실험 참가들이 6 개의
차트 중 랜덤으로 선정 된 차트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약 5 분간 보면서 think-aloud 하게 한다.
그리고, 각 실험 참가자들은 차트 정보 이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이 차트를 통해 이해한 정보를
rating 하도록 한다. 또한, 본인이 직접 이해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여, 다른 참가자들이 rating 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차트를 이해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정보를 이해하도록 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실험으로 수집 된
data 를 기반으로 실제 정보와 실험 참가자가 이해한
정보의 왜곡도를 확인하여 배경 이미지가 정보 해석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한다.

그림 3. 정보 미 포함 배경이미지 차트 Set
Result
정보를 포함한 배경이미지를 활용한 차트의 경우, 모든
참가자가 청년 실업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인지하였다. 하지만, 차트에 포함된 다른 2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배경이미지로 인해 차트의 주제를 청년실업이라고
인지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탐색하는 몰입도를 저하
시켰다.

Material
실험을 위한 새로운 차트는 아래의 5 가지 기준으로
선정된 배경이미지를 활용하여 그림 2.~3.과 같이
구성하였다.

“차트의 주제가 청년실업이네요. 이런 정보면 굳이 차트를

[선정기준]

저렇게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P2]

 실제 언론에서 사용한 청년실업 이미지 사용
 3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된 이미지 사용
 인물만 있는 이미지
 텍스트만 있는 이미지

이와 반대로 정보를 미 포함한 배경이미지를 활용한
차트의 경우, 청년실업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였으나,
정보 인지의 속도가 정보를 포함한 배경이미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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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보다 낮았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정보
해석과정에서 단순 정보만 인지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정보가 발생한 원인을 배경이미지와 연결 지어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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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론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의 공간 데이터 및 시공간 데이터를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 사회의 곳곳에 정보화

통합하여 저장하고 처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기기가 침투하고 있어 현대인들이 대량의 정보를 생산하고

빠른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색인 기법을 제안한다.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정보들을 실 생활에 활용하고

제안하는 방법은 셀 기반의 역 리스트 인덱스 구조를

있다[1].

가지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키워드 검색, 공간 객체에 대한

단말기나 통신기능을 갖춘 네비게이션 등의 보급으로

시간 검색 등과 같은 유연한 질의를 지원하고, 최근접 질의

실시간으로 시간정보를 포함하는 공간정보가 대량으로

등 일반적은 공간 질의를 지원한다. 성능 평가를 통해 제안

생산되고, 수집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의

기법을 기존의 MV3R, HR-3DR 인덱싱 기법과 비교하여

통계, 실시간 광고 푸쉬 서비스 등에 활용한다. 또한

제안 기법의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비정규화 웹 데이터와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예컨대

GPS(위치추적기)를

탑재한

휴대폰

데이터를 추출하여 통합 관리되는 통합 검색하는 서비스에

ABSTRACT
We

propose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heterogeneous

index

최근에는 모바일 단말기나 다양한 센서 또는 웹 서비스,

method for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o

응용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생산되는 대용량의 이기종

support fast spatial query processing and

데이터를 통합 처리 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spatial temporal query for spatial objects. The

도입되었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공간 데이터,

proposed method exploits cell-based inverted

시공간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처리해야 한다.

list to process the keyword search for cloud

그러므로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를 위한 키워드 질의,

computing and temporal duration query and

시공간 질의, 최근접 질의 등 유연한 질의를 지원하기 위한

nearest

our

시스템이 필요하다[2]. 그러나 MV3R-Tree[3] 등과 같은

method with MV3R, and HR-3DR which are

R-Tree 기반의 전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던 공간

well-known

인덱싱 기법으로는 상기한 이기종 데이터를 위한 공간

spatial

query.

indexing

We

spatial

compare

methods

in

the

performance test.

질의 처리를 지원하기 어렵다[4,5].

주제어

본 논문에서는 공간 이기종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역
리스트 구조를 활용한 셀 기반의 인덱스 기법을 제안한다.

셀 기반 역 리스트, 시공간 인덱스,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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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기법에서는 역 리스트를 사용하여 공간 데이터와

제안 기법은 오픈 소스 프로그램인 MongoDB 에서 구현

시공간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 및 처리 함으로써 키워드

하였으며, 성능평가를 위해 기존 공간 인덱스 기법인

질의, 시간-slice 질의, 시간-interval 질의 및 공간

MV3R, HR-3DR 인덱싱 기법과 비교하였다.

최근접 질의 등 다양한 질의를 지원한다.

결론
셀기반 역리스트 인덱싱 기법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이기종 시공간 데이터를

이기종 시공간 빅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 기법에서는

지원하기 위해 확장된 셀 기반의 역리스트 인덱스 기법을

공간 데이터와 시공간 데이터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에서는 셀 기반 인덱스로 공간

역리스트에 저장하여 키워드 질의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객체의 위치를 저장하고 역리스트 구조를 활용하여 xml 과

처리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지원한다.

같은 웹 데이터 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의 이기종
데이터

모든 공간 기반의 데이터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셀(Cell)

소스의

데이터를

연결시켜

통합

관리한다.

그러므로 제안 기법을 활용하여 시공간 빅데이터 키워드

기반으로 분리되고 각각의 셀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본

질의 등의 비정형 질의를 지원 할 수 있다.

역리스트 또는 시공간 역리스트에 저장되어 웹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이기종 데이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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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활용하여 A 지역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엘림,
10 층>의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 역리스트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하여 정확한 위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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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joystick to complicated Leap Motion,

ABSTRACT

have been invented and adopted by people.

Although reasonably priced portable virtual
reality

(VR)

devices

are

being

Due to this, VR now has higher levels of

rapidly

immersion, which creates the feeling of being-

introduced, there still exists a critical problem

there (presence) in a mediated environment.

related to the visually induced motion sickness,

This high level of presence creates discord

which is largely caused by both actual and
perceptual

movements

induced

in

between visual perception of movement and

users’

vestibular system’s sense of movement, which

vestibular systems. Thus, this study examines

results in visually induced motion sickness

whether engaging in body movements (hand

(VIMS).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gesture vs. no hand gesture) makes changes

relationship among new hand gestures input

to users’ VR experience and perceptions.
Results

indicated

that

body

systems,

movements

users’ feelings of presence) was moderated

on

virtual

The effect of body movements, such as head

by eyewear usage.

yaw, and the extent to which subjects bent
down and stood up were highly associated

AUTHOR KEYWORDS
headset,

VIMS

Body movements

arousal, and the effect of body movement (on

reality

and

environment from media effect perspective.

induced during VR interactions lead to greater

Virtual

presence,

with subject’s sense of presence [1]. The body
simulator

sickness,

movements can be divided to “head and

presence, arousal, body movement

body movement, and hand gestures to make
commands” due to the previous research that

INTRODUCTION

“the level of immersion is determined by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for the last

number and range of sensory and motor

few years, VR devices have become highly

channels connected to the virtual environment

interactive and immersive. New retrieving input

and

systems such as body movement, and hand

stimulation

gestures to make commands ranging from

inputs” [2]. Hand gestures to make com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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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ing input systems can be categorized as

environment is available on the mass market

abstract hand gestures make to commands

available mobile environment. Natural input

(traditional handheld controller) and natural

systems like leap motion replicate simple real-

hand

world

gestures

to

make

commands

by

pushing,

closeness toward tight sensorimotor coupling.

wheel

presence

than

led

to

using

more
a

feelings

simple

and

like

reaching,

pulling

as

grasping,

norms

which

corresponds to remembering buttons and

On the previous research on game playing, a
steering

interactions

movements on the abstract joystick controlled

of

action [3].

handheld

controller. The mimicry that naturally mapped

Research Question 1: Do hand gestures in VR

controllers; natural hand gestures to make

input systems affect the physical sensorimotor

commands input system, enhance the player’s

immersion more than no hand gesture (head-

immersion and its psychological result; sense of

body movements)?

presence on playing game [3].

Research Question 2: Do hand gestures in VR

However, another study showed that tight

input system affect the level of sensorimotor

coupled sensorimotor input system (natural

realism (presence) more than no hand gesture

hand gestures input system) is not always

(head-body movement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nse of presence.
Participants
control

reported

(flow

greater

dimension

feelings

of

corresponding

to

Research Question 3: Do hand gestures in VR
input system affect the VIMS more than no
hand gesture (head-body movements)?

sensorimotor immersion) in using traditional
Sony PlayStation 2 controller than Nintendo Wii

METHOD

controller [4].

A

between-subjects

experiment

was

This brings us question about natural hand

conducted. 55 undergraduate and graduate

gestures input systems’ effect on sensorimotor

students (20 males, 35 females, mean age =

immersion

effect;

23.8, SD = 3.0) from a South Korean university

presence. The experiment will put no hand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ll of whom

gesture input system condition as head-body

reported that they had no experience using a

movements to compare the effect of head-

VR device.

and

its

psychological

body movements on immersion and presence

Apparatus

to opt out the head-body movements’ effect
from hand gestures make to commands.

A virtual reality device with a 4.7-inch screen

Moreover, “arousal, affective and cognitive

(ZATA 爆風魔鏡 2) and a smartphone with a 5.0-

states of the target population [5]” will be

inch

tested

of

gamepad (Joytron EX M AIR) were paired via

only

line connection and prepared in the lab. A trial

abstract hand gesture input systems will be

version of ocean exploring game app (Shark

tested in this paper because no real natural

VR, LAKENTO) was selected for the test to let

hand gestures input system on mass VR

users

to

sensorimotor

measure

physical

immersion.

On

evidence
the

last

screen

(galaxy

continuously

S5),

and

explore

Bluetooth

the

virtual

environment without interruption such as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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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player status, and game-over. The room size
of lab was 35 x 14 inch.

One

way

analyses

of

variance

were

Experimental treatment conditions

conducted

To manipulate the level of hand gestures,

moderator) to examine the effect of hand

system

(game

moved their hands during the experiment (M =
3.05, SE = .09) were aroused more than those

condition guided to use hand gesture input

did not move their hands (M = 2.84, SE = .09). In

system were asked to walk in any direction
wanted.

Under

both

a

4.05, p < .05, such that participants who

pad).

However, the participants in hand gesture

they

as

effect of hand gesture on arousal, F(1, 47) =

permitted), and they are not provided with a
input

usage

The ANOVAs revealed a significant main

of them while standing still (head movement is
gesture

eyewear

gesture input system on the measured variable.

participants are guided to grab chair in front

hand

(with

addition, the ANOVAs showed a marginally

situations

significant main effect of the moderator on

participants were encouraged to move their

simulator sickness, F(1, 47) = 3.60, p = .06.

head from up to down and left to right to be

Participants without eyewear (M = 2.53, SE

able to explore the virtual environment and

= .12) experienced greater simulation sickness

find a big whale in the app.

than those with eyewear (M = 2.21, SE = .14).

Procedure

Interac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

First,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fill out a

and the moderator (see Fig. 1) predicting

short questionnaire asking whether they have

presence was also marginally significant, F(1,

ever been exposed to virtual reality in a movie

47) = 3.19, p = 08. Engaging in hand gesture

theater or pc game. If they have, they were

elicited greater presence in participants with

also asked to answer how often it was.

eyewear, whereas no hand gesture induced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greater presence for

the two conditions. Participants were first

eyewear. This implies the moderating role of

informed about a brief explanation of VR

eyewear usage in determining the sense of

device and pseudo-experimental purpose of

presence in VR experience.

participants without

the experiment; a usability test of a new VR
device. After being informed, the participants

3.8

were asked to wear the head mount display

3.6

device and play the play the ocean exploring

3.4

app on their condition for 7 minutes. At the

3.2

end of the experiment, participa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measuring their perceived

3

levels of arousal (Cronbach’s α = .85) [5],

2.8

presence (α = .77) [6], and simulator sickness (α

eyewear usage
hand gestures

= .80) [7].

non eyewear use
non-hand gestures

Figure 1. Interaction effect between eyewear
usage and hand gesture predicting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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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본 연구는 운전자가 차량 HMI (Human Machine
Interface)를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운전자의 사용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Eye-Hand Coordination 을 이루는
요소를 찾고 최적의 Eye-Hand Coordination 을 갖는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위치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운전자의 사용 행태
중 운전자의 눈과 손의 움직임에 따른 Eye-Hand
Coordination 의 구성 요소를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거리로(1), 스티어링 휠과 조작부의 거리로(2),
Fixation Point 와 디스플레이의 거리로(3), Fixation
Point, Control Start Point, 디스플레이, 조작부 네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영역으로(4) 총 4 가지의 변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차량 내의 인지부하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정립하였으며 Eye-Hand Coordination 구성요소와
운전자의
부하
및
수행
시간과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t suggested the best
combination of display and control and deduced
eye-hand coordination model focusing on
location of display and controls. First
components of eye-hand coordination defined
as following 4 factors; (1) distance between
display and control, (2) distance between
steering wheel and control, (3) distance between
fixation point and display, (4) perceived plain of
eye-hand coordination consisting of fixation
point, control start point display and control.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yehand coordination components and driving
workload/performance time. Through this, 8
regression equations which can predict driving
workload/performance time were deduced. The
biggest explanation power equations(64.2%) was
physical demand model. The equations of
predicting effort, performance inhibition and
time showed a similar tendency. The regression
model can be used comparison evaluation of invehicle interior by distance measurement
without experiment. Therefore, even if they are
not expert, everyone can measure and compare
driving workload easily and simply.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research on in-vehicle
design considered eye-hand coordination by
location of display and control.

이를 통해 운전자의 부하 및 수행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8 가지의 Eye-Hand Coordination Model 을
정립하였다. 도출된 회귀모형 중에는 신체적 부하를
예측하는 회귀식이 64.2%로 큰 설명력을 지닌
회귀모형도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차량의
내부 인터페이스의 실측 데이터를 통해 운전 부하를
비교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차량 내부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레이아웃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근거 연구 및 기반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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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되었다. 자동차
내부 공간을 사용자들의 조작 형태와 관련하여
디스플레이 영역과 컨트롤 영역,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내부의 기능을 실행 할 때,
컨트롤 영역을 조작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디스플레이 영역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운전 부하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디스플레이의 영역은 운전자의
시야, 즉 정면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 위치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반면에 컨트롤
영역은 운행 중, 스티어링휠과 가까운 위치에 두어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으로의 변화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두 영역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진
변수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모호하다. 디스플레이
영역과 컨트롤 영역은 각 위치에 따라 운전자의 눈과
손의 이동에 따라 추가적인 운전 부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운전자의 눈과 손의 움직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스타일이름 “제목 1”)
디스플레이 위치, 조작부 위치, 운전부하,
인터페이스, Eye-Hand Coordination

차량내부

본문
1. 서론
2011 년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출시
이래 연평균 3.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미국,
이탈리아는 세대 당 자동차 1 대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런 자동차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사고의 증가로
이어졌다. 자동차 사고의 이유 중 운전자의 차내 주변
탐색이 주행 방해로 이어져 발생한 사고가 67.5%로
가장 많았다. 차내 물체를 향해 손을 뻗는 행위, 차내
기능을 확인하는 행위 등은 운전자의 주의를 주행과
관련 없는 정보로 집중시켜, 주행에 필요한
주의집중력이 불충분하게 만든다. Klauer 는 경미한
사고의 78%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KlauerS.G,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사용 행태를 토대로 운전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Eye-Hand Coordination 을 이루는
요소를 찾고 최적의 Eye-Hand Coordination 을 갖는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위치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운전자는 주행 중, 주변 차량, 차선, 신호 등을
확인하고 스티어링휠 및 기어변속기를 조작하는 등
시각적,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 <그림 1>에서처럼
주행 중, 사용되는 자원 중 시각적 자원은 사용되는
자원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운전자가 주행 시, 차내와 외부정보를
확인할 때, 손으로 스티어링휠 방향을 조작하거나
차내의 물체를 조작할 때, 추가적인 운전부하가
발생한다. 어떤 물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겟을
향한 눈과 손의 움직임은, 정확도를 높이고 움직임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작업(EyeHand Coordination)을 이루게 된다. 눈은 팔이
움직이기 바로 직전에 타겟으로 움직이며, 손이 타겟에
도착하였을 때, 타겟과 손의 위치에 대한 시각 정보를
한번 더 확인한다. 이와 같은 Task 를 반복은 운전
상황에서도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부하가
운전자에게 발생하게 된다.

그림

첫째, 주행 중, 조작부와 피드백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 운전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눈과 손의 이동에 관계된
Eye-hand Coordination 의 구성 요인을 제시한다.
둘째, 기본
디스플레이
수행도와
진행하고자

주행이 가능한 차량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영역과 컨트롤 영역의 위치 변화에 따라
운전 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한다.

셋째, 각 영역의 위치 따른 운전 부하의 최소화 및
수행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ye-Hand
Coordination 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모델을
개발한다.
2. Eye-Hand Coordination
Eye-Hand Coordination 은 “눈과 손의 공동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Eye-Hand
Coordination 은“어떤 물체를 선택해야할 때, 타겟을
향한 눈과 손의 움직임은 타겟 선택의 정확도를 높이고
팔의 움직임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작업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주행 중, 차내의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때의 눈과 손은 단순한 동선을
가지지 않는다. 눈은 도로를 향해 정면을 향해야 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뿐만 아니라 차체의 측면과
후면을 모두 주시해야 한다. 또한 손은 차량의 방향
제어를 위해 스티어링 휠에 위치해야 하며 기어를
변속해야 할 상황에는 콘솔박스에 있는 기어변속기를
조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Eye-

1 운전자가 주행 시 사용하는 자원의 비율

디자인의 영역이 통합화 되면서 자동차 내부에서
나타나는 컨버젼스 양상도 가속화되었으며,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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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Coordination 은 단순히 팔의 움직임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의
움직임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최소화를 고려한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Eye-Hand Coordination 의 의미를 “Eye-Hand
Coordination 은 주행 중 2 차 과업을 수행할 때, 눈과
손 각각의 기준점에서 운전자의 눈과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운전 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공동
작업을 말함.”으로 정의한다.
눈의 이동은 운전자가 주행을 위해 정면을 주시할 때
고정되는 고시점(Fixation Point)을 기준으로 조작부
혹은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조작부에서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눈을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손의 움직임은 방향 제어를 위해 스티어링휠을 잡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조작부로 이동한다. 이러한
간단한 동작에서 도출할 수 있는 요소는 눈과 손의 각
시작점과 도착점, 4 개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이 4 개의 점을 Fixation Point 를 A, Control
Start
Point(스티어링휠)를
B,
조작부를
C,
디스플레이를 D 라 칭하도록 한다.

그림

3 x, y, z 축에 나타낸 점 A, B, C, D

<그림 3>에서처럼 각 점들을 통해 도출되는 값은
길이와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눈과 손의
이동을 점 A, B, C, D 로 이루어진 영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종합적으로 Eye-Hand Coordination 의 4 개의
구성요소는 <표 1>과 같다.
표

1 Eye-Hand Coordination 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구분

1

점 A 와 D 의 거리

눈의 이동

2

점 B 와 C 의 거리

손의 이동

3

점 D 와 C 의 거리

눈의 이동

4

사각형 ABCD 에 대한 운전자의
인지된 면적

눈의 이동
손의 이동

“H1: 디스플레이와 조작부 위치 조합에 따라 운전자의
부하 및 수행 시간에 차이가 없다.”
“H2: Eye-Hand Coordination Factor 는 운전자의
부하 및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2 Eye-Hand Coordination 과 관계된 차량
내부 인터페이스 요소

가설 검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Eye-Hand
Coordination Model 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차량의 내부 인터페이스에 대한
운전자의 부하와 수행 시간을 예측하고 각 레이아웃을
비교 평가 가능한 회귀 모형을 도출한다.

A 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Seating Reference Point
(SgRP), 계기판의 위치 및 95 퍼센타일 운전자의 눈의
위치를 통해 도출하였다. SgRP 는 운전자가 운전좌석에
앉아 있을 때, 고관절의 중간점을 뜻한다. 또한
운전자의 눈의 위치는 이 점으로부터 63.8cm 위에
위치한다.(Bhise Vivek D, 2011). 점 B 인 Control
Start Point 는 주행 중, 오른손의 위치로 스티어링휠의
오른쪽 부분으로 고시점으로부터 약 15cm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고정된 점 A, B 및 디스플레이 위치(점
D)와 조작부 위치(점 C)로 이루어진 거리 및 영역은
Eye-Hand Coordination 의 구성요소가 된다.

3. 실험계획 및 구성
3.1. 수행과업 및 변수
A 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실험 환경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운전과업을 통해 피 실험자는 실험시간 동안
주행과 관련한 인지부하를 경험한다.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변화된 위치와 관련하여 발생시킬 인지부하는
아이콘 검색과업으로 진행한다. 아이콘 검색 과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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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통해 피 실험자에게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인지부하를 추가한다.

3 조합별 독립변수 구성요소의 값
독립변수 구성요소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은 디스플레이의 위치와 조작부의
위치로 결정된다.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조건은
디스플레이의 위치 2 개, 조작부의 위치 3 개로 구성된
총 6(2×3)개로 <표 2>와 같이 구성된다. 위에서 기술한
실험환경에서의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위치는 <그림
4>과 같이 나타난다.

1

점 A 와 D(디스플레이)의 거리

조합

1

2

3

4

5

6

(㎝)

10

10

10

54

54

54

2

점 B 와 C(조작부)의 거리

조합

1

2

3

4

5

6

(㎝)

3

40

52

3

40

52

3

점 D(디스플레이)와 C(조작부)의 거리

조합

1

2

3

4

5

6

(㎝)

40

54

81

38

5

50

4

사각형 ABCD 에 대한 운전자의 인지된 면적

조합
(㎠)

그림 4 실험환경에서의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위치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위치

1

디스플레이는 계기판(ㄱ), 조작부는 스티어링휠(1)에 위치했을 경우

2

디스플레이는 계기판(ㄱ), 조작부는 센터페시아(2)에 위치했을 경우

3

디스플레이는 계기판(ㄱ), 조작부는 콘솔박스(3)에 위치했을 경우

4

디스플레이는 센터페시아(ㄴ), 조작부는 스티어링휠(1)에 위치했을 경우

5

디스플레이는 센터페시아(ㄴ), 조작부는 센터페시아(2)에 위치했을 경우

6

디스플레이는 센터페시아(ㄴ), 조작부는 콘솔박스(3)에 위치했을 경우

2

3

4

5

6

245.5
4

1006.
09

859.9
3

853.3

945.0
9

1947.
1

운전부하는 과업 수행 이후 별도의 설문을 통하여
평가된다. 수행시간은 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선 각각의 독립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운전자의 인지부하 및 수행 시간이 증가할
것을 가정한다.

표 2 실험조건에 따른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위치
조합

1

운전부하를 측정하기 위하여 NASA-TLX 평가방법을
통해 피 실험자는 운전부하를 6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고려한다. 이 평가 방식은 운전자가 쉽게 6 가지 기준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며, 분석 시 더욱 민감한 결과를
제공하며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디스플레이의 위치는 계기판(ㄱ), 센터페시아(ㄴ)이며,
조작부의 위치는 스티어링휠(1), 센터페시아(2),
콘솔박스(3)이다. 고정된 점 A, B 의 거리는 41cm 이며,
C 는 조작부의 위치, D 는 디스플레이의 위치로
기술한다. 점 A, B, C, D 로 이루어진 영역은 점 A 를
기준으로 반시계/시계 방향 3 개의 점(△ADB,
△ACB)으로 이루어진 2 개의 삼각형의 면적의 합으로
값을 산출하였다. Eye-Hand Coordination 에 따른
독립변수의 구성요소는 6 개의 조합조건에 따라 나뉘며
값은 다음 <표 3>와 같다. 피 실험자의 인지부하를
측정하기 위하여 운전부하를 측정하고 수행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시간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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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SA-TLX 평가방법의 6 기준
기준

정의

Mental
Demand

과업 시 얼마나 많은 정신적 부하가
필요한가?

Physical
Demand

과업 시 얼마나 많은 신체적 부하가
필요한가?

Temporal
Demand

과업 시 얼마나 많이 급하거나 서두르게
되는가?

Performance

과업에서 요구한 부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었는가?

Effort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Frustration

과업 시 얼마나 많은 불안, 낙담, 짜증이
유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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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지 기준으로 평가된 인지부하를 하나의 운전부하로
표현하기 위해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쌍대비교를 통해 계산하여 적용한다. 최종적으로 피
실험자의 운전부하는 각 기준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한 값으로 계상된다. 다음의 식은 피 실험자의
운전부하를 계산하기 위한 식을 나타낸다.

약 2 분, 세 번의 실험 조건을 진행한 후 약 5 분의 쉬는
시간을 부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실험 결과
운전 부하는 진행한 NASA-TLX 평가 방법으로 정신적
부하, 신체적 부하, 시간적 압박, 수행의 효율성,
노력도와 혼란도의 6 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측정되었다.
또한, 설문을 통해 각 6 가지 평가 기준의 중요도에 대한
쌍대비교를 실시한 결과, 시간적 부하(23%), 신체적
부하(22%), 혼란, 불안도(21%), 노력도(16%), 정신적
부하(14%), 수행 성공도(4%)의 순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운전부하 = WeightM × Mental Demand +
WeightP × Physical Demand + WeightT ×
Temporal Demand + WeightP × Performance +
WeightE × Effort + WeightF × Frustration”
수행시간은 주행 중에 특정 아이콘을 검색하라는 명령
신호가 발생하는 시점을 시작시점으로, 피 실험자가
해당하는 아이콘의 탐색/선택이 끝나는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정의한다. 수행도는 각 Cycle 별로
10 개의 수행시간으로 측정되며, 6 개의 실험조건에서
총 60 개의 수행시간이 측정된다.

본 실험에서 종속변수로 측정하였던 수행 시간은
운전자가 2 차 과업을 진행할 때의 수행도를 나타낸다.
각 6 가지의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위치 조합에 따라
아이콘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작업을 10 번씩
진행하였으며 15 명의 실험자로부터 얻은 수행 시간
데이터는 총 900 개이다.(6 X 10 X 15) 수행 시간은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에서 조작부로 손을 옮기는 시간
및 디스플레이에서 아이콘을 검색하고 확인하는 시간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수행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정면에서 시선이 이탈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다시 주행
과업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적어질
것이다. 과업의 수행 시간의 기술통계량은 평균
3.9662 초, 표준편차 1.34206 초였으며 가장 빠르게
수행한 과업은 1.19 초, 가장 느린 과업은 10.40 초로
나타났다.

3.2. 실험 준비 (실험환경 및 절차)
피실험자는 운전면허가 있는 20~30 대 성인남자
25 명으로 구성되었다(평균: 29.8 세, 표준편차: 2.3).
실험 시뮬레이터는 사용자의 주행 상황 및 도로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60 인치 TV 와 함께 주행에 필요한
컨트롤러 장치인 로지텍의 G27 Racing Wheel 로
구성하였다. 주행 과업은 레이싱 게임 프로그램인
GTR-evolution 을 사용한 연습 주행 기능이며, 기본
코스를 주행하게 된다. 피 실험자는 조그를 이용하여
화면상의 아이콘을 상, 하, 좌, 우로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아이콘에 Focus 가
위치할 경우 피 실험자는 조그의 상단을 눌러 선택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4.2. 결과 분석
4.2.1. 운전 부하와의 단순 회귀 분석

사전 교육에서는 선택해야 하는 아이콘의 종류와
조그를 이용한 탐색/선택방법을 숙지시킨다. 교육이
끝나면 가상 주행을 실시하고, 운전 중 운전자 통합
정보 시스템 등의 내부 조작 시 나타나는 인지부하를
발생시키기 위해 아이콘 탐색/선택 과업을 실시한다. 각
실험조건에서 시행해야 하는 아이콘 탐색/선택 과업의
수는 10 번으로 진행하며, 이를 한 Cycle 로 피
실험자는 총 6 번의 Cycle 의 실험을 수행한다. 한
Cycle 의 실험이 끝날 때마다 실험 통제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수행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종료 후, 각
실험조건에 대한 NASA-TLX 평가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실험 수행 시 최소 주행속도는
60km/h 이며, 주행속도가 떨어졌을 경우 1 회는 주의,
2 회는 실패로 측정하였다. 차선 이탈과 벽 충돌 시에도
실패로 측정하였으며, 실패한 Task 에 대해서는 마지막
대안의 실험 후 다시 실행하도록 하였다. 아이콘은 매
과업 마다 위치를 랜덤 하게 부여하였다. 피실험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실험 조건을 진행 한 후

Fixation Point 와 디스플레이 거리(p=0.503),
Fixation Point 와 디스플레이의 각도(p=0.503)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상관계수가 가장 큰 변수는 Fixation Point 와
조작부의 각도(0.752)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스티어링휠과
조작부의
거리(0.736),
yz 평면으로의 투영된 사각형의 면적(0.700)의 상관
계수가 컸다. 이는 조작부의 위치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변수들의 비표준화계수(B) 값 및 회귀계수에
관한 유의 확률을 분석해 본 결과, 모두 양의 값을
지니고
있으며
회귀
계수
또한
매우
유의적이었다.(p<0.05) 따라서 모든 Eye-Hand
Coordination 의 구성 요소는 운전 부하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회귀계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므로 구성
요소의 값의 증가에 따라 운전 부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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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ye-Hand Coordination 과 운전 부하의 관계
모델

디스플레이와 조작부가 모두 근접하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Eye-Hand Coordination 과 운전 부하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요소와의 관계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대상으로 회귀 모형을 정립한다.
종속변수는 전체 운전 부하를 포함해서 각 세부 평가
기준이었던 심리적 부하, 신체적 부하, 시간적 부하,
수행성취 저해도, 노력도, 불안감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Fixation Point, 디스플레이, 조작부의 연결
삼각형 면적( )도 이와 같은 원리로 손의 이동에 대한
눈의 이동 면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눈과 손의 움직임을
동시에 고려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회귀식을 살펴보면 Eye-Hand Coordination 과
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표준화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차량 내부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때, 운전 부하 및 다양한 운전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부하는 디스플레이의 위치와 조작부의
위치를 따로 분리하여 고려해선 안 되며,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레이아웃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모델 중 신체적 부하와 Eye-Hand Coordination
모델의 설명력이 69.6%로 가장 높은 R square 값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시간적 부하와 Eye-Hand
Coordination 이 이루는 회귀모형이 62.3%로 높은
설명력을 가진 모델이었다. 그 다음으로 운전 부하의
모형은
61.5%,
수행성취도
모델은
5.37%,
노력도(49.9%), 불안감(49.6%), 심리적 부하(30.3%)
순서였다. 또한, 각 회귀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변수는 Eye-Hand Coordination 이 이루는 부피에

도출 된 회귀식은

(심리적부하)는 31.1%,
(시간적부하)는 62.35%,
53.7%,

(노력도)는

(신체적부하)는 69.6%,
(수행성취 저해도)는
48.9%,

(불안감)은

62.3%이다. 이 때,
(신체적부하)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주행 중 2 차 과업을 수행하는데 EyeHand Coordination 의 구성요소가 신체적 부하와
가장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위치 조합에서 나타나는 눈과 손의 움직임이
신체적 부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에 대해 운전자는 민감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7 가지의 Eye-Hand Coordination
Model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해 xy 평면으로 투영한 도형의 면적( )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yz 평면으로 투영한 도형의
면적( ), zx 평면으로 투영한 도형의 면적(
사용되었다.

(운전부하)의 설명력은 61.9%,

)이 많이

회귀식에
사용된
변수를
통해,
Eye-Hand
Coordination 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중요성을
내포한 변수 중 하나는 Eye-Hand Coordination 이
이루는 입체 영역을 xy, yz, zx 평면으로 투영하여
나타난 면적이다. 이 때문에 운전 부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눈과 손이 움직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xy, yz, zx 평면에
투영한 도형은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위치에 따라
조작부와 디스플레이가 x, y, z 축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및 각도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각 변수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xy 평면으로
투영한 면적은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높낮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떨어진 거리가 클수록
넓어진다. 즉, xy 평면으로 투영한 면적이 클수록 눈과
손의 이동이 수평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yz 평면으로 투영한 면적은 Fixation Point 를
기준으로 수평면의 영향 보다는 높낮이에 따른 눈과
손의 이동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Fixation
Point 에서 콘솔박스에 위치한 조작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시선이 이동한다. 이 때, yz 평면으로
투영한 면적의 크기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zx 평면으로 투영한 면적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높낮이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zx 평면으로 투영한
면적이
적어지려면
Fixation
Point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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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통해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설계 대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수 있다. 각
알맞은 변수값을 대입하여 운전 부하 혹은, 심리적,
신체적, 시간적, 수행 성취도, 노력도,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운전자가 주행 중, 차량
내부 인터페이스에서 조작부를 조작하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1) 디스플레이의 위치는 운전자의 운전 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운전 부하를 6 가지의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을 통해
도출하였기 때문에 차량 내부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과업에 따라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하만을
측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행
성취도가 중요한 기능은

2) 조작부의 위치에 따라 운전 부하 및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3) 디스플레이와 조작부 위치 조합에 따라 운전 부하 및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로 운전 부하와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 식을 이용하여, 각 설계 대안의 Eye-Hand
Coordination 이 이루는 부피를 xy 평면에 투영한

1)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거리

면적(

2) 디스플레이, 조작부를 모두 확인하기 위한 눈의 이동
면적

),

디스플레이와

스티어링휠과 조작부의 거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3) 조작부를 조작하기 위한 운전자의 손의 이동 거리

조작부의

거리(

)와

)를 측정하여 최적의

위의 8 가지 변수는 3), 4)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Eye-Hand Coordination 과 관련된 변수이다. 3)
변수는 손의 이동만을 고려한 변수이며, 4) 변수는 눈의
이동만을 고려한 변수이다. 그 이외의 변수는 눈과 손의
이동에 모두 영향을 받는 변수들이다. 운전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8 가지의 변수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즉 눈과 손의 이동이 커질수록 운전 부하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차량 레이아웃에 대한 문헌 및 연구들은
각각의 요소를 분리하여 가이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함께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와 AVN 디스플레이와
같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조작부와 상호작용이 많은
디스플레이의 위치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작부와
상호작용하는
디스플레이는 눈의 이동 면적이 단순히 정보만을
확인하는 디스플레이와 다를 것이며 위치 선정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Eye-Hand Coordination Model 에 포함된
변수들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만을
제공하는 HUD Display 의 경우 조작부와의
상호작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Fixation
Point 에 가까울수록 운전 부하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AVN 디스플레이와 같이 다양한 조작부와
상호작용을 하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눈의 이동뿐만
아니라 손의 이동 등 Eye-Hand Coordination
Model 을 활용하여 운전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적용해야 한다.

이들을 통해, 운전부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하였다. 운전 부하를 예측하는 모델은 모두 하나
이상의 Eye-Hand Coordination 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전 부하를 예측하는 모델을 EyeHand Coordination Model 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Eye-Hand Coordination Model 을
이용하여 현재 차량의 내부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량 내부에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와 조작부가 제공되고 있다. 이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한 레이아웃을 설계하기 위해 본

본 연구는 차량의 조작부와 디스플레이의 위치 관계를
운전자의 눈과 손의 움직임과 함께 연관 지은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Eye-Hand
Coordination Model 은 차량 내부 레이아웃 설계에
대해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연관성을 운전자의 사용
행태를 반영하여 도출한 점에서 이전에 진행해 왔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단순한 설계 가이드 및
검증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고
현재의 차량 인터페이스에 관해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Eye-

4) 조작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운전자의 눈의 이동
각도
5) Eye-Hand Coordination 이 이루어지는 공간
6) Eye-Hand Coordination 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X(좌우), Y(전후)축 평면에 투영시킨 도형의 면적
7) Eye-Hand Coordination 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X(좌우), Z(상하)축 평면에 투영시킨 도형의 면적
8) Eye-Hand Coordination 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Y(전후), Z(상하)축 평면에 투영시킨 도형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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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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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Coordination Model 은 디스플레이와
조작부의 레이아웃을 함께 고려한 차량 내부
인터페이스를 연구할 때, 적극 사용될 수 있는 근거
연구 및 기반 자료가 될 것이다.

10.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river
Distraction
in
Commercial
Vehicle
Operatio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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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년 G. Lynn Shostack 에 의해 제안된 서비스
블루프린트에 대하여 강성룡(2010)은 고객에게 보이는
업무와 보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기능 등을
가시 선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구분, 도식화하여
분석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여러 학자에 의해 발전되어 서비스 혁신 방법론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시간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시작과 끝을 설정한 형태로 정립 되어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설정은 현재 서비스 환경을 표현하기
부족한 면이 있다. Vargo & Lusch(2004)는 서비스
중심적 논리(Service-dominant Logic)를 통해
소비자를 서비스에 대한 공동 생산자로 설정하였다. 이
논리는 소비자들의 행위가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소비자 커뮤니티, SNS 및
YouTube, 리뷰 방송 등 MCN 채널의 다변화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서비스 혁신에 있어 소비자의 역할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문
최근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Multi-channel
Network 등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서비스
환경과 소비자 역할의 변화를 표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순환적
성격을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생겼다.
본 논문에서는 Physical Evidence 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분류하고 소비자 간 UCC(User Created
Contents)의 공유를 반영한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사례별로 작성하여 UCC 의 공유 과정을 관찰했다. 이를
통해 UCC 의 공유 과정이 Physical Evidence 에 따른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고,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또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블루프린트에 소비자 경험
공유 과정을 반영하고, 이를 서비스 유형별로 비교하여
소비자 경험 공유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공동 생산자적 역할을 반영하여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발전 방향의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서비스 참여와 경험 과정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에서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커졌다. 특히 이 정보는 후기,
1인 방송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경험의 공유 행동을
UCC(User Created Contents)로 총칭하려 한다.
이러한 UCC의 공유 과정을 파악하여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속성을 제안하려 한다.

Current service blueprint cannot reflect the
current changes of service environment. The
online communication of services is diversifying
with online community, multi-channel network,
so based on this circumstantial change,
‘Continuability’ should be brightened.
‘Sharing UCC among customers’ process was
observed after sorting service type with physical
evidence and making UCC sharing applied
service blueprint of example of sort above.
Through this process, method of ‘sharing UCC’
was differed from the sort by physical evidence,
and also the moment of influencing customer’s
decision.

주제어
서비스 블루프린트, 소비자 경험, 서비스 중심적 논리

2. 연구 방법

본문

2.1 사례연구계획

1. 연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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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UCC 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사례연구 계획을
세웠다.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서비스는 표 1 의 사례에
서술하였으며, 서비스 범위 중 소비자 행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로 한정했다.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형태는 물리적 증거(Physical
Evidence)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영갑(2014) 은
서비스의 물리적 증거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유형을 원격,
셀프, 상호 서비스로 분류했다.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형태가 달라지면, UCC 가 영향을 미치는 시점과 형태
또한 달라질 것이다.

각 서비스 유형의 사례별로 소비자 2 인을 인터뷰와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조사하여 소비자 여정지도를
작성하였다. 이후 서비스 공급자 2 인을 인터뷰하여
소비자 여정에 대응하는 서비스 과정을 구체화했다. 위
결과를 시간 축으로 나열하여 블루프린트를 완성했고,
이후 기존 블루프린트에서 표현되지 않던, 서비스 외부로
정보가 공유되는 과정과 외부의 정보를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과정(UCC 공유)을 블루프린트 상에 삽입했다.
(그림 1)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격, 셀프, 상호 서비스의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작성하였다.

분류

특징

사례

원격
서비스

소비자가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방문하지 않음

티켓몬스터
상품 주문

셀프
서비스

물리적 증거가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함

스타벅스
음료 주문

상호
서비스

물리적 증거의 구성이 목적에
따라 달라짐

이오스 안과
라식 상담

2.3 서비스 블루프린트 비교분석

표 1. 물리적 증거에 따른 서비스의 유형

그림 1 은 원격서비스의 사례로 티켓 몬스터 서비스
과정을 서비스 블루프린트로 제작한 것이다. 원격 서비스
사례가 소비자 경험 공유 과정을 서비스 블루프린트 상에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여 대표 사례로 삽입하였다.
사례별로 작성한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물리적 증거에 따라 소비자 행동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대를 기준으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배치하여 분포를 비교했다. 또한, UCC
공유 과정을 서비스 블루프린트에 표현하여 UCC 공유
과정도 물리적 증거에 따른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의 유형을 바탕으로 분류 별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작성하여 비교하면 소비자가 정보를 얻는
과정을 포함하여 UCC 의 공유 형태와 시점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2 유형별 서비스 블루프린트 제작
위의 서비스 유형별 대표적 서비스를 선정하여
소비자와 공급자를 인터뷰하고, 이들의 서비스상의 행동

그림 1. 원격서비스(티켓몬스터)의 서비스 블루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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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가 있다. 그러나 물리적 증거의 속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분류하였을 때 소비자-공급자 인터랙션의
분포를 통해 이 분류가 UCC 의 공유 과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도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UCC 는 과거의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다른 소비자에게
전파한 것으로, 정보가 이후 소비자에게 전달 되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서비스
블루프린트 상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시점을
반영하여 UCC 의 공유 과정 또한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서비스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전 소비자와 이후 소비자간의 UCC 의 공유를
참고하여 서비스의 ‘순환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분류 별 소비자-공급자 인터랙션
각 사례의 서비스 과정을 시간대 순서로 나열하면
위의 형태로 소비자 행동과 공급자 행동이 배치되고,
상호간의 인터랙션 접점이 발생한다. (그림 2)
소비자 경험으로써 UCC 는 서비스 전반에 걸쳐 주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접점에서 생산되었다. UCC 가
외부로 전파되는 시점은 서비스 종료 후로 동일했다.
이때 원격, 셀프서비스에서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UCC 가 분리되고, 서비스 내부와 외부로 함께
공유된다. 상호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UCC 만이 소비자 사이에서 공유되었다. 이는 상호
서비스가 다루는 상품이 기술과 같은 무형적 상품이고,
서비스 공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소비자의 역할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행동과
요구에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접근하기 위해
서비스의 ‘순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블루프린트의 Physical Evidence, Customer
Actions, Onstage Employee Actions, Backstage
Employee Actions, Support Processes 가 각각
어떤 방향으로 수정, 발전되어야 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향후 연구를 통해 서비스 중심 논리가
주목되는 현재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블루프린트 방법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원격 서비스(티켓몬스터 주문 사례)의 경우 소비자
행동과 공급자 행동의 시점이 완전히 분리되어있다.
소비자는 같은 목적의 여러 서비스에 동시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순간에 외부 정보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서비스 외부에 형성된 커뮤니티 등의 플랫폼이나
서비스 내 구매 후기 등의 영역을 통해 UCC 생산이
이루어지며, 이전 소비자의 UCC 는 현재 소비자의
구매 결정 순간에 서비스에 유입되어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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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서비스(이오스안과 라식 상담 사례)의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는 물리적 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서비스 내 의사결정은
대부분 공급자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소비자는
과거 소비자의 UCC 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쟁
서비스 가운데 이용할 서비스를 선택하게 된다.

3. 결론
서비스는 산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업태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결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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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티콘 커뮤니케이션의 감정표현에서 표정과 색상의 상호작용 특성
Emotional Interaction between Emoticon's Facial Expression and Color
김현주
Hyunj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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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 Lee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SMIT)
89hjkim@gmail.com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SMIT)
jhlee@smit.ac.kr

identify the emotional interaction between
emoticon's face and color. As the result, people
easily depend on the facial shape in interpreting
emotion, but the face color could make the
emoticon's emotional interpretation differently.
It indicated an interaction effect that the
powerful effect is formed by meeting color and
facial expression.

요약문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감정표현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의 시각적 표현
요소로서 표정과 색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의사소통되는 정보와 함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그림형태의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한다. 표정 이모티콘을 Ekman 의 여섯 가지 기본
감정 구분으로 분류하고, 이모티콘의 표정이 각 기본
감정에 얼마나 적절한지(감정-이모티콘 표정), 색상이
각 기본 감정에 얼마나 적절한지(감정-색상)에 대한
감성평가를 통해 기본감정을 대표하는 이모티콘 표정과
색상 정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이모티콘 표정과
색상은 다양한 조합으로 제작되어 각 감정표정에 대한
색상별 감성평가를 통해 표정과 색상이 이모티콘을
통해 전달하는 감정표현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어떤
패턴으로 발생시키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모티콘의 표정을 통해 감정 해석을 더 많은 의존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색상 또한 각 감정
표정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에 어울리는 표정과 색상이
조합되면 더 강한 감정 표현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이모티콘, 표정, 색상, 감정, 감성평가

1. 서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 형태든지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서로에게
메시지를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전달이라는 큰 장점이
있다. 문자-의존적인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대화의 뉘앙스나 표정 등과
같은 감정상태 정보를 알 수 있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부족하여, 풍부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를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크다[1]. 이러한 이유로 필요에
따라 사용자들은 감정이나 행위를 이모티콘(Emoticon)
형태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모티콘은 일종의
비언어 단서로서 대화의 상황적 정보를 전달하는
유사언어(paralanguage)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감정
상징인 이모티콘은 색상이 없는 흑백의 인터넷 텍스트
속에서 자신의 말이나 어투를 강조하거나 유머를
소개하고,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다[2].

ABSTRACT
To express their emotion exactly, people usually
use pictorial emoticons when they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by online messengers. We
classified the facial emoticons by Ekman’s five
emotion type. In the present study, the survey
about how the classified emoticon is suitable for
corresponding emotion and each color is
suitable for corresponding emotion was
conducted. Finally, the emotional evaluation
about the emotion face and color matching
survey was conducted by 84 participants to

색상(color) 역시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많은 관계를
지닌다[3]. 많은 기존 연구들이 색상과 감정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시도했던 것을 보면, 색상은 감성을
표현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감정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해당 감정을 인지하는데
있어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감정 전달 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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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모티콘이라는
도구가 어떤 표정과 색상으로 어우러졌을 때, 감정을
전달하는 효과에서 차이를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모티콘이 포함할 수 있는 표정을 통한 감정과 색상을
통한 감정이 함께 결합했을 때 감정 전달에서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3. 연구 내용

2.1.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이모티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수행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실생활에서 대화할 때, 우리는 음성 외 비언어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몸짓이나 표정이
그 비언어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표정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표정을 통해 불쾌, 행복,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직접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같은
대화라 할지라도 인물들이 어떠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대화의 뉘앙스와 의도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비언어적인 요소에 감정표현과 해석을
의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실제 환경에서의
대화는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면대면(Face to
Face)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감정이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 감정표현을 위한 기본감정 선정
- 기본감정에 해당하는 이모티콘 표정 수집
- 수집된 이모티콘 표정에서 기본감정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표정 선정 평가
- 기본감정에 해당하는 색상 수집
- 수집된 색상에서 기본감정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인
색상 선정 평가
- 선정된 기본 감정의 대표 이모티콘 표정과 색상의
조합을 통한 감정 평가 비교 및 분석
첫번째 단계에서 감정표현을 위한 기본 감정은 Ekman
등의 기본감정 여섯 가지(happy, sad, fear, anger,
surprise, disgust)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 Ekman 등의 얼굴지도(얼굴 움직임
부호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활용해 이모티콘을 여섯
가지 감정(행복, 슬픔, 공포, 분노, 놀람, 역겨움)을
표하는 이모티콘의 표정 샘플을 수집하고, 여섯 가지
기본 감정에 따라 각각 세네 개의 표정 샘플을 할당하여
18 명의 참가자들에게 감성평가를 통해 각 감정별로
하나의 대표 이모티콘 표정을 선정하였다(그림 1 참조).

반면, 인스턴트 메신저와 같은 온라인 대화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가지지만, 텍스트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표정, 몸짓, 음성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지만, 문자와 이모티콘을
통해 일정 부분 표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감정 전달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돼 왔다.
이모티콘은 보통 문자언어의 부족한 표현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모티콘의 사용을 통해 특정인(identity)으로 비치길
원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같은 문장이라도 이모티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대화의 뉘앙스를 바꿀 수도 있다.

그림 1. 기본감성 여섯 가지에 따른 대표 이모티콘 표정

세번째 단계에서는 색상과 감정 간 관계를 찾기 위해
기본 감정에 연관된 색상을 수집하여, 여섯 가지 기본
감정과 색상의 관계를 5 점 척도로 16 명의 참가자들을
통해 평가하였다. 참가자는 해당 감정에 색상이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하여 각 감정 별 15 개의 색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감정 별 대표 색상을 선정하였다(그림 2 참조).

2.2. 색상과 감정
색상은 감정을 나타내고 전달하는데 중요한 도구이다.
많은 이전 연구들은 색상과 감성 간의 교차점을 찾는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파란색은 편안과 보호, 보안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고, 주황색은 고통과 격함, 노란색은
희망, 보라색은 위엄과 관련이 있는 색상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더불어 Kaya &
Epps 는 색상-감정 매칭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초록은 휴식과 자연을, 노란색은 행복과
에너지, 파란색은 휴식, 평화, 빨간색은 사랑, 피와 악,
보라색은 아이와 웃음을 떠올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3].
시각 디자인의 분야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색상을
제품이나,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컨셉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색상이 감성 디자인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그림 2. 기본감성 여섯 가지에 따른 대표 색상

네번째
표정과
색상의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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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선정된 기본 감정의 대표 이모티콘
감성별 색상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이모티콘 표정들에 대한 기본감정 표현수준
총 84 명의 참가자들(남성 46 명, 여성 3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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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하게 구분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해당 감정에 어울리는 색상이 매칭될 때 감정을 더
강하게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을 해석하는
단서인 표정과 해당 감정과 관계된 색상이 어우러질 때
상호작용 효과가 일어나 각 요소가 더 강한
감정자극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색상의 구성요소에 따른 복합적인 효과가
감정 해석 정도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단어(텍스트)와 표정이나 색상이 조합되면 어떠한
맥락적 해석이 일어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맥락 해석 연구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9-60 세, 평균연령 29 세)에게 진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여섯 가지의 기본감성에 매칭되는
각각의 이모티콘을 감정별 대표 색상으로 조합하였을
경우, 이모티콘의 표정과 색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감정가의 패턴은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그림 3 참조).

그림 3. 기본감성별 선정된 표정과 색상을 조합한 이모티콘들

기본감정 이모티콘의 표정 여섯 가지 각각에 대한
감정별 대표 색상 6 개 조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이모티콘 표정별로 반복측정 변량분석(ANOVA)으로
표정과 색상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그림 3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기본감정에는 그에 해당하는
표정과 색상의 관계가 강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한 기본감정을 지닌 표정에 다른
기본감정의 색상이 조합되는 경우, 기본감정의
감정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4
참조, 여섯 가지 모든 감정별 색상의 통계적 차이; 분노,
행복, 슬픔, 혐오, 놀람, 각각 p<.001). 그러나 공포와
놀람 감정에서는 대표 색상의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여
다른 색상의 영향이 커지는 상호작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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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내비게이션 UI(User Interface) 디자인은 감성, 사용성,
신뢰성, 그리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내비게이션의 경로안내 시 사용자경험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UX(User
eXperience) 프레임웍(Framework)을 개발하였다.
먼저,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경로안내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여덟 단계의 태스크 모델을 수립하였고, 각
단계별 사용자경험의 주요 품질척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수립된 태스크 모델의 태스크들과 내비게이션과
운전자 간의 세 가지 유형의 인터랙션을 두 축으로 하는
UX 프레임웍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UX
프레임웍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내비게이션 경로안내 사용 시의 불편한 경험들을
수립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도 마련하였다.

ABSTRACT
Designing UIs for car navigations should
consider overall user experience such as
emotion, usability, credibility, and moreover
safety. Thus, it needs the framework that can
help collect and arrange user experience in
diverse viewpoints. This study developed a UX
framework to apply in improving UX of route
guidance of car navigations. First, an eight-step
task model on drivers’ usages of route guidance
was established, and core UX quality measures
for each task step were arranged. Second, the
UX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on two axes
of the tasks in the model and three types of
interactions between a driver and car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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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pplying this UX framework, lastly, various
pain points and their improving strategies were
organized based on a literature survey and
expert opinions.

주제어
내비게이션 경로안내, 태스크 모델, UX 프레임웍

1. 서론
최근 자동차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기능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나, 한편으로는 잘못된 혹은 느린
길로 안내하는 등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내비게이션에서 추천하는 경로가 운전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경로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이유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운전자의 믿음은 떨어지게 된다[1]. 더욱이 혼동되는
길안내와 정보표시 등은 운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운전자들이 1.5 초
이상 운전 태스크로부터 주의가 분산되면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2]. 이와 같이 내비게이션의 UI 는
단순히 감성, 사용성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내비게이션
경로안내 시의 사용자경험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UX 프레임웍을 개발하였다.

2. 내비게이션 경로안내 사용의 태스크 모델
본 연구는 UX 프레임웍의 기본 축의 하나로서,
Burnett (1998)[3]의 내비게이션 모델을 수정하여 아래
그림 1 과 같이 내비게이션 경로안내 사용의 태스크
모델을 수립하였다 (아래 모형에서 점선은 운전자에
의해 혹은 상황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는 태스크를 뜻함).
이 모델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길 안내를 받아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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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태스크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메뉴탐색이나 주소입력 등의 과정은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모델 속의 세 가지 시점마다 각 태스크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표시는 Burnett 의 모델 대비
새로 추가된 태스크를 표시한 것임).

표 1. 태스크 별 주요 UX 품질척도
Task model
Pre-route
planning
Setting off

(1) Setting off (경로 준비 시점)

Reaching
destination

- Pre-route planning: 목적지를 명시하고, 경로 계획을
수립하기

- 전체 경로를 주요 지점 중심으로 미리 보기 쉬운가?

Initial
positioning

- 경로 안내가 충분히 빠르게 시작되는가?
- 경로가 시작되는 위치를 찾기 쉬운가?

Preview

- 안내되는 경로에 대해 믿음이 가고 이해가 되는가?
- 적절한 시각주의력만으로 지도보기 및 주행정보 확인이 가능한가?
(Eyes-off-the-road-time 2 초 기준; Map 의 정보량, 추상화 수준,
컬러대비)
- 지도 및 길안내 정보가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가?
- 음성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Annoying 하지 않은가?
- 경로안내가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는가?

Identify

-

Confirm

- 현재 경로에 대한 상황파악 및 확신이 용이한가?

턴 준비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안내가 최적의 타이밍에 제공되는가?
적절한 시각주의력만으로 턴 정보 확인이 가능한가?
턴 정보(시각, 음성)의 정확한 인지가 용이한가?
턴 음성안내가 이해하기 쉽고 Annoying 하지 않은가?

Rerouting

- 주행 중 경로 재설정이 제어 가능하고 지능적이라는 느낌을
주는가?

Evaluating
& Next
routing

- 주행한 경로를 재 확인하기 용이한가?
- 목적지 주변 정보나 보행자/건물 내 길안내를 연결하여 주는가?

3. 내비게이션 경로안내 UX FRAMEWORK

- Pre-preview*: 수립된 경로 정보를 미리 확인하기

앞서 설명한 태스크 모델의 태스크들과 세 가지 유형의
인터랙션(Functional, Visual, Auditory)을 두 축으로
하여 내비게이션 경로안내 시의 사용자 경험을
정리하고 개선하는데 활용 가능한 UX 프레임웍을
구성하였다. 세 가지 유형의 인터랙션은 운전자가
내비게이션과 인터랙션 시에 활용하는 자원에 따라
시각적(Visual), 청각적(Auditory), 그리고 인지적/
물리적(이를 Functional 로 통칭)으로 구분하였다.

- Initial positioning*: 경로의 시작 위치를 찾아 가기

(2) Decision making point (턴 등의 의사결정 시점)
- Preview: 다음 지점(예. 교차로)까지의
시간/거리/경로를 머리 속으로 미리 준비하기

- 추천하는 경로들이 만족스럽고 신뢰가 가는가?
- 서로 다른 경로간 비교가 쉬운가?

Pre-preview

Decision
making point

그림 1. 내비게이션 경로안내 태스크 모델

UX 품질척도

남은

- Identify: 움직일 방향을 식별하고, 적절한 속도로
자동차를 제어하고 올바른 위치로 이동하기
- Confirm: 올바른 행동(예. 턴)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기
- Re-routing*: 새로운 경로 혹은 우회도로로 가는 계획
다시 수립하기

(3) Reaching destination (목적지 도달 시점)
- Evaluating & next routing*: 지나온 경로를 마음
속으로 평가하고 다음 경로계획 (건물 내/외 보행경로
포함)을 수립하기

이러한 태스크들을 수행하면서 운전자들은 올바른
경로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Trust/Confidence), 최종 목적지 대비 전체 경로
상에서의 현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는(Orientation)
서브 태스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그림 2. 경로안내 UX 프레임웍 구조

그림 2 는 이러한 UX 프레임웍의 구조를 보여준다. UX
프레임웍의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 해당되는 UX Pain
points 를 정리하고, 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슈들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re-route
planning 태스크 수행 시 내비게이션과의 Functional
interaction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가 겪는 어려움 중

본 연구에서는 수립된 태스크 모델의 각 태스크 별로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사용자 경험의 중요한
품질척도를 아래 표 1 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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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시간은 몇 분 차이 나지 않는데도 둘러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운전하기
편한 길로 안내해주면 좋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부터 “운전편의성 (정지/교차로/턴 횟수, 도로 종류,
직진성 등) 척도 마련 및 이에 기반한 경로추천”과 같은
디자인 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내비게이션이 좋은 Survey knowledge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Survey
knowledge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User
Engagement (사용자 관여) 향상”을 통해 학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UI 를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내비게이션에 대한 사용자 조사
결과들, 다양한 문헌조사 (약 250 여편), 그리고
UX 품질척도(표 1) 관점에서의 전문가 평가 등을
토대로 SK T-Map 내비게이션의 경로안내 사용시의
Pain points 를 조사하였고, 그 내용을 앞서 설명한
UX 프레임웍을 기반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
태스크 별로 발견한 Pain points 의 개수는 다음과
같았다: Pre-route planning (6 개), Pre-preview
(1 개), Initial positioning (3 개), Preview (11 개),
Identity (11 개), Confirm (2 개), Rerouting (2 개),
Evaluating & next routing (4 개). 종합적으로
Preview, Identity, Pre-route planning 태스크
순으로 많은 Pain points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Pain points 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이슈들을 정리한 결과, 세 가지의 큰 이슈가
도출되었다: (1) Trust 제고 방안, (2) Survey
Knowledge 향상 방안, (3) 여성 및 고령 운전자 고려
디자인 개선. 이러한 이슈들은 향후 내비게이션 길안내
디자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개발전략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 및 고령 운전자 고려 디자인 개선: 아직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은 젊은 남성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여성이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적/육체적 한계로 인해 기존 내비게이션 이용 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헌 상의 많은 연구들을 볼 수
있다. 여성 운전자의 비율이 높아졌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소
소외된 이 계층의 운전자를 고려한 디자인 상의 여러
개선들이 진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내비게이션의 경로안내 시의 사용자경험을
중심으로 Pain points 를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UX 프레임웍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내비게이션 경로안내 사용 시의
불편한 경험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들을 수집
정리하였다. 이러한 UX 프레임웍은 향후 지속적으로
내비게이션 경로안내와 관련된 경험들을 수집 정리하고
개선 이슈들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사의 글
이 연구는 SK 플래닛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1) Trust 제고 방안: 문헌을 보면 내비게이션 이용
운전자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 중의 하나는 Trust (신뢰)
문제이다. 추천된 경로가 친숙한 길과 다르거나 잘못된
길이나 막힌 길로 안내하는 등의 경험은 내비게이션의
신뢰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충분한 설명 정보를
제공하고 운전자가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는 느낌을
제공하는 “User-in Controllability”를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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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는 걷거나 뛰는 것을 지원하는 Virtuix Omni
[3], 손의 입력을 받는 Leap Motion [4], 제스처를
위한 MYO [5] 등이 출시되어 있다.

요약문
가상현실, 증강현실 분야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사용자
친화적인
사용하기
편한
가상현실
디바이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별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해가 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전자기기들을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가상 현실이 더욱 발전한다면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전부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중 디바이스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가상현실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인 지 제안하고 간단한 시스템을
서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현실을 위한 특별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가상현실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의
일관된 형태로 가상현실 시스템을 위해 동작한다면
자연스럽게 가상현실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실 세계와 비슷한 규모의 가상현실 세계를 메타버스
(Metaverse) [6]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컨드
라이프 [7]가 대표적인 메타버스이다. 이런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가상현실 세계
시스템들도 새로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세컨드
라이프 [7]에서도 HMD 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ABSTRACT
There are many devices developed under
recent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researches. But these devices itself may be
bother users immersed in virtual reality system.
Today many electronic devices are used every
day and these devices can be used for virtual
reality system in future. In this paper, a system
architecture and prototype of the ubiquitous
virtual reality using multiple devices are
proposed.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에 의해 우리 생활은 언제나
전자 기기로 둘러 쌓여 있다. 대형 텔레비전, 데스크톱,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프로젝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수많은 전자 기기들을 매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의
발전으로 모든 전기 기기들도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지능적으로 동작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기기들을
일관성 있게 가상현실 세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더욱 몰입 감을 주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다중 디바이스 환경에서
가상현실 세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주제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유비쿼터스, 멀티 디바이스

배경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가상현실에 대한
개념은 S. Kim [8], Y. Lee [9] 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중 디바이스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할 것인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가상현실 관련 디바이스들은 하드웨어의 발전에
의해 초기 연구 수준을 지나서 실용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 가상현실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는 Oculus
Rift [1], Microsoft HoloLens [2] 같은 HMD
(Head Mounted Display)가 개발되었으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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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를 알맞은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에 사용되는 화면
이미지 정보 생성은 Server 에서 일괄적으로
수행된다. (Server-side rendering and data
distribution)

다중 디바이스 유비쿼터스 가상현실
다중 디바이스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가상현실의
개념은 J. Lee [10] 의 그림 1 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1 의 위쪽 사진은 현실 세계와 규모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가상현실 세계이다. 여기에는 고정된
건물이나 지형, 물체 들도 있지만 움직이는 가상
캐릭터나 참가하는 사용자의 아바타도 존재할 수 있다.
즉 현실 세계 사용자의 위치가 바로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위치가 되며 가상 캐릭터의 위치는 현실
세계 어딘가에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디바이스 매니저는 현재 서비스에 사용되는 디바이스
정보를 관리한다. 여기서 디바이스 정보(device
profile)란 디바이스의 해상도, DPI, 렌더링 성능을
비롯하여, 현재 서비스에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동기화된 렌더링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그림 1 의 아래쪽 사진은 다중 디바이스에서 가상현실
세계에 접촉하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데스크톱 컴퓨터의 모니터, 스마트 텔레비전,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디바이스 들을 대상으로 했다.

네트워크 매니저는 로컬 네트워크로 접속된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서비스 과정 중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고려하여, 서비스에
사용되는 정보의 크기를 적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디바이스가 실시간으로 동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다중 디바이스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가상현실 시스템의 개념 이미지 [10]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에서는 가상현실 세계의 내용인 멀티미디어
콘텐츠(비디오, 3D Editing Tool)를 다중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Server-side rendering 기법을 이용하여, 각
디바이스에서 출력되는 영상 정보는 메인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생성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다중
디바이스를 연결하여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동작
시킬 수 있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리를 비롯한
콘텐츠 정보의 재생을 다중 디바이스 상에서 분산
시켜 수행 시킬 수도 있게 하였다. 전체 시스템 구조는
그림 2 와 같이 메인 서버와 데스크톱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 모듈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하는
고 관리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표현하겠다.

그림 2. 유비쿼터스 가상현실 시스템 구조

데스크톱 컴퓨터 모듈
서버로부터 전달 받은 콘텐츠의 이미지 또는 소리
정보를 출력한다. 화면 출력기(Scene renderer)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의 고정 디스플레이 화면을
이용한 출력을 담당한다.

모바일 디바이스 모듈
데스크톱 모듈과 마찬가지로 서버로부터 전달 받은
콘텐츠의 이미지 또는 소리 정보를 출력한다. 이미지
처리 기반으로, 현재 서비스에 이용되는 디바이스의
위치 관계를 파악한다. (Tracking and detecting,

메인 서버
멀티미디어 콘텐츠 매니저는 서비스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콘텐츠(3D 와 비디오 콘텐츠)를 관리하며,

- 609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모바일 디바이스는 개인화된 장면(View)을 생성해
주며, 추가적인 정보(콘텐츠 정보 또는 자막 등)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렉션 매니저를 통해 시스템과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하게 된다.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 차세대정보 ・
컴퓨팅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 임 ( 2 0 1 2 M 3 C 4 A 7 0 3 2 1 8 5 ) .

서비스 시나리오

참고 문헌

본 논문의 시스템으로 3 차원 가상공간 세계를 다중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Oculus Rift, https://www.oculus.com/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15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2. Microsoft HoloLens,
http://www.microsoft.com/microsofthololens/en-us

사용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
스마트 TV, 태블릿을 동시에 사용하여, 하나의 3 차원
가상공간을 이용한다. 각각의 디바이스들은 현재 놓인
위치에서 사용자를 기준으로 3 차원 가상 공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윈도우의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게 된다. 디바이스가 3 차원
가상공간을 바라보는 윈도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디바이스의 실제 공간에서의
자세(Pose)를 추정하고, 이를 시각(Viewport) 설정에
반영한다.

3. Virtuix Omni, http://www.virtuix.com/
4. Leap Motion, https://www.leapmotion.com/
5. MYO, https://www.myo.com/
6. Wikipedia ‘Metaverse’,
https://en.wikipedia.org/wiki/Metaverse
7. Second Life, http://secondlife.com/
8. S. Kim, Y. Lee, and W. Woo. How to realize
ubiquitous vr? In Pervasive: TSI Workshop,
pages 493–504, 2006.

디바이스의 자세 추정
1.

시스템이 시작되면 각 디바이스는 시스템에
사전에 등록된 참조 이미지를 출력한다.

2.

사용자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각 참조 이미지를 인식한다.

3.

이미지 상의 참조 이미지를 감지(Dectect)하여,
각 디바이스 간의 3 차원 위치 상관 관계를
파악한다.

4.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내 중력 센서 및 방향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원점을
한 디바이스들을 상대 위치를 설정한다.

9. Y. Lee, S. Oh, C. Shin, and W. Woo. Recent
trends in ubiquitous virtual reality. In
International Symposium on Ubiquitous
Virtual Reality, pages 33–36, 2008.
10.J. Lee, H. Lee, B. Gao, H. Kim, and J. Kim.
Multiple devices as windows for virtual
environment. In Virtual Reality (VR), 2015
IEEE, pages 219-220, 23-27 March 201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 디바이스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인 지 제안하고 간단한 시스템을 서술했다. 전체
시스템은 메인 서버와 데스크톱 컴퓨터, 모바일
디바이스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각 서버,
모듈의 역할과 디바이스의 자세 추정 방법에 관해서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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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본 연구는 차량운행의 위협적 상황인 사각지대
충돌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시각정보에 의존하기 보다
청각적 주의경고나 공간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지닐 수 있는 충돌경고에 대한 운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측면충돌 경고신호
전달의 감각적 조합에 있어 운전자의 전방 주위 상태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운전자는 전방 주시에 보다 많은 집중을 요하는 상황이
주어질수록 청각 충돌경고 신호가 함께 주어졌을 때 더
빠른 반응속도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사운드에
방향성을 부여하여 공간적 정보를 전달하는 조건에서는
청각정보를 활용하여 충돌위험의 방향을 더 빠르게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각적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상황에 보다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Auditory display, Sound design, Warning signal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운전자의 자동적인 주의전환과
비시각적
공간정보
표현이
가능한
청각적
정보제시(auditory display)의 특성을 통해 차량운행의
위협적 상황인 사각지대 충돌(side or blind-spot
collision)을 예방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경고기능의
지각적, 인지적 특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최근 자동차산업의 첨단 IT 융합 기술분야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운전자보조시스템 (ADAS)이 큰 관심의
영역이 되고 있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형태의 경고 시스템(warning signal systems)이
존재하며, 운전자의 지각적,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위험정보 전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와 시도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an
auditory warnings with spatial information on
the operator response to the side collision
avoidance signals, rather than relying on the
visual information to the driver in a threatening
situation of the blind spot collision. As the result,
the operator is shown a faster response time
when given with hearing auditory collision
warning signal. The conditions for transmitting
the spatial information by giving the direction
to the sound in addition shown that by using the
acoustic information identifying the direction of
the collision risk faster. These results suggest a
more immediate action is possible in the danger
by using the auditory spat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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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용자로서 운전자의 시각적
주의가 크게 요구되는 차량운전상황에서 시각적
정보처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의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청각적 정보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각정보, 즉 소리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정보는
주의를 전환하는 타이밍 신호나 소리가 담고 있는
물리적 특성과 의미의 표현이다. 예를 들면, 운전 중
정면을 주시하는 운전자의 주의상태에서 제시되는
청각정보는 ①단순한 주의환기(attentional capture)
신호, ②소리의 출처(sound source)에 대한 공간적
청각정보(spatial sound) 신호, ③소리가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symbolic signals) 신호, ④언어적
청각정보(speech sound) 신호 등을 전달하는 기능을
지닐 수 있다. 이 가운데 소리를 통한 상징적
의미신호나 언어적 정보전달의 경우, 운전자의 주의가
집중된 차량 운행상태에서 마치 전화통화나 라디오를
듣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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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구성되는 총 여섯 가지 조건들(2x3)에서의
측면충돌경고에 대한 반응 속도와 정확성을 반복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전방주의 상태에 대한 차이는
추가과제로 제시되는 운전과제(낮은 주의요구: 단순
정면주시 과제, 높은 주의요구: 선행차량 급정지
충돌회피 과제)에 의해 조절되었다. 참가자들은 여섯
가지 각 조건당 18 회 반복 시행하여 총 108 회 시행을
수행하였고, 이때 반응한 충돌경고신호에 대한
반응속도와 정확성을 기록하였다(그림 2). 참가자들은
운전 시뮬레이션 중 돌발적으로 제시하는 전방
양측면에 설치된 시각 측면충돌 경고신호(LED light)나
후방
양측면에
설치된
청각
경고신호(stereo
speakers)에 따라 측면충돌의 위협이 어느 방향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신속
정확히
판단하여
스티어링휠(핸들)에 부착된 두 개의 방향버튼 가운데
하나를 신속히 누르도록 요구되었다.

자원(cognitive
resource)
요구의
작업부담의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
청각신호의 기능들, 즉 주의환기와 공간정보를 지니는
청각정보제시 조건들을 시각정보만을 통한 측면충돌
경고신호와 비교하여 사용자의 지각적 반응 정확도와
신속성에 대한 경험적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실제 운전 중에 발생 가능한 운전자의
주의집중 상태의 차이를 반영하여 운전자의 주의집중
상태에 따른 경고신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의집중을 요구하는 추가과제를 통해 전방주의 요구
정도를 두 수준으로 포함시켰다. 즉 측면충돌
경고신호의 감각적 조합 변수(①시각 충돌경고, ②시각
+ 비공간적 청각 충돌경고, ③시각 + 공간적 청각
충돌경고)와 운전자의 전방주의상태 변수(①전방주의
요구의 낮은 수준, ②높은 수준)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조건들에서 측면충돌 경고신호에 대한 반응
정확도와 신속성을 측정 평가하였다.

2. 실험 연구
2.1. 실험참가자
실험참가자는 최소 1 년 이상의 운전경험이 있는 남녀
10 명(남성 6 명, 여성 4 명; 평균연령 29.1 세)이었으며,
모두 정상 시력과 청력임을 확인한 후, 실험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에 참가하였다.

그림 2. 실험상황에서 제시되는 시각적, 청각적 충돌경고신호의
발생위치(①시각충돌경고: 전방 좌 혹은 우측, ②비공간적
청각충돌경고: 후방 좌,우측 동시, ③공간적 청각충돌경고: 후방
좌 혹은 우측 정보제시)

3. 결과 및 분석
실험결과는 충돌경고신호의 감각적 조합에 따른
요인(시각경고, 시각 + 비공간적 청각경고, 시각 +
공간적 청각경고) 세 수준과 운전자의 전방주의상태
요인(낮은 수준, 높은 수준)으로 하는 2 요인 반복측정
변량분석(2-way 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수행에서
시각+공간적
청각경고
동시
제시
조건(visual+spatial auditory; Mean=501ms) 에서
다른 제시조건들에 비해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보였고,
그
다음은
시각+비공간적
청각경고
동시
제시조건(visual+non-spatial auditory; Mean=
528ms), 마지막으로 시각경고 단일 제시조건(visual
only; Mean=564ms) 순으로, 세 가지 공간정보
제시조건들 사이에 전반적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18)=5.474, p=.014).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충돌경고의 감각적 조합 제시조건
가운데 시각정보와 함께 공간적 정보를 지니는
청각정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빠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험상황과 유사한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운전 시뮬레이션 상황

2.2. 실험내용과 절차
실험참가자는 자동차 운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정한
전방 주행 상태에서 진행하게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사각지대에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측면충돌 경고신호에
반응하도록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그림 1).
실험은 측면충돌 경고신호의 감각적 조합에 따라 시각
충돌경고 단일제시조건, 시각과 비공간적 청각
충돌경고 동시제시조건, 시각과 공간적 청각충돌경고
동시제시조건의 세 수준과 운전중 전방주의가 낮게
요구되는 상황과 높게 요구되는 상황 조건의 두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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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운전 상황에서 주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각적 공간정보
제시방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감각적 정보처리의 통합적 특성에
맞는 충돌경고 제시방식이 사용자의 주의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이다. 시각적 충돌경고 정보만
제시하는 것보다 청각적으로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복되는 정보로 인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시각
충돌경고 단일 제시조건과 시각+청각의 이중감각 동시
제시조건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듯이, 청각정보가 시각적 정보처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시에 보다 많은 집중을 요하는 상황이 주어질수록
청각 충돌경고 신호가 함께 주어졌을 때 더 빠른
반응속도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사운드에 방향성을
부여하여 공간적 정보를 전달하는 조건에서는
청각정보를 활용하여 충돌위험의 방향을 더 빠르게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출시
중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측면충돌
회피시스템(SCAS)에서 단순한 시각적 깜빡임 정보나
주의환기를 위한 경고 사운드를 적용하는데 그쳐있으나,
앞으로 청각적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상황에 보다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운전 중 발생 가능한 전방주의의 요구수준을
달리했을 경우에서는 낮은 주의요구 조건(low
workload;
Mean=496ms)보다
높은
주의요구
조건(high workload; Mean=567ms)에서 충돌경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느려졌다(F(1,9)=9.212, p=.014).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시각경고 단일 제시
조건에서보다는 시각+청각경고 동시 제시 조건들에서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충돌경고에 대한 청각적
정보제시가 시각적 주의가 큰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F(2,18)=2.315, p=.127).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선택적인 주의처리 상황에서 시각적으로만
충돌경고정보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청각경고를 동시에
제공하는
이중감각
상호작용(crossmodal
interaction) 특성이 공간적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에서 효과를 보였으며, 이것은 이전의 관련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이중감각 연결
특성의 주의효과를 적절한 안전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시스템 사용자의 지각과 과업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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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재난상황신고전화의 음성정보에서 나타난 신고자의 공간정보 표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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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만 이동전화의 경우 위치추척의 오차반경이 약
5km 나 되어 효율적인 출동지령이 어렵다. [1]
이동전화위치추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 법
제도적 개선과 119 상황실의 전문성 향상,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보고되었다. [2]

요약문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신고전화
음성정보 녹취 파일을 현재 신고자 위치파악에 걸리는
소요 시간, 사용하는 위치정보의 속성으로 구조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3 가지의 경향을 도출하였다. 먼저 신고자는
위치정보를 먼저 표현하였다. 두 번째로 Landmark 중
Common Ground 를 형성하는 경우 위치파악에
경제적이었다. 마지막으로 Map 은 위치파악에
비효율적인 경향을 보였다. 3 가지의 경향에서 시사점을
분석해보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고자의 음성정보에 의존한 상황요원의
위치확인 과정을 이해하고 상황 인식의 패턴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신고전화
음성정보 녹취 파일을 분석하였다. 신고자가 사용하는
신고전화 속 단어의 위치 정보 속성과 위치지식이
전달되는 시간적 흐름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상황요원의 위치인식 과정을 시계열 그래프로
구조화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를 현재 수보 프로토콜
경향을 통해 효율적인 위치파악을 위한 상황요원의
행동 절차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We analyzed the current 119 emergency call
recordings from Gyeonggi Northern Fire
Headquarters in the view point of length of
time and type of spatial knowledge.

기존 연구
미국의 4-1-1 과 9-1-1 응급 전화 서비스에서
개방형 도입응대(911 emergency.)를 통해 운영되던
기존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Reduction 과 Specialization 을 적용하여
폐쇄형 질문 “What is your emergency? What
city? ” 으로 프로토콜을 변경하였고 대화분석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3]

From the analysis, we distill three partially
meaningful implications. First, A Caller tends to
express Spatial knowledge at the beginning.
Second, Landmark establishing common ground,
is economical to identify location. Lastly, Map is
inefficient in verifying location.

주제어

연구방법

긴급신고전화, 119 상황요원, 대화분석, 위치정보

본 연구에서는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각 녹취 파일에 녹음된 신고자와
수보자의 대화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단위로
분석하였다. 대화분석은 수보자와 신고자 사이의
실시간 정보 전달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단어의
종류에 따른 대응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구에

연구목적
119 신고전화의 이동전화 신고 비중이 커져가고
있지만 현재의 이동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119 신고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은 일반전화의 경우 정확한 위치추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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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개인 정보를 습득할 수 없는
경기소방재난본부의 허가를 받아 취득된 데이터이다.

-

Map(Survey) Knowledge 은 위치정보의
공간적이고 객관적 표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망지식을
의미한다. ex) 주소

-

Landmark Knowledge 는 독립적 위치정보를
가진 특정한 객체를 말한다. ex) 상가 명, 전신주
번호,

-

Route Knowledge 는 특정 위치로 오기까지의
연속적인 상황표현을 의미한다.. .

대화 분석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1 ~ 5 번 수보대의 2015 년
8 월 24 일 ~2015 년 8 월 30 일 접수된 신고전화
녹취파일 중 무작위로 선정된 1 번 수보대의 2015 년
8 월 30 일에 접수된 신고전화 녹취 파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고전화 녹취파일을 30 초 미만(988 개, 53%), 30 초
이상 1 분 미만(471 개 25%), 1 분 이상 1 분 30 초
미만(216 개, 11%), 1 분 30 초 이상 2 분 미만(91 개,
5%), 2 분 이상(95 개, 6%)으로 30 초 단위로
분류하였다.
표 1. 신고전화 녹취 파일의 시간분류에 따른 분포
시간

30 초

1분

미만

1분
30 초

2분

2분
이상

#

988

471

216

91

95

(%)

(53%)

(25%)

(11%)

(5%)

(6%)

그림 2. 위치정보의 빈도, 발화시간과 유형

결과
신고전화의 위치정보 확인시간과 유형 분석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3 가지의 경향을 도출하였다.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신고전화가
1 분 이내(78%)에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1 번 수보대 녹취파일의 평균길이 46 초에
근접한 2015 년 8 월 30 일의 신고전화에서 30 초 미만
길이의 신고전화로 분류된 녹취파일 4 개와 30 초 이상
1 분 미만 길이의 신고전화로 분류된 녹취파일 8 개를
선정하였다.

1. 위치정보 우선 (Location First!)
신고자는 신고 시 위치정보를 먼저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 여기 남면초등학교 앞인데요”
12 명 중 6 명의 신고자가 신고와 동시에
위치정보를 먼저 말하였고, 4 명의 응답자가 간략한
상황정보를 말한 후 위치정보를 말하였다. 예외적인
1 명의 신고자는 일반전화로 신고하여 음성정보에
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신고자가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의 맥락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Landmark is Succinct
신고전화에서
음성정보의
위치정보
중
Landmark 를 사용할 때 위치정보 파악에 사용되는
어휘가 가장 적었다.

그림 1. Audacity 를 활용한 예시
Open Source Software ‘Audacity’를 통하여
신고자와 상황요원 각각의 음성정보 중 발화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지정하여 Labelling 후 전사하였다.

Landmark 정보가 위치정보 파악에서 가장 적은
수를 보이는 이유는 그 정보 하나가 상황요원이
위치파악에 사용하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에서 유일한 주소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사된 신고자와 상황요원이 사용하는 음성정보를
구조화하기 위해 각 발화내용을 위치정보와 상황정보로
분류하고 그 중 위치정보를 위치지식의 세가지 유형
(Map, Landmark, Route)으로 분류 하였다. [4]
분류에
사용된
위치정보
유형의
조작적정의
(Operationalized Definition)는 다음과 같다.

“예, 여기 구리시 목양교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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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파악에 효율적인 Map 정보는 역순이다.

특히, 신고자가 언급하는 Landmark 정보를
상황요원이 배경지식으로 알고있는 경우 신고자와
상황요원간에는 Common Ground 가 형성된다. [5]
이런 경우 상황요원은 신고자의 불분명한 음성정보도
쉽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Map 정보는 신고자가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요원이 필요한 최소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새로
적용된 도로 명 주소 또한 도로 명이 유일한 주소 값인
Landmark 요소로 위치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3. Map(Survey) is Questionable
Map 의 경우 위치파악을 위해 신고자의 번복과
상황요원의 재 질문으로 인해 많은 어휘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세부주소부터 위치정보를
표현하도록 질문한다면 더 적은 어휘로 위치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세부주소부터 위치정보를 표현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한
연구와 상황요원이 그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 여기, 백구십에 이십일번지 의정부동이요.”
“백구십에, 십일번지요?”
번지와 같은 숫자주소, 알파벳, 동음이의어의 경우
혼동하여 들을 여지가 있어 신고자는 또박또박
말하며 상황요원도 재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샘플사이즈(12 개)로 인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추후 대규모 녹취 파일 분석을
통해서 평균을 웃도는 녹취 파일을 구조화 하여 더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수보 프로토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보읍 도곡리 쌍용아파트
백삼동 구백일호요.”
Map 유형을 표현 하는 신고자의 경우, 큰 범위부터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GIS 시스템은 세부주소부터
검색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고자는
필요이상의 어휘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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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스트림으로 변환된다. 서버측의 동적 다중영상
멀티플렉서와, 단말측의 동적 다중영상 디멀티플렉서를
기존의 스트리밍 시스템에 부가적으로 사용하여 임의의
화면갯수를 가지는 다중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한다.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3D 멀티뷰 영상 등, 동일 시간에 획득된
다중영상에 대해 그 다중영상의 개수가 변화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스트리밍 서비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단에서 최적의 영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서버측 (데이터 획득 및 송신측)

ABSTRACT

다중영상

Source
Image

동적
다중영상
멀티플렉서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ptimal timevarying Multiview video multiplexing method for
Multiview streaming system.

Multiplexed
Image

화면
부호화기

데이터
송신부

네트워크 전송
단말측 (데이터 수신 및 재생측)
데이터
수신부

서론
현재 3D 비디오 서비스는 두 개의 뷰를 가지는
스테레오 영상을 중심으로 상용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시점에 따라 여러 개의 뷰를 가지는 3D 멀티뷰
영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여러 개의 뷰를
가지는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로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는 동일시간에 해당하는 여러 개 영상을 비디오
압축/전송 방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뷰의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압축/전송 방식은 아직 소개되어 있는 방법이
없으며 임의의 뷰의 개수를 가지는 영상서비스를 위한
영상 압축 및 전송구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 역시 주어진 뷰의 개수 아래에서 전용의 멀티뷰
부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임의의 뷰의 개수를 가지는 영상서비스, 특히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도중 뷰의 개수가 변화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스트리밍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한다.

화면
복호화기

동적
다중영상
디멀티플렉서

다중영상

화면출력

그림 1. 제안하는 멀티뷰 스트리밍 시스템 블록도
다중영상(Source Images)은 자신의 영상 개수와
해상도를 가지며, 전송할 수 있는 영상(Multiplexed
Image)역시 별도의 해상도를 가진다. 동적 다중영상
멀티플렉서는 다중 영상(Source Image)의 영상갯수 및
해상도와 전송할 수 있는 영상(Multiplexed Image)의
해상도를 이용하여 최적의 구성방법을 계산하며, 입력된
다중영상(Source Image)으로부터 전송용 영상 (Multiplexed Image)을 생성한다. 생성된 전송용 영상은 화면
부호화기 및 데이터 송수신부, 화면 복호화기를 거쳐
기존의 스트리밍 시스템과 동일하게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로 전송된다. 수신받은 단말은 복구된 전송용
영상을 “동적 다중영상 디멀티플렉서”에 입력하며, 동적
다중영상 디멀티플렉서는 서버측의 동적 다중영상
멀티플렉서에서 구성한 역순의 방법으로 다중영상을
복구해 낸다. 이를 통해 서버측의 다중영상을 최종적으로
원격지 단말의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멀티뷰 스트리밍 시스템

최적 스트리밍 멀티뷰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한
스트리밍 방식, 즉 영상압축-송수신-영상복호화로
요약되는 시스템에 추가되어 기존의 스트리밍 시스템을
그대로 재활용 할 수 있다. 그림 1 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상위 블록구조이다. 미리 녹화되거나 실시간 획득된
“다중영상”은 “동적 다중영상 멀티플렉서”를 통해
기존의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

본 절에서는 “동적 다중영상 멀티플렉서”내부에서
입력된 다중영상(이후로 소스영상, Source Image 로
표기)을 전송을 위한 영상(이후로 다중화영상,
Multiplexed Image 로 표기)으로 구성할 때 최대한
소스영상의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적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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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화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단말측의 동적
다중영상 디멀티플렉서에서는 아래 기술한 단계의
역순으로 진행함으로써 다중화영상으로부터 원본의
소스영상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그림 2 는, 8 개의 뷰로
이루어져 (  ×  )의 해상도를 가지는 소스영상을
(   ×  )의 해상도를 가지는 다중화 영상으로
구성하는 예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4 에서는 상기 구성을 가지고 동적 다중화
멀티플렉서 내부에서 입력된   개의 소스영상으로부터
최적의 다중화 해상도를 찾아내고, 이를 다중화영상으로
구성하는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단말측의 “동적 다중화
디멀티플렉서”는 본 과정의 역 과정을 통하여
다중화영상으로부터 소스영상을 복구해 낸다.
Source Image와 Muxing Image를
landscape 방향으로 정렬

Muxing 대상 resolution (
) 과 Source resolution (
)에 따라 다음 값들을 계산
,
,

인가?
Source Image를 리샘플링할 target
resolution(
)을 다음과 같이 계산
,

YES

NO
인가?

YES

NO

,

를 증가시키고
최종 결정된 target resolution (
)
으로
의 source image를 Resampling

Source Image를 리샘플링할 target
resolution(
)을 다음과 같이 계산
,

갱신

최종 결정된 target resolution (
)
으로
의 source image를 Resampling

,
,

의 resampling 된 source image를
Horizontal 방향으로 multiplexing

의 resampling 된 source image를
Vertical 방향으로 multiplexing

여러 개의 source image가
Multiplexing 된 영상 생성 완료

그림 2. 다중화 영상의 구성 예
그림 우측의 Single View 는 원래 멀티플렉싱하고자
했던 소스영상을 나타내며, 이 소스영상은( ×  )의

그림 4. 최적 다중화 영상 멀티플렉싱을 위한 동작절차

해상도와, ( ×  )의 aspect ratio 를 가진다. 이
소스영상을 (   ×  )의 해상도와 (   ×  )의
axpect ratio 를 가지는 다중화 영상 결과물로 다중화한
결과가 그림 좌측에 도시된 내용이다.

사사의 글
이 논문은 2015 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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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영상의 개수 및 해상도, 다중화 영상의 해상도에
따라 “가로형 멀티플렉싱”(그림 3 의 좌측예제) 또는
“세로형 멀티플렉싱”(그림 3 의 우측예제) 둘 중 최적인
다중화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각각 뷰에 해당하는
소스영상이 최대한 크게 유지될 수 있는 다중화 방식이
최적의 다중화 방식이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다중화 영상
내에 소스영상을 어떻게 다중화 하여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뷰 개수를
가지는 멀티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4View 를
지원하는 멀티뷰 TV vs. 2View 를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
등) 동일한 시간에 획득되어진 여러 개의 영상으로
구성된 비디오를 원격지로 스트리밍하기 위한 방법으로,
멀티뷰 콘텐츠를 스트리밍 하기 위하여 화면 구성을
최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을 통하여 기존의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한 변경
없이 멀티뷰를 하나의 다중화영상으로 구성하여
원격지에 스트리밍할 수 있으며, 스트리밍 도중 뷰의
개수가 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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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로형 멀티플렉싱과 세로형 멀티플렉싱의 예

- 618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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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일반적인 그래프 컷 방법은 노이즈 픽셀에 민감한
결과를 보여주고, 시간이 오래걸리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영역기반 그래프 컷 기법을
이용한 컬러 영상 분할을 제안한다. 우선 그래프 컷
기법을 적용할 영역을 미리 나누기 위하여
양방향필터와 연결요소라벨링 방법을 사용한다.
영역기반 그래프 컷 분할 방법은 영역그래프 생성,
가중치계산, 그래프 컷 최적화 단계로 구성된다.
실험결과 제안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하여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수행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제안방법은 기존방법보다 5.82 배 빠르게 분할하였다.

영상 분할은 영상을 의미있는 여러 개의 영역들로
나누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영상분할은 각 픽셀에
라벨을 할당하는데, 만약 두 픽셀이 동일한 라벨을
할당받았다면, 두 픽셀은 동일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영상분할은 컴퓨터비전이나 영상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하지만, 영상 분할은 원하는
객체를 정확하게 분할해야 하는 경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컬러 영상 분할은 흑백 영상분할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견고하다 [2].
영상분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프 컷
방법 기반의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3,4,5].
그래프 컷 방법은 영역 에너지와 경계 에너지로
구성된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 한다. 영역 에너지는
전경과 배경이 주어졌을 때, 픽셀들의 컬러가 전경과
배경의 컬러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에너지이다. 경계 에너지는 인접한 두 픽셀이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고 가정할때에 대한 페널티를
나타낸다. 즉, 인접한 두 픽셀이 비슷한 컬러를
가질수록 경계에너지 값이 커진다. 비록 그래프 컷
분할 방법이 많은 분할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만,
수행시간이 오래걸리고 메모리를 많이 요구한다. 또한,
기존 그래프 컷 분할 방법은 픽셀기반이기 때문에
노이즈 픽셀에 민감한 분할 결과를 보여준다.

ABSTRACT
Conventional graph cut methods have
problems of sensitivity to noisy image pixels,
time
complexity,
and
large
memory
consumption. This paper presents a novel
region based graph cut segmentation method,
with the intention of overcoming the problems
of the conventional graph cut methods. We
apply bilateral filtering and connected
component labeling to divide the presegmented regions.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d that our method is more
accurate than the conventional graph cut
method.
Regarding
the
computational
performance, our proposed method delivers
about 5.82 times faster than the conventional
graph cut method.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빠르고 정확한
영역기반 그래프 컷 분할 방법은 제안한다.
제안방법은
우선
연결요소라벨링(connected
component labeling) 방법으로 영상을 여러
영역으로 미리 나누어 놓는다. 미리 나누어진 영역에
그래프 컷 기법을 적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분할을
수행한다. 특히, 노이즈한 픽셀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결요소라벨링을 사용하기 전 모서리를 보존하는
양방향 필터(bilateral filter)를 적용한다.

주제어
그래프 컷 분할 방법, 영역 기반 그래프 컷 분할, 컬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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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채널의 평균, s n (F ) 와 s n (B) 은 표준편차를

2. 본론

의미한다.

2.1. 미리 분할된 영역생성

(1)과 (2)로 계산된 에지가중치를 최소화하는
최소컷을 찾고, 그 최소컷으로 나뉘는 영역을
이진영상으로 나타낸다.

미리 분할된 영역 생성하는 방법은 양방향 필터와
연결요소라벨링 방법을 사용한다. 노이즈 픽셀로 인한
부작용과 모서리부분에서의 블러효과를 막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모서리를 보존하고,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양방향 필터를 입력영상에 적용한다.
필터링이 적용된 영상이 이후의 연결요소라벨링과
영역기반 그래프 컷 분할에 사용된다.
연결요소라벨링 방법은 시드영역성장(seeded region
growing)방법[4]을 반복적으로 적용한다. 첫번째
시드점은 입력영상의 가장 왼쪽과 위쪽의 픽셀이다.
첫번째 시드점을 중심으로 영역이 성장하여 첫번째
영역이 정의되면, 두번째 시드점은 입력영상에서
첫번째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가장 왼쪽과 위쪽의
픽셀로 정의된다.
2.2. 영역기반 그래프 컷 분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역기반 그래프 컷 분할
방법은 2.1 의 미리 분할된 결과를 이용한다. 우선
미리 분할된 영역을 토대로 영역그래프를 생성한다.
그리고나서
영역그래프로부터
에지
가중치를
계산한다. 에지 가중치를 이용하여 영역 그래프에서
최소컷(minimum cut)을 찾는다. 최소컷을 이용하여
연결요소라벨링된
영상을
전경과
배경의
이진영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영역그래프를 생성한 후에, 영역에지 가중치와 두개의
터미널에지 가중치를 계산한다. 두 영역노드(Rp ,Rq)
사이의 영역에지({Rp, Rq})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2 ö÷ ö÷ ,

æ æ 3 C R -C R
ç
n
p
n
q
2s n 2
ç ç n =1
è è

w{R p , Rq } = expç - çç

( )

Cn R p

å

÷÷ ÷
÷
øø

(1)

은 영상픽셀의 n 번째 컬러 값에 대한

평균이고, s n 은 표준편차이다. 한편, 두 개의 터미널
에지{Rp, F} and {Rp, B}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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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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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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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방법과 기존방법의 분할결과 (a) 입력영상
(b) 제안방법의 분할결과 (c) 기존방법의 분할결과

3. 실험결과
(2)

영상분할은 15 개의 컬러영상에서 이루어진다.
제안방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다양한 객체를
분할하고, 그 분할결과를 “grab cut”방법[4]과
비교하였다. 분할결과의 정확성 평가를 위하여 사람이
손으로
분할하는
방법과
다이스계수(DICE
coefficient)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분할결과의
계산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N R p 은 영역노드와 연결된 영역에지들의 수이고,
C n (F ) 와 Cn (B ) 은 전경과 배경 영상픽셀의 n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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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방법과 기존방법의 수행속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1 은 제안방법과 기존방법의 분할결과를 보여준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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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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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26, 9(1993), 1277-1294.

3.1 다이스계수기반 분할결과 정확성 평가
분할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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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였더니 p 값이
0.021 로 제안방법이 기존방법에 비하여 유의하게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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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행속도기반 분할결과 계산효율성 평가
분할결과의 계산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15 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수행시간을 측정하였다.
수행시간 측정결과 제안방법의 수행시간 평균은
395ms
이고,
기존방법의
수행시간
평균은
2299ms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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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은 노이즈한 픽셀을 제거하고, 계산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역기반 그래프 컷 분할 방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입력영상에 양방향 필터를 적용하고,
연결요소라벨링을
이용하여
미리
분할영역을
생성하였다. 미리 분할된 영역을 기반으로 영역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래프 컷 분할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grab
cut”방법과 다이스계수를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제안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정확하였다 (p < 0.05). 또한, 계산효율성을
비교하였는데, 제안방법이 기존방법에 비하여 약
5.82 배 더 빠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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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인 복잡도와 끊어지지 않고 호흡이 길다는
시간적인 복잡도가 있기에, 이를 맥락적으로 분석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기 데이터를 의미있게 분석하는 것은 팀의
특징을 파악 할 수 있고, 분석 결과에 따라 감독과
선들이 이에 맞는 전술을 수립할 수 있다[1].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팀 간의
공격과 수비에 따라 달라지는 선수 움직임과, 대인
마크 등 포메이션 및 포지션에 따른 데이터 비교를
통해 경기 안에 일어나는 선수들의 움직임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경기 중 일어나는 공격,
수비의 즉각적인 인식을 위해, 사용자에 의한 각 팀 별
선수 비교와 포메이션의 변화, 공간적인 데이터를
시각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요약문
스포츠 데이터분석은 선수 개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디지털기기의 발전을 통해, 경기 중 모든 선수의
움직임 데이터 기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축구 경기 데이터는 보통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치 값의 나열로써 의미있는
정보로 제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선수 움직임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를 통하여 사용자가 축구
경기의 문맥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Sports data analysis has come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improving player performances as these
analytics proved to aid in reversing the fortunes of
ailing sports teams. With tremendous advancement
of digital devices such as cameras, sensors, and
wearables, analytic providers are now able to record
many aspects of player performance. However,
soccer data obtained through these devices are of a
complex structure and not provided in a
standardized format. Thus finding effective ways to
manage and comprehend massive player feature
data has become an inevitable problem to solve.
Therefore, we suggest a method of analysis system
to allow the users to easily analyze and comprehend
the context of soccer game by visually portrayed
player aspect data based specifically on player
movements throughout the game.

축구 경기의 선수 움직임 데이터
축구 경기 데이터 시각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현을
위해 샘플데이터는 영국의 유명한 전문 축구 경기
분석가들에 의해 기록되는 whoscored.com[2]에서
추출한다. 먼저,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분류하고자 데이터 스크래핑(data
scraping)방법과 직접기록 방법을 사용한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관리 체계 구성을 통하여 구조화한 후
저장하고 선수의 위치와 팀을 이루는 포메이션 등을
고려하여 한 경기장 내 공간에서의 선수 움직임
위치로 분류한 후 이를 메타데이터로 설정한다.
그리고 난 후, 시각화될 데이터가 선별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재 정렬한다. 최종적으로, 시각화 구현을
위해 정렬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도록 CVS
Format 으로 정보가 담긴 파일을 저장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세분화 방법은 시각화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2].

주제어
축구 경기 데이터, 시각화, 시각분석 시스템

연구배경
축구 데이터는 움직임이 다양하고, 방대하며, 매우
복잡한 구조와 정보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축구 경기 중 선수들의 데이터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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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다.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류하여 선수,
포지션 등으로 구성하고, 팀 별, 공격, 수비 패턴을
확인한다. 공격, 수비 패턴은 각 각의 진영에서의
포지션 별 움직임, 위치의 값을 그대로 시각화하여
나타낸다. 팀 별로의 색상은 A 팀은 #ffcc66 의 색상
값, B 팀은 #ff9933 의 색상 값으로 나타내고, 선수
위치의 빈도수가 높은 곳 일 수로 원색에 가깝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채도의 10%의 색상 값을 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밀도, 즉 선수 움직임 의
빈도수가 중첩되는 위치일수록 색상의 채도 100%에
가까워지고, 아닐 경우 채도 최하 10%로 나타나게
된다. 시각화는 선수 움직임에 대한 분포 형태로
변화하여 가장 많이 발생한 정보 영역을 중심으로 각
팀에 해당하는 색상으로 나타내게 된다. 우리는 각
팀의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 속성 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 색상을 기준으로 채도 값을 변화 시켜, 두
패턴을 함께 비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 의 (a)는 팀의 공격 방향을, (b)는 선수, 포지션, 선수
대응에 관한 컨트롤 패널에 따른 선수 움직임의
데이터 시각화, (c)에서는 포메이션별로 구체적인
선수의 움직임을 선택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공격과
수비에서의 선수의 움직임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경기 내용 시각분석 시스템
우리는 선수 움직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 내용
분석을 하는 시각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움직임
데이터는 공격과 수비의 패턴을 알려 주기에 경기
내용을 파악하는데 핵심이 된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각 선수의 포지션 별로 메타
데이터가 생성한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는 팀의
포메이션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분산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다. 경기 내용에 대한 분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팀의 공격방향을 설정하여 각 포지션
영역에서의 움직임 및 위치 정보의 기능을 구성하여
상대적인 선수 움직임 데이터의 비교가 가능하게 한다.
이는 각각의 팀 전술 형태가 다를 경우에도 선수
움직임 비교가 용이하고 포메이션이 맞지 않은
경우에도 쉽게 선수 움직임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을 보면 컨트롤 패널을 설정(step. 1)하여,
팀과 선수, 포지션 별에 따른 시각화를 생성하여
관련된 요소들에 해당하는 시각화 이미지 데이터(step.
2)를 구성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로 하는
경기 내용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시각화(step. 3)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그림

1.

선수 포지션 별 움직임

비교

실험 및 토론

경기 내용 시각분석 시스템 구성

시각분석 시스템의 결과 도출을 위해 실제 경기
데이터를 이용하고 A 팀과 B 팀의 포메이션에 따른
수비수의 움직임과 각 선수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았다.
A 팀은 4-4-2 포메이션을 이루고 B 팀은 4-2-3-1
포메이션을 이룬다. 축구 경기 중 수비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심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불안정성을
낮추는데 있다[3].

선수 포지션 별 비교
선수의
선수의
움직임
공격과
선택적
선수의

2.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 팀에 대한
포메이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선수의
데이터는 2D 움직임 위치 데이터를 알아내
수비의 패턴으로 나뉘어 저장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지정하여 선수의 공격, 수비에 따른
움직임을 시각화한다.

데이터의 형태는 2D 경기장 x, y 축의 좌표 값으로
받기 때문에 위치와, 선수 움직임 빈도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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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하기에 앞서 다양한 시각화 방법과 분석방법을
적용해 보완이 필요하며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선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 축구의 승패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의 시각화
방법을 통해 시각분석 시스템이 발전이 계속 된다면,
축구를 포함한 다른 팀 스포츠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각 분석
시스템은 전문적인 경기 분석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경기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콘텐츠로 응용 개발되어 제공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림 3. A와 B팀 포메이션 비교 시각분석
먼저 그림. 3 을 보면 A 팀의 four back 수비수 중
중앙수비수(center back)의 움직임을 선택하여
살펴볼 경우, 선수의 움직임이 방대하여 중앙에서의
수비역할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four back 선수들의
전체적인 영역을 방황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면 B 팀의 중앙수비수의 움직임은 골대 정 중앙
앞쪽으로 집중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A 팀의 선수는 left back 과 right back
선수가 있음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소홀해
전방 공격에 취약할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B 팀의
중앙수비수가 역학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위해 수비수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시스템은 공격수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2010 년 FIFA 월드컵 경기 분석
결과 성공적인 팀은 평균적으로 중앙보다 측면 공격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4]. 우리의 시각분석
시스템은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공격과 팀의 승패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가 팀의 승패를 무조건적으로
가린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팀의 공격 성향, 수비 성향 등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이끌고 팀 포메이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이에 맞춰 선수들을
트레이닝 한다면 팀의 능률을 향상시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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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NTRODUCTION

이 연구는 SNS 와 음성 녹음기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Africa is the poorest region in the world, with half of

국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the population living on less than $1.25 a day [4].
There are various kinds of aids that has been

프로젝트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introduced in order to guide the countries towards

단계는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NGO 와 같이 봉사원들이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아프리카인들이

development, but many of them remained to become
a failure.

시스템을 지속시키는 데에 있어 봉사자들에게 덜
의지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자주적인 단계로
프로젝트가 아프리카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된다.
효율적인 음성녹음기와 SNS 를 기반으로 자주적이고

In this paper, we use SNS (Social Network Service),
a kind of communication which has been positioned
as the major trend in the recent decade to guide
African

자립적인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를 기대한다.

countries

towards

development.

SNS

allowed people in the global society to keep strong
ties with their friends and meet new people around

ABSTRACT

the globe by sharing that pictures, videos and

This paper introduces a new method that guide African states
towards development by the effective use of SNS and voice
recorder. This project consists of three stages, first, top down
stage where volunteers such as NGOs play biggest role to
implement the system, and second stage where Africans are less
depended on volunteers to sustain the system. Lastly, the third
stage is autonomous stage where the project is systematically held
among the African region. With the effective use of SNS and
voice recorders, we believe that it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politics and industry, guiding African countries towards
development in a peaceful manner.

comments through the internet. This social trend
today is not only being used for the social
relationship and entertainment, but is also being used
as an important tool fo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engagement [3].

BACKGROUND
Like OLPC (One Laptop Per Child) [2], we aim to
provide a device to individuals in Africa in order to
promote the problematic issues that they have.

주제어

Instead of educating children in Africa, our goal is to
sustai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 by

SNS; voice recorder; Africa; development

facilitating the communication between Africa, and
the First World via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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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se cheaper device, voice recorder in order to

would upload the recorded voice and text into SNS,

help Africa. In order to move the people in the First
World who are mostly not that interested about the

such as YouTube, Twitter or Facebook.
Volunteers would upload the text and recorded voice

stories in the Third World, it is necessary to have

instead of the employed Africans because they are

empathetic contents that are more influential than
simple words and phrases. Thus, voice and videos

more expert on controlling the interface of SNS. As
they upload the file, they should train the educated

will be more effective and persuasive contents,

Africans to transit to the second stage of this project.

particularly if it can record from a person
him/herself who are facing a particular situation [1].

Using the statistics provided in SNS, the volunteers,
such as NGOs, would able to know in which area

Unlike previous methods where videos edited by the

they should concentrate to improve by analyzing

third person of the First World where their opinions
are included, this would allow to Africans to

which issues is the biggest problem that are shared
among Africans. They would also be able to

transmit their voice from the first person point of

recognize which issue the First World is interested in

view.

as well.

PROCESS

Thus, on the first stage, all the participating actors
would benefit. Africans would be able to voice the

There are 3 stages for this development project

problems that they face, and the volunteers would
have opportunity to be educated and earn money at

which use device and SNS as a tool to change
structural problems that Africa face.

the same time. By spotlighting and advertising with
on the issue that the First World is interested in, the
volunteers can expect rise in funding.

The 1st Stage
On the first stage, first, volunteers, such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UNICEF and World
Bank) purchase voice recording device.
Then, these educated volunteers employ educated
Africans, such as translator or chief successor and
instruct how to use the voice recorder. Educated
Africans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local
Africans, and Africans are not estranged by them.

Figure 1. The First Stage Strategy

These educated Africans are sent to the rural area

The 2nd Stage

with number of voice recorders and train how to use
the device to the people in the selected area, asking

On the second stage, although similar process is held

them to record the difficulties that they face for

as the first stage, the second stage is less dependent
on the volunteers compared to the previous level.

living.

Unlike the first stage where the volunteers had to go

With the given device, Africans record their voices

to the African country to educate and upload the
recorded voice, on the second stage, they just need to

about the issues that they face, such as child labor,
labor exploitation, sexual violence and security issues
into the device and return the recorded device to the

fund educated Africans to motivate them to do their

employed African. This employed African would

Using the skills that they have learned to use the

translate the recorded voice into the text of their
country’s business language, such as English, French,

interface of SNS by the volunteers on the first stage,

tasks.

educated Africans’ role then is extended, taking
uploading the voice message into the SNS as their

Portuguese, Spanish or Arabic.

role as well. Africans, who hopefully experience the

These translated text and recorded voice would then
be sent back to the volunteers. These volunteers

improvement on their quality of life, would be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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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cognize which precise information they should

can be function among individual Africans by

provide in order to make their life prosperous.

themselves. Because there is major limitation that this
scenario is designated based on the desk research, for

This stage not fully independent from the volunteers

the future work, we are seeking for NGOs that can

because the volunteers, an organization or an interest

conduct investigation on this project in Africa.

groups should take a role on statistical analysis
which finds the shared problems among Africa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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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s

st

The 1 Stage

The 2nd Stage

The 3rd Stage

Top-Down structure

Semi-Independent structure

Autonomous Structure

Heavy role for volunteers
(NGOs or missionaries),

Africans learn skills to use
their voice effectively

Individuals available to
record their voice and

educating, analyzing and

Remaining role for

upload on the SNS

investigating

volunteers to use the data
collected from SNS

Bureaucracies participate
in this stage

Structure

Characteristics

Table 1. Three stages for th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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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ies of the driver of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요약문
시각적 정보처리의 부담이 과도한 자동차 운전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에 따른 시각정보처리의 주요 공간이
나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운전자 지원정보들은 시선처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간 특성에 맞게 배치될 원칙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운전자
지원정보를 정보 속성에 따라 구분하여 운전자
시선이동을
기준으로
하는
정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의 위치에 맞게 배치하는 가능한 디자인
조합에 대한 운전경력자들의 평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다양한 운전자
지원정보들은 그 속성과 사용특성에 따라 운전자의
시각적 정보처리의 우선순위에 맞게 공간적 배치가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속성과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위치에 대한 보다 세밀한
디자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운전자지원시스템(ADAS)

1. 서론
자동차 운전이라는 과업은 끊임없는 시각적 정보처리의
부담(visual workload)을 요구하는 하위 과제들로
가득하다. 예를 들면, 운전자는 차선, 도로상태,
주변차량 등 운전자가 차량 밖을 지속적으로 내다보며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차량 외부 정보들과 차량상태,
안전운행, 경로나 방향정보 등 차량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차량상태에 따라 지원되는
안전운전 관련 안내정보들을 신속한 시선의 이동을
통해 처리하며, 동시에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하고자 한다. 이처럼 수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처리하는 동안 운전자는 주의의 공간적 위치, 즉 어디에
시선을 두고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ABSTRACT
Car
driving
is
typically
considered
a
combination of several tasks that most of
information that supports these tasks is visual.
Therefore, the display area of the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ccordance with the
line of visual focus of the driver can be divided.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ng experience in
the design of the arrangement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possible combinations of the
information display interface, relative to the
driver's visual focus moved separately along the
attribute of the navigation system information.
As the result, the driver assistance information
of a car navigation system supports different
information can be seen that the spatial
arrangement be made according to the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자는 운전중에
처리할 시각적 정보처리의 부담이 기본적으로 크고,
최근 발전하는 차량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정보들까지 처리해야
하는 과도한 시각적 부담의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소한 주의 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전중
차량사고의 위험으로 직결되는 안전상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운전자의 시선을
차량 외부, 즉 도로 위에 두고도 차량속도나 안전정보를
같은
시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방식의 정보제시기술이 많은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량
내부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공간, 즉 운전자의 시선 위치에 배치되어야

- 629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정보제시의 공간적 배치를 정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위치별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통안내 정보분류
기준에 따라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운전자 지원정보는
일반정보(지형지도, 현재주행속도 등), 주의정보
(도로정보: 터널, 과속방지턱 등, 속도정보: 과속단속
구간, 지정속도 등), 고급정보(방향정보: 주행방향,
주행차로 등, 경로정보: 경로진행, 도착시간 등) 등으로
구분된다.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검증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운전중 운전자의 시선처리의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시각적 정보제시의 인터페이스
위치를 구분하고, 해당 위치별로 배치가 적절한
차량운행 관련정보들, 특히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2.1. 차량내 시각적 정보제시 인터페이스 위치

3. 연구방법

차량 운행중 운전자의 시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
영역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즉
시각적인 정보제시의 주요 인터페이스 위치는 ①차량
외부 도로를 향한 전방 영역, ②속도나 연료 등
중요정보를
표시하는
계기판(cluster)
영역,
③운행정보나 차량내 각종 정보시스템 정보가 배치된
센터페시아(center fascia)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운전중 처리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처리해야 할
정보가 어느 영역에 배치되어 있는지는 운전자의
시선이 이동해야 하는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운전
관련 정보의 속성과 그 배치 영역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한 정보 디자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차량내 시각적 정보제시
인터페이스의 위치 요인(①전방 영역: primary, ②
계기판 영역: secondary, ③센터페시아 영역: tertiary
task)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운전자 지원정보 유형
요인(①지도정보, ②주행속도, ③도로정보, ④제한속도,
⑤방향정보, ⑥경로정보)에 따라 조합 가능한 정보
속성과 공간 배치의 시각적 사례들을 제작하여(그림 2
참조), 이러한 인터페이스 조합의 선호도와 적합성을
5 점 척도를 통해 운전 경력자들에게 평가 받아,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기초해 만들어질 수 있는 정보 속성별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위치에 대한 배치원칙은 추후 차량
시뮬레이션 연구 등을 통해 실험적 운행상황에서의
효과 검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운전자 지원정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의 조합 사례들에 대한 평가는
최소 1 년 이상의 운전경험이 있는 남녀 65 명(남성
42 명, 여성 21 명; 25-62 세, 평균연령 33.7 세)이
참가하였다.

그림 1. 전형적인 승용차 내부의 시각적 정보제시 영역:
①Primary, ②secondary, ③tertiary task interface locations.

2.2. 내비게이션의 운전자 지원 정보 구분
최근 차량 성능의 범위를 넘어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기능까지 향상시키고 있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단순한 차량항법장치 이상의 운전 편의성과
기능성을 통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일부 내비게이션
관련 정보들이 전면유리나 클러스터 부분으로 연동되어
제시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네이비게이션 운전자 지원 정보들은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통합되어 제시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교통안내정보를 정보의
속성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정보의 특성에 따라 시각적

그림 2. 시각적 정보제시 인터페이스 위치와 내비게이션
지원정보의 조합으로 이뤄진 차량내부 가상 이미지 예시

4. 결과 분석 및 논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정보 속성에 따른 운전자
지원정보 구분에 따른 정보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위치에 대한 운전경력자들의 선호도와 적합성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선호도 분석: 정보유형
주효과, F(5,320)=4.535, p=.001; 정보영역 주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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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28)=6.797, p=.002; 정보유형과 영역의 상호작용
효과, F(10,640)=13.935, p<.001; 적합성 분석:
정보유형 주효과, F(5,320)=3.825, p=.002; 정보영역
주효과, F(2,128)=7.585, p=.001; 정보유형과 영역의
상호작용 효과, F(10,640)=10.474, p<.001).

복잡하고 과도한 시각적 정보처리 부담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차량운행의 기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주행속도, 도로정보, 제한속도정보, 방향정보
등에 대해서 전방(primary) 영역의 적합성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얻어야 하는
운전중 핵심정보들로 높은 빈도로 확인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기본적이고 안정된 시선 영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재주행속도는
계기판(secondary) 영역에 배치되었을 경우, 높은
적합성과
선호도를
보였는데,
이는
기존
주행속도정보의 계기판 영역 디스플레이의 익숙함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다른 정보들의 계기판 영역의
배치에 낮은 평가를 나타낸 것은 운행중 고개를 숙여서
아래로 시선을 이동시켜야 하는 시각적 주의 분산의
위험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센터페시아
(tertiary)
영역에서는
일반정보의
지도정보나
고급정보의 도착시간 경로정보 등의 부가적인
지원정보가 높은 배치 적합성과 선호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운행의 필수적인 지원정보라기 보다 부가적
활용정보로서의 사용빈도 등이 고려된 배치이며, 또한
운전자가 조수석 동승자의 도움을 종종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SMIT “X-Program 2.0”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
시스템의 다양한 운전자 지원정보들은
사용특성에 따라 운전자의 시각적
우선순위에 맞게 공간적 배치가 이뤄져야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속성과 디스플레이
위치에 대한 보다 세밀한 디자인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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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그 속성과
정보처리의
함을 알 수
인터페이스
마련되어야

그림 3. 시각적 정보제시 영역과 내비게이션 지원정보의 유형에 따른 선호도와 적합성 분석 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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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요약문
본

연구는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로

images

been set up on each page by classifying image

실시하였다.

and text regions. A combined 30 people took part

실험샘플은 총 9 페이지로 구성된 e 매거진을

in the experiment, which was performed by

사용하였으며 각 페이지에 AOI(Area of Interest)를

randomly assigning 15 to the experiment group

분류하여

and 15 to the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설정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총 30 명으로, 실험그룹

results of the analysis, the experiment group

15 명, 대조그룹 15 명으로 랜덤으로 할당하여

recorded a shorter time than the control group on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ime To First Fixation

the

에서는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을
본

실험그룹이

기록하였다.

대조그룹보다

그리고

Fixation

더

짧은

시간을

Duration

에서는

Fixation

Duration

과

Total

e-magazine

produced

with

cinemagraph

images through Time To First Fixation. 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experiment

실험그룹과 대조그룹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which

of nine pages while AOI (area of interest) has

전체 관심 영역 방문 시간(Total Visit Duration)을

영역으로

in

experiment sample used e-magazines composed

시간(Fixation Duration), 응시 횟수(Fixation Count),

텍스트

e-magazines

e-magazines produced with regular images. The

도달 시간(Time To First Fixation), 전체 응시 지속

영역과

to

magazine produced with cinemagraph images and

나타내는지 Eye tracking 분석 지표인 최초 응시

이미지

related

images as eye tracking research on the e-

제작한 e 매거진에 비해서 어떠한 시각적 주의를

비교분석을

analysis

experiment subjects have applied cinemagraph

이미지를 적용한 e 매거진에 대해서 일반 이미지로

간

eye-tracking

compared to the e-magazine produced as regular

아이트래킹 연구로써 실험참가자들이 시네마그래프

그룹

are

indicators on what visual attention is shown

제작된

e 매거진과 일반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에 대한

기준으로

which

and

control

groups

in

Fixation

Duration, a substantial difference did app

Visit

서론

Duration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 년 말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PwC 에서는 전
세계 전자책 시장규모가 115 억 5,900 만 달러로

ABSTRACT

전년

This study has performed a comparative analysis

대비

3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 전자책 시장규모는 4 억 8,800 만

between groups based on Time To First Fixation,

달러로써 전년대비 17.9% 향상되어 아시아, 태평양

Fixation Duration, Fixation Count and Total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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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자책 시장규모의 19.7%를 차지할 것으로

아닌 부분을 실험그룹과 대조그룹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4].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2 년

분석하기

기준 신문, 잡지, 모바일 및 인터넷 전자출판, 서적,

아이트래킹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최초

인쇄

전체

응시 도달 시간(Time To First Fixation), 전체 응시

시장규모는 21 조 973 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속 시간(Fixation Duration), 응시 횟수(Fixation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 제작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Count), 전체 관심 영역 방문 시간(Total Visit

1.5%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증감률이 23.7%로써

Duration)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였다.

및

유통을

포함한

국내

도서출판

있어 향후 전자출판 시장규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규모와

보인다.
성장세가

이와

같이

국내

확대되면서

때문에

컨텐츠에

AOI

를

설정하는

가설 1: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은

전자책

일반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과 비교하여 Time to

자연스럽게

First Fixation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전자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설 2: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은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자책 단말기의

일반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과 비교하여 Total

보급으로 전자책 컨텐츠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Fixation Duration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책에 관한 이러한

이다.

세계적, 국내적 관심추이에 맞추어 특히, 전자책
분야의 e 매거진에 사용되는 이미지 사용방법을

가설 3: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은

달리하여 전자책 컨텐츠 소비가 더욱 활성활 될 수

일반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과 비교하여 Total

있도록 전자책 제작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Fixation Count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미지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지

사진과

사진의

가설 4: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은

일부분이

일반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과 비교하여 Total

동영상으로 무한 반복되는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를

Visit Duration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이다.

도입하여 두 이미지 간의 차이점에 대해 사람들의

참가자

시각적 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생과

아이트래커에 대한 이해 및 가설설정

대학원생 총 30 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시선추적기법이라고도 불리는 아이트래킹 연구는
사람들의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실험참가자는

연구로써

56%(17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시각적인 주의를 하고 있는지
아이트래커

장비에서

나오는

43%(13

구성되었다.

명),

여자

실험참가자들

중

스마트폰으로 e 매거진을 읽어본 사람은 전체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연구 이다[6]. 아이트래킹
연구는

명)으로

남자

44%로 조사되었으며 컴퓨터와 노트북으로 읽어본

적외선이

사람은 38%, 태블릿 PC 는 11%, 기타 개인 휴대

사람들의 안구 표면의 각막에 반사한 데이터를

단말기 3.2%, 전자책 전용 단말기는 2%, 나머지

분석하는 원리로써 인지과학, 심리학, 의학, 신경학,

기타 1.8%로 조사되어 스마트폰으로 e 매거진을

약학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6]. 아이트래킹

접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에는 크게 시선의

e 매거진을 한 달에 평균으로 얼마나 자주 읽는지에

움직임 경로를 분석할 있는 Scan Path 와 사용자가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체 30 명중에 24 명인

컨텐츠에 어떤 특정한 영역을 설정하여 설정영역에

67.3%가 1 번에서 3 번 본다고 답하였다.

주목도와 집중도를 분석할 수 있는 AOI(Area of
Interest)가 있으며 시선응시를 분석할 수 있는 Heat

실험물

Map, Focus Map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본

본 연구에서 사용한 e 매거진 샘플은 표 1 과 같다

연구에서는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를 적용한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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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 매거진 샘플(총 9 페이지)
시네마그래프 e 매거진 (네모박스 - 움직임 영역)

7 페이지

8 페이지

분석결과
분류

1 페이지

2 페이지

구분

평균

표준편차

df

t

sig

-.38

268.00

.70

194.19

.07*

268.00

.14

234.36

.24

2.17

268.00

.03**

1.34

268.00

.18

1.71

268.00

.09*

229.33

.17

집단

Time to

IMAGE

실험

2.31

3.84

영역

대조

2.53

5.58

TEXT

실험

1.49

2.11

1.80

First
Fixation

Total

영역

대조

2.24

4.34

IMAGE

실험

3.87

3.55

영역

대조

3.18

4.11

TEXT

실험

4.63

5.18

1.17

1.47

Fixation
Duration

3 페이지

4 페이지
Fixation
Count

Total

영역

대조

5.57

7.72

IMAGE

실험

10.90

8.88

영역

대조

8.24

11.16

TEXT

실험

12.78

13.56

영역

대조

10.53

14.01

IMAGE

실험

4.33

3.85

영역

대조

3.46

4.54

TEXT

실험

4.94

5.45

Visit
Duration

영역

대조

6.14

8.43

1.39

표 2. Eye tracking 지표값 유형에 따른 그룹 간 차이
분석 표
5 페이지

6 페이지

Eye tracking 지표값 유형에 따른 그룹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첫 번째, Time to First Fixation 의
TEXT 영역에서 실험그룹이 대조그룹보다 더 짧은
시간을 기록하였고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t=194.19,

p<.1)따라서

가설

1

은

지지되었다. 두 번째, Total Fixation Duration 에서는
실험그룹과 대조그룹 유의한 차이점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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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가설 2 는 기각되었다. 세 번째, Fixation

e 매거진을 일반 이미지를 적용한 e 매거진보다 더

Count 은 IMAGE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점이 있는

많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네 번째, Total

것으로

은

Visit Duration 에서는 이미지 영역에서 유의한

지지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Total Visit Duration 의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며 실험그룹(M=4.33, SD=3.85),

IMAGE

대조그룹(M=3.46,

조사되어(t=268,

p<.05)

영역에서도

가설

유의한

3

차이점이

SD=4.54)은

평균

0.87

초

발견되어(t=229.33, p<.1) 가설 4 역시 지지 되었다.

시네마그래프 이미지 AOI 를 더 방문한 것으로

본

조사되었다. 즉 일반 이미지로 제작된 영역보다

연구결과는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은 일반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과

시네마그래프

비교하여

먼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자주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하는 경향이 있고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를 더

e 매거진의 1 페이지에서부터 9 페이지까지 다양한

자주, 오랫동안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레이아웃 유형에서 분석한 결과도 위와 비슷한

시네마그래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사

이미지에

이미지로

대한

텍스트를

제작된

e

매거진은

사람들에게 독자들로 하여금 이미지와 텍스트에

본

논의 및 결과

과제(결과물)는

창조전문인력

연구에서는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로

사물인터넷

제작된

사람들의 시각적 주의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시와

양성사업
UX

Study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e 매거진의 레이아웃 형식에

Agribusiness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크게 4 개의 Eye tracking

(AIM) Vol.6 No.1 2014.

지표값 유형으로 구분해 본 결과, 첫 번째 Time to

연세

부분적인

for

the

Online

and

Food

Information

Marketing.
Management

2. Park, J., Bae, J., Cho, K. (2014). The Effect of

실험그룹(M=1.49,

Non-verbal Communication using Cinemagraph

SD=4.34)보다

in Mobile Electronic Commerce of Agrifood on

대조그룹(M=2.24,

TEXT 영역에서 평균값이 0.74 초 짧은 것으로

Visual

조사되었다.

Agribusiness

따라서

(CAC15113)인

아카데미로부터

크게 이미지 영역과 텍스트 영역으로 나누어 AOI 를

SD=4.34)이

서울산업진흥원의

1. Park, J., Rhee, C. (2014). Cinemagraph Image

e 매거진을 총 9 페이지로 레이아웃을 달리하여

부분에서는

영역에

참고문헌

이를 위해 e 매거진 형태의 샘플을 준비하였으며

Fixation

이미지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e 매거진과 일반 이미지로 제작된 e 매거진 간

First

제작된

사사의 글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이미지로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를

적용했을 시네마그래프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에

Attention
and

and

Purchase

Information

Intention.

Management

(AIM) Vol.6 No.2 2014.

대한 텍스트를 대조그룹보다 먼저 알아챘다고 할 수

3. Park, J., Bae, J., Cho, K. (2015). Emotional

있다. 두 번째, Total Fixation Duration 에서는

Responses

실험그룹과 대조그룹 유의한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Cinemagraph

분석되었다.

Information Management (AIM) Vol.7 No.1

이미지

실험그룹과

영역과

대조그룹의

텍스트영역에서

피험자들은
시네마그래프

5. 박지섭

SD=8.88),

따라서

시네마그래프

이미지를

Agribusiness

and

(2014).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자극으로부터 증가된 환기성 효과에 관한

대조그룹(M=8.24, SD=11.16)은 평균 2.66 번 차이가
있었다.

with

outlook 2013~2017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Fixation Count 의
실험그룹(M=10.90,

Images.

Published

4. PWC (2013).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비교했을 때 전체 주시 시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영역에서

e-Magazine

2015.

이미지가 적용된 e 매거진과 그렇지 않은 경우와

이미지

to

연구: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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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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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틱 기반 웨어러블 UI 를 통한 한글 입력 방법
Joystick Based Wearable UI Input Method for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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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 은 조이스틱 센서를
기반으로 한글,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문자 입력 UI 의 구현 화면이다.

요약문
본 논문은 소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문자 입력
방법을 개선하고자 터치 입력 방식이 아닌 별도의
외부 센서인 조이스틱 기반의 입력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조이스틱 센서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이에 대한 유용성과 성능을 검증한다.

ABSTRACT
그림 1. 한글 입력 UI 구현 화면

This paper proposes an input method using
joystick sensor to solve existing problem of
text entry on compact wearable device. In
addition, we propose an efficient text entry
method using joystick sensor and evaluate its
performance and usability.

조이스틱의 Left/Right 조작을 통해 포인터를
이동하면 포인팅 문자로부터 파생되는 문자들이
상단에 보여진다. 이때, 상단의 파생 문자는 사용
빈도가 높은 상위 8 개의 문자들로 구성된다. 원하는
문자에 포인터를 이동시킨 후 센서를 Up 방향으로
조작하면 상단의 문자들로 하단의 문자 UI 가
전환되고 상단 문자 UI 는 다시 포인팅 문자로부터
파생되는 문자로 전환된다. 센서 조작 이벤트에 따른
입력 형태는 [2]에서 정의된 입력을 사용함으로써
조이스틱 센서 기반 UI 의 입력 표현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1 과 같다.

주제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워치, 입력 방식, 조이스틱,
문자 입력

조이스틱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터랙션
조이스틱 센서는 축을 사용하여 방향을 입력할 수
있고 누름 단추를 가지고 있어 웨어러블 인터랙션에
활용되고 있다 [1].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틱 기반 입력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2-Axis 조이스틱 클릭 모듈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조이스틱 모듈은 스마트워치의
밴드 혹은 측면 부에 부착하여 입력 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Move 와 Click 이벤트 검출을 통해 센서의
다양한 움직임 인식이 가능하다.

표 1. 센서 조작에 따른 입력 형태
센서 조작

입력 형태

Left/Right

문자 포인터 이동

Up

다음 입력 문자로 UI 전환

Down

UI 초기화/Backspace

One Click

포인팅 문자 입력/Space

조이스틱 기반 한글 입력 UI

Long Click

입력 모드(한글/숫자/특문) 변경

한글의 경우 한 소리마디가 초성, 중성 그리고 종성인
3 개의 낱소리 세 벌로 이루어져 이의 조합으로
하나의 문자가 완성된다. 제안된 한글 입력 UI 는
조이스틱의 조작으로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고 입력할

문자 사용 빈도수를 이용한 한글 입력
문자의 효율적이고 빠른 입력을 위해 한글의 초성,
중성 그리고 종성 별로 사용 빈도 순서 [3]를 고려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를 우선적으로 출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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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다. 문자의 사용 빈도를 문자 입력에
적용하면 문자 당 평균 입력 횟수(입력 타수)의
감소라는 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2 는 한글의
초성을 사용 빈도 순서대로 정렬하고 이를 3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명시한 것이다. 중성과 종성 또한
각각의 사용 빈도 순서에 따라 그룹을 나눈다. 그림과
같이 문자를 빈도순서대로 나누어 그룹화하면 자주
사용하는 문자의 입력을 먼저 UI 에 출력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입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문자의
평균 입력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빈도

문자

빈도

문자

빈도

문자

1
2
3
4
5
6
7
8

ㅇ
ㄱ
ㄷ
ㅅ
ㅈ
ㄹ
ㄴ
ㅁ

9
10
11
12
13
14
15

ㅎ
ㅂ
ㅊ
ㅌ
ㅍ
ㄸ
ㄲ

16
17
18
19

ㅋ
ㅆ
ㅉ
ㅃ

빈도순
1군

빈도순
2군

배치한 UI 를 이용해 각각 애국가 1 절을 입력할 때의
문자당 입력 횟수를 측정하였다. 실험을 위해 [2]의
아두이노(센서),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연동
모델을 사용하였다. 입력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Left/Right, Up 그리고 One Click 입력을
대상으로 하였고 입력 시에 횟수가 1 로 동일한
공백(Space)은 제외하였다. 측정 결과는 표 2 와 같다.
평균 입력 횟수는 사용 빈도 방법이 9.69, 가나다 순
방법이 14.55 로 사용 빈도를 적용한 입력이 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문자 배치 방법에
따라 불필요한 센서 조작을 줄임으로써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인 입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도순
3군

표 2. 유용성 실험 결과
사용 빈도 방법

가나다 순 방법

총 입력 횟수

504

757

총 문자 수

52

52

그림 2. 한글 초성의 사용 빈도

평균 입력 횟수

9.69

14.55

UI 확장을 이용한 문자 입력

결론

제안하는 입력 방법은 한 화면에 보여지는 문자의
개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낮은 낱소리로
구성되거나 복잡한 소리마디의 경우 입력 과정이
비교적 어렵다. 따라서 원하는 문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UI 확장을 통해 해당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
포인터가 가장 왼쪽 혹은 오른쪽에 위치했을 때
센서의 Left/Right 조작으로 UI 확장이 가능하다.

본 논문을 통해 조이스틱 센서를 기반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새로운 UI 를 설계하고 구현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조이스틱 센서 기반 한글 입력 UI 를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해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는 다양한 센서 이벤트를 인식하고
UI 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문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배치 및
문자 자동 추천 등의 응용 연구가 필요하다.

사사의 글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N0001228,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UI
한계 극복을 위한 UI/UX 기술 개발]
그림 3. 한글 사용 빈도에 따른 UI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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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SNS 데이터를 이용한 주식시장 예측, 선거
결과 예측, 상품에 대한 평가 조사 등 다양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감정 분석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이는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등 심리 상
태와 연관된 연구로 활용되고 있다 [3, 4].
트위터 사용자의 감정을 분석할 때, 크게 두 가지 속
성을 이용한다: 1) 트윗에 포함된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contents [4], 2) Following/Follower 수와 같이 SNS
의 연결 관계에 따른 Social attributes [1, 3].
하지만 최근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자기 노출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생활 침해와 개
인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
해 상대적으로 개인 정보 유출이 적은 Social
attributes 를 이용해 개인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나
아가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사용자를 검출하는 시
스템을 제안한다. 이 때, 본 논문은 트위터 사용자의
팔로워와 팔로잉의 수 등 개방성 및 외향성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징들[1]과 트윗, 리트윗, 코멘트의 양,
메시지 내의 문장 및 단어의 개수, 평균 트위터 이용
시간 등 트위터 메시지 내용 이외의 사용자의 유형을
정의할 수 있는 social attributes [3]을 포함한 19 차
원의 특징 벡터를 정의하고 one-class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이용해 학습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193 명의 사용자를
수집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75.63%의 정확도를 보였
고, 이를 통해 제안된 시스템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요약문
사람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 공유를 하여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이해하고 감정이나 심리 상
태를 분석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사용자의 우울증 감지를 위
해 social attributes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
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193 명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용자를 이용해 실험해 본 결과,
75.63%의 정확도를 보였고 다른 특징을 이용한 연구
와 비교를 통해 제안된 시스템의 잠재성을 입증하였다.

ABSTRACT
Social media service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have
changed the ways in which people represent their
opinions, communicate with others, and share their
knowledge. This yields an overwhelming amount of data,
and these rich data have attracted the attention of
researcher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opinions and
analyze sentiments of social media us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predicting Twitter user’s mood states
from social attributes to detect the user’s depression.
Experiments on 193 users who have negative moods show
that our method can achieve an accuracy of 75.63%. Thus,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d that it is efficient to
predict the users’ mood states.

제안된 시스템

주제어

본 논문에서는 트위터 사용자의 우울증 감지를 위해
social attribute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특징을 추출
하고, 기계 학습을 이용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예측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특징 추출, SVM 학습, 감정 상태 예측.
특징 추출. 본 연구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
기 위한 social attributes를 다음의 19차원의 특징을
정의한다[1, 3, 4].
 #Tweet : 사용자가 주어진 기간, 1주일간에 업로드한
총 트윗의 양

트위터, 감정분석, social attributes, SVM

서론
최근 트위터 (Twitter)나 페이스북 (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확산되고 대중화되고 있다. SNS 개
인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인 일
상을 공유하며, 관심 있는 정보와 뉴스 등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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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 사용자가 주어진 기간, 1주일간에 업로드한 총 리
트윗의 양
 #Comment : 사용자가 주어진 기간, 1주일간에 업로드
한 총 코멘트의 양
 #words : 트윗에서 사용되는 평균 단어의 수
 #Total tweets : 사용자가 주어진 기간, 1주일간에 업로
드한 총 트윗, 리트윗 코멘트의 합
 #followees : 사용자의 총 팔로잉 수
 #followers : 사용자의 총 팔로워 수
 #Tweeting time : 사용자의 시간대별(2시간 단위) 트
윗 게재 량(총 12차원)

그림 2. 사용자 집단 간 트위터 사용 시간 비교
그림 2 는 각 집단간의 시간대 별 트윗 게재량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중에서 특히 0~6 시 사이에 우울
집단이 더 많은 트윗을 게재하고 있다. 이는 Lin et
al.[4]의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하고 시간대 별 트윗
게재량을 특징으로 고려하기에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각 특징의 특정 경계치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의 social attributes 를 고려한
특징들을 추출한 뒤,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SVM 학습. 이 때, 기계 학습 알고리즘으로
클러스터링과 분류 알고리즘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K-means
clustering 과 SVM 이 고려되었다. K-means
clustering 은 주어진 데이터를 K 개의 클러스터로
묶는 알고리즘으로, 각 클러스터와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단일 클래스
SVM 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용자의 특징
벡터만을 이용하여 특정한 분포와 그 모수를 찾고
확률이 낮은 데이터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용자)와의 경계면을 형성해 분류한다.
실험 결과에서 SVM 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자의 감정 예측하기 위해 SVM 을
이용한다. 이 때, 사용된 학습 데이터와 수집 과정은
데이터 수집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감정 상태 예측. 최종적으로 어떤 사용자의 특징
벡터가 주어진다면, 학습된 SVM을 이용해 해당
사용자의 감정 상태가 부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위의 19차원의 특징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용자를 예측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를 비우울 집단과 우울 집단으로 분류한 뒤 각
특징별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 때, 분류 기준으로
LIWC를 이용하였다 [7]. LIWC는 트위터 사용자의
감정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사전 기반으로
분석하는 도구로, 그 중 Emotional Style 지수는
upbeat, worried, angry, depressed로 보여진다.
이 때, Upbeat는 긍정적인 감정, Worried, Angry,
Depressed 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류된다 [6].
이에 따라 4가지의 지수 중 긍정적인 지수가 가장
높으면 비우울 집단, 부정적인 지수가 가장 높으면
우울 집단으로 분류한다. 두 집단의 특징별 비율은
그림 1과 2에 보여진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우울증을
가진 사용자 집단을 모집한다. 하지만, 트윗을 꾸준히
작성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용자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트위터 사용자 집단을
수집하기 위해 쿼리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수집하였다.
쿼리 기반의 데이터 수집은 감정 연구를 수행하거나
데이터의 감정을 정의할 때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4], 타 논문들을 참조해 다음의 14 개의 부정적인
쿼리를 정의하였다: I feel sad, Kill myself, I feel
stressed, want to die, Want to commit suicide, I
don’t wanna live anymore, Antidepressant drugs,
End my life, Jump off the building, Hang myself, Cut
myself, I wish someone kills me, I get murdered,
Messed up.

그림 1. 사용자 집단 간 Social Attributes 비교
그림 1 은 각 집단 간의 Social Attributes 차이를
나타내며, 비우울 집단이 우울 집단에 비해 트윗 게재
량, 팔로잉과 팔로워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적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3].

그리고 이 쿼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를 수집하였다: 1) Twitter Search API 로
쿼리를 이용해 부정적인 감정의 트윗을 수집한다, 2)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트윗을 게재한
사용자를 정리한다, 3) 그 중에서도 분류 기준을
이용해 사용자들을 추출한다. 이 때, 분류 기준으로
일주일간 4 개 미만의 글을 쓴 경우, 과도하게
중복되는 글을 게시한 경우, 문맥 상 부정적인 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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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먼 경우에 데이터 셋에서 제외하였다. 4)
이들이 정말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사용자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IWC 감정 분석 1 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 년 9 월~2015 년 10 월동안 약
25 만개의 영문 트윗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게재한 사용자들을 분류 기준으로 필터링한 결과,
199 명의 사용자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199 명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징을 추출하였다. 199 명의 사용자들에 대해 LIWC
분석을 통해 최종 사용자를 선정한다. 표 1 은 LIWC
분석에 따른 최종 사용자의 분류 결과를 보여준다.

수집 결과, 199 명의 사용자를 추출하였고 이들 중
LIWC 를 통해 검증된 193 명을 데이터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75.63%의 정확도를 보였고
이를 다른 논문과 비교했을 때, 약 3.3%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시스템이
사용자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 감정 상태가 부정적인지
아닌지 예측하기에 충분히 효율적이고 효용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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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IWC 분석을 통한 실험대상자의 분류
Social
style

Upbeat

Worried

Angry

Depressed

사용자 수

13

106

2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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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용자를 찾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제안된 시스템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LibSVM 에서 제공하는
SVM 2 을 이용하였다 [5]. 학습 데이터로는 upbeat
지수가 높은 6 명의 사용자를 제외한 193 명의 사용자
중 무작위 100 명을 선택하였고, 테스트 데이터로
나머지 사용자 93 명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약 75.63%의 정확도를
보였다. 이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특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같은 데이터로
정확도를 비교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기존 연구
사례의 실험 결과와 정확도만 비교해봤을 때, 해당
연구의 정확도는 72.38%로, 본 연구의 정확도가 약
3.3%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잠재성을 입증하였다.

5. CHANG, et al. LIBSVM: A library for support
vector
machines.
ACM
Transactions
on
Intelligent Systems and Technology, (2011).
6. PETRILLI, Michael J. What Twitter Says about the
Education Policy Debate.Education Next, (2015).
7. TAUSCZIK, Yla R., PENNEBAKER, James W.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words: LIWC and
computerized text analysis method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010), 29.1:
24-5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트위터 사용자의 우울증 감지를 위해
사용자의 social attributes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특징을 추출하고, 기계 학습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데이터
1

http://www.analyzewords.com/

2

https://www.csie.ntu.edu.tw/~cjlin/libs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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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론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시대’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는 일상생활

간의 연결이 중요해졌으며, 자동화의 기능 또한

속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1]. 최근 소비

지능적이며 적용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품에도

크로스 디바이스 간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다.

자동화가

적용되면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시대로 인해 크로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디바이간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환경에서의 인간 중심적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강조되고

위해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인 IFTTT(If This, Then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원치

않은

자동화는 오히려 짐이 될 뿐더러 맥락에 따라

That)의 채널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사용자가 원하는 자동화 기능과 수준은 매우

활용하여 사용자가 자동화를 원하는 맥락과 그에

다르다.

따른 행태를 파악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와

자동화

시스템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2][3]. 그러나

ABSTRACT

자동화의 기술적인 부분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

It has been become more important to the

실정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인간

connection between various internet of things due

중심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중심의 자동화된 과업 서비스를 위해 맥락에 따른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

사용자의 니즈를 분석하고자 한다.

cations technology. A lot of tasks in online are
often stretched across diverse applications and

자동화

websites. Thereby, demands of automated systems

자동화는 기계적 또는 전기적 구성 요소에 의한

among cross-devices have been on the increase. In

작업 수행이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this research, we analysis channels of automated

향상 시키며, 인적 오류와 인지적 노력을 줄여주는

task service, IFTTT (If This, Then That) through

등 작업의 부하를 감소시켜 안전이나 사용자의

network analysis method. We find out contexts

만족도를

when user needs automated task and actions

높여준다[4].

그러나

자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의 결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following the contexts. It can be used in offering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인간공학적 개선 방안으로

user-centered automation systems or services in

접근해야 하며, 그중 하나의 해결책은 ‘인간-

smart environment.

중심적 자동화’이다[3]. 최근 자동화 시스템 기술은

주제어

상황을 인식하거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람의

사용자 중심의 자동화(User-centered automation),

행동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5].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사용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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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 중 스마트폰 활동에서 인간
중심적 자동화를 위한 사용자 니즈를 분석하기
위해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인 IFTTT(If This,
그림 2. 코사인 유사도 계산식

Then That)를 분석하였다. 이 서비스는 ‘만약 이럴
땐, 이렇게’라는 뜻으로, 사용자가 특정 상황에서
두 가지 앱을 연속으로 이용하는 패턴이 있을 경우
이 과업을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자동화 조건이 충족되면, IFTTT는

그림 3. 연결정도 중심성

명령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한다.
이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기존의 서비스나

분석 결과

어플리케이션은 채널(channel), 명령을 수행하기

트리거에서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위한 조건은 트리거(trigger), 이에 따라 자동으로
행하는

행동은

액션(action), 조건과

10개의 채널은 인스타그램, 날씨, 페이스북, 사진,

행동으로

이메일,

이루어진 명령문은 레시피(recipe)라고 부른다 [6, 7,

미국 기반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크레이

그리스트(cragslist), 서핑 관련 커뮤니티인 서플

그림1].

라인(surfline), 유튜브, 트위터, 날짜

및

시간

설정이다[그림4]. 그중 중심성이 높은 상위 5개의
트리거 채널은 인스타그램(0.081)과 트위터(0.060),
이메일(0.053), 페이스북(0.046), 시간 및 날짜 지정
(0.042)이다. 자주 사용하는 트리거 채널의 기능은
SNS와 라이프스타일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콘텐츠 소비와 생산성 향상이었다.

그림 1. IFTTT(If This Then That) 요소 설명
본 연구에서는 트리거와 액션을 잇는 노드 간의
연관관계에

따라

노드의

역할이

IFTTT채널

네트워크에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하였다[8].

위해

레시피에

네트워크

사용되는

분석을

채널은

벡터

그림 4. 트리거 이벤트에 사용되는 채널의 네트워크

형태인 Bag-of-words로 표현하여, 해당 채널이
레시피에

등장하는

횟수는

벡터값,

액션에서 코사인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레시피의

채널은 트위터, 애드어프룻, 이메일, 드롭 박스,

다운로드 횟수는 가중치로 주었다. 이를 채널간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중심성(Degree

similarity)와

centrality)을

알림,

연결정도

사진,

저장을

구하였다[그림1,

구글드라이브,

돕는

포켓,

구글

에버노트,

콘텐츠

캘린더이다[그림5].

액션에서 중심성이 높은 상위 5개의 채널은 구글

그림2].

드라이브과

코사인 유사도는 다차원 양수 공간에서의 유사도를

다음으로

측정할 때 자주 이용된다[9]. 연결정도 중심성은 한

에버노트(0.092)가
트위터(0.067)과

가장

구글

높았으며,

캘린더(0.060),

드롭박스(0.0424) 순이다. 액션 채널의 기능에는

노드에 이웃한 모든 노드와의 링크 수를 측정하여

생산성

하나의 노드에 얼마나 많은 링크가 연결되어

향상,

SNS와

라이프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생산성 향상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있는지 나타내는 자료로써,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이용한 자료 저장 및 관리가 주를 이루었으며,

노드를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다[10].

콘텐츠 업로드, 스마트폰 알림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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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Computer Society Technical Committee on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자동화 기능의 패턴과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Data Engineering. Modern Information Retrieval

스마트폰

24, 4 (2001), 35-43.

사용환경에서의 사용자 행태 모델을 제안하는

10. Wasserman S. and Faust, K., Social Network

것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Analysis Method and Applications. Cambridge.
New York.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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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면, 타입페이스 디자인이 갖는 영향력과

요약문

활용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배경

ABSTRACT

최근 사용자가 타입페이스(Typeface)를 자발적으로
선택,

사용하면서

일상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In recent decade, it is witnessed that more people

커뮤니케이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choose typefaces on a voluntary basis and they

기존의 타입페이스가 지닌 기호적 특성을 매체적

attempt to design diverse interventions in daily lives.

특성으로

타입페이스의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diverse

송신자/수신자 역할을 사용자 관점으로 전환하고

ways of typeface-user interaction by shifting the

타입페이스가

사용자와

perspective from typefaces as signs to communicate

재조명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랙션(Interaction)을 수행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message between sender and recipient to typefaces as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media that facilitate interaction between them.

연구방법 인터랙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In this paper, four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 are

‘인터랙션의

네가지

해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identifi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제안하였고, 이를 타입페이스 사용 현황과 연결시켜

interaction from social science, aesthetics to design,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용자 인터랙션 측면에서

HCI, and a theoretical framework of typeface-user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타입페이스 사례들을

interaction is presented. Next, some cases are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analyzed to present an extended role of typefaces in

연구결과

인터랙션의

네

가지

terms of user interaction.

속성(Interface –

Transaction- Experience – Participation)을 대입해

Based on the framework of typeface-user interaction,

봤을 때 기존의 타입페이스들은 주로 인터페이스와

it is found that existing cases of typefaces mainly

트랜잭션 중심의 형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focused

알

‘Transaction’. However, more recent examples show

수

있었다.

인터랙션이

한가지

그러나

타입페이스-사용자

속성에서

다른

속성으로

aspects

of

‘Interface’

and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가는 점도 사례

Typeface will continue to interact with users in more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타입페이스는

the

the possibility to expand the role of interaction to

확장되면서 ‘경험’이나 ‘참여’의 매개체로서 보다

결론

on

diverse and active way. Typeface-user interaction
채널이자,

framework presented in this paper regard typefaces

메세지가 전달되는 과정으로서, 또한 일상 속에서

not only as a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a

새롭게 창출되는 경험이자 사회적/정치적 실천의

process in which the message is delivered, but also as

매개체로서 더욱 다양화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a vehicle of experience and social practice in our

만들어

everyday life.

나갈

커뮤니케이션의

것이다.

기존의

송신자/수신자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으로 타입페이스를 바라보고
효과적인

인터랙션을

설계하려는

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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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타입페이스,

타이포그래피,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인터랙션디자인,

Typeface,

개념으로

사용된다.

시대에는

특정

활판

‘폰트’(Font)는

서체의

특정

크기를

인쇄
일컫는

용어였지만, 오늘날 디지털 활자 제작 환경에서는

Typography,

크기와 상관없이 특정 형태를 공유하는 한 벌의

Interaction Design, Communication Design

활자체를 의미한다. (Kim, 2007, 337)

‘폰트’와

‘타입페이스’는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개념으로

본문

사용될 수 있으나, ‘폰트’의 경우 한 세트의 활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족을

타입페이스(Typeface)는

‘타입페이스’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자

더이상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디자이너의

작품이나

지칭하는

아이덴티티 시스템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최근

‘타이포그래피’는
기술이라는

자발적으로

선택,

사용하거나 확산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타입페이스와의

가깝다.

본

연구에서는

한다.

브랜드

사용자가

타입페이스를

편에

활자라는

의미의

의미의

타입(Type)과

그래피(Graphy)가

합성된

용어로서, 오늘날에는 활판 인쇄술을 넘어 글자체,

인터랙션(Interaction)을

디자인, 조판 방법, 가독성 등과 연관되는 모든

통해 사용자가 일상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소통할 수

조형적 고려를 포함한 개념이다. (Won, Seo, and

있는 기회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Song,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비넬리(Massimo

2012,

354)

그래픽디자이너

Vignelli)는

마시모

타입페이스

자체가

끊임없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요구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만들어 내는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타입페이스와 같이

디자인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요소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2013, 72)

활용도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타입페이스의 형태나

현황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은

주로

측면이나,

브랜드

타입페이스에

선행

내재된

의미를

이를

전달하는

통해

기호적

전달하는

측면이

아닌

자체의

디자인적

타입페이스-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서체로서의

마케팅적

창출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타이포그래피(Kinetic

전환은 타입페이스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의미를

Typography) 등과 같은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시각적 기호라는 기존 커뮤니케이션 모델

이루어져왔다.

본

(Meggs, 1992, 3)에서

송신자/수신자

관점을

측면,

타입페이스

관한

구조와

또는

전용
키네틱

재조명함으로써

연구에서는

타입페이스의

사용자

타입페이스가

어떠한

타입페이스가 사용자와의

관점으로

다양한 인터랙션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방식으로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사용자와 인터랙션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

3. 인터랙션의 이해

본 연구에서는 타입페이스-사용자

인터랙션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타입페이스-사용자

인터랙션의

새로운

3.1. 인터랙션의 정의

해석을

인터랙션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호작용’으로 사람과

제안해 보려고 한다.

사람간의 상호작용, 및 사람과 사물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인터랙션 디자인은 다학제적이고
복합적인

2. 타입페이스의 이해

장르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인터랙션은 인간이 제품이나 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반면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인터랙션은 사용자가 대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전방위적 영향까지

그림 1. Typefaces
‘타입페이스’는 고유한 시각적 특성을 공유하는 한
벌의 활자를 의미한다. 맥락에 따라서 개별 활자체

포함한다.

본

개념으로

접근하고,

직접적으로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활자 가족 (type famil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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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호작용을 ‘타입페이스-

미디어에는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목소리, 언어, 몸짓

사용자 인터랙션’’으로 정의한다.

등이 해당되고, 재현적 미디어에는 책, 그림, 사진 등
문화적/ 예술적 관습을 활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3.2. 인터랙션 개념의 이론적 고찰

창조해낸 것, 기계적 미디어에는 전화, 라디오,

광의적 개념의 인터랙션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텔레비전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타입페이스는 이 중 재현적 미디어로 분류될 수

살펴본 인터랙션의 네가지 속성을 기반으로 한

있으며, 송신자의 의도와 수신자의 해석이 영향을

‘인터랙션의

네가지

해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등

물리적인

송신

수단이

해당된다.

미칠 수는 있으나, 다른 미디어에 비해 메세지가

제안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리처드 부캐넌(Richard

비교적

Buchanan) 교수가 카네기멜론 디자인 스쿨에서

타입페이스는 시각적으로 인지됨과 동시에 형태가

석사디자인세미나

곧

(Graduate

Design

Seminar)

객관적이고

메세지로

명확하게

읽혀지기

전달된다.

때문에, 내재된

속성이

수업에서 소개한 모델로 본 절에서는 인터랙션의

유실되지 않고 곧바로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

개념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Transaction),

(Interface),

경험

트랜잭션

(Experience),

(Participation)의 네 가지 측면에

참여

(2) Transaction

초점을 맞춰

트랜잭션(Transaction)은

세부적으로 고찰해보겠다. 단, 해당 프레임워크의 네

사전적으로

‘거래’를

다양한

뜻하지만 인터랙션적인 측면에서는 메시지와 정보가

인터랙션 사례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터랙션 과정에서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메세지는 송신자가 의도한

가지

속성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것이다.

브렌다

로렐(Brenda

Laurel,

극장이다’(Computer

‘컴퓨터는

as

1993)이

Theatre)에서

주장하였듯이 송신자는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것과
같이

의도된

행위와

커뮤니케이션한다.
타입페이스가

방식을
특정한

제작되고

트랜잭션의

통해서

측면에서

수신자와

목적에

확산될
송신자의

의해

경우

이는

의도가

담긴

메세지를 전달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연출 및 표현 등은 타입페이스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의미

또는

소통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현되어져야 한다.

그림 2. Fou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Interaction

(3) Experience

(1) Interface
인터페이스(Interface)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계가

인터랙션의 세번째 측면인 경험은 대상이 지니는

결합되어 있는 경계를 의미한다. 인터랙션 의 첫번째

외적, 환경적

측면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존 듀이(John Dewey, 1934) 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의

접점으로서

컨텍스트(Context)와

상호작용하는

메세지나 정보가 교환/ 전달되는 채널이자 프레임을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에 잘 나타나

말한다.

있는데, 듀이는 경험이란 수용자가 지닌 정서적,

존

피스케(John

Fiske,

이론’(Communication
시그널(Signal)로
수단으로서

1982)는

Theory)에서

변환시키는

인터페이스와

지적요소를

‘커뮤니케이션
물리적

유사한

개념인

경험은

Media),

제작자의

의도나

표현이

반영되는 미적 속성을 지니고,
사회적

따르면, 미디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현적
Presentational

세계와의

상호작용의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인식과 관점이

미디어(Medium)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
미디어(The

한

결과이자 ‘재구성’이라고 하였다. 예술 작품에서의

메세지를

기술적/

바탕으로

환경과

긴밀하게

문화적 배경이나

영향을

주고

받는다.

타입페이스를 ‘경험’한다는 것은 개별 사용자에 따라

재현적

질적으로 상이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사용자와

미디어(The Representational Media), 그리고 기계적
미디어(The Mechanical Media)가 그것이다. 표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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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페이스를 둘러싼 외적 맥락 및 내적 요인에 따라

있다.

상호작용의 강도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아이덴티티 시스템 및 공공 디자인 영역 등에 활발히

(그림

적용되면서

(4) Participation

3)

이렇게

메세지를

타입페이스는
전달하는

브랜드

채널,

즉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션의 참여적 속성은 인터랙션의
영향력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참여적 인터랙션은
수신자에게

전달된

메세지가

내용의

전달이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행동과 참여로
연결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대상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수신자를 참여하게

그림 3. Typography with Garamond, Times New
Roman, Bodoni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둘째, 참여적 속성은 개별적인 인터랙션을 집합적인
인터랙션으로 확장시킨다. 앞서 살펴본 인터페이스,

헬베티카(Helvetica)의 경우 1950 년대 제 2 차

트랜잭션, 경험의 속성에서는 수신자와 송신자가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찾아온 재건이라는 시대적

분리되어 있거나, 둘 중 한 쪽의 역할이 강조되어

욕망과 스위스의 상징성 및 모더니즘의 가치가

있었던 반면, 인터랙션의 참여적 속성을 통해서는

맞물려 등장한 타입페이스이다. 1960-70 년대 경제

인터랙션

하나로

활황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묶어주는 매개체가 되어 실천이라는 역할을 함께

브랜드 로고 등 각종 비주얼 아이덴티티로 채택되고,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뉴욕 지하철 사인시스템에 적용되는 등 (Figure 4)

자체가

수신자와

송신자를

다양한

문화권

소비자들의

뇌리에

각인되며

헬베티카는 하나의 성공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Joh,

4. 타입페이스 - 사용자 인터랙션 현황 및 사례 연구

2015) 많은 기업들이 헬베티카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중립성’을 전달하려는 목적하에 그들의 브랜드

기반으로 하여 4 장에서는 기존의 타입페이스 사례

아이덴티티로 활용하는 것은 송신자의 의도에 따라

분석을

인터랙션

메세지가 전달되는 트랜잭션의 속성을 보여주며,

프레임워크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사용자들이 헬베티카가 적용된 로고나 사인시스템을

인터페이스와

접할

3

장에서

살펴본
통해

인터랙션의

네가지

타입페이스-사용자
트랜잭션

측면을

강조한

기존

때

‘중립성’을

느낄

수

있다는

면에서

인터페이스적 속성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타입페이스 사례를 살펴본 후, 최근 사례들을 통해
경험 및 참여 등으로까지 확장된 보다 다양한
타입페이스-사용자 인터랙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4.1. 인터랙션 현황
기존의

사용자-타입페이스

인터랙션은

대부분

인터페이스와 트랜잭션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의 관점, 즉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에서

그림 4. Typography with Helvetica

심미성, 가독성, 적정성 등이 검증되어 고전으로

기존에 개발된 타입페이스를 활용하지 않고 국가/

자리잡은 타입페이스들은 인쇄 활자 시대를 넘어

공공 영역 및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목적으로 별도로 신규 개발되는 타입페이스의 경우,

비주얼

트랜잭션의 측면에서 송신자의 의도를 담은 일종의

아이덴티티 시스템에 적용된 가라몬드(Garamond)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서체나,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 (The Times)의

기능이

강하다.

영국

지하철의 사인 시스템을 위한 존스톤(JohnStone)

리뉴얼을 위한 신문용 서체로 개발되어 광고, 브랜드

서체,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의 사인 시스템을 위한

등 다방면에 적용된 타임즈 뉴 로만(Times New

프루티거(Frutiger) 서체, 스웨덴 국가 아이덴티티

Roman) 서체, 특유의 우아한 감성으로 각종 패션

구축을 위한 스웨덴 산스(Sweden Sans) 서체가

잡지에 적용된 보도니(Bodoni) 서체를 예로 들 수

사례가 된다. (그림 5) 국내 브랜드인 현대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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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전용 서체의 경우도 타입페이스는

한나체가 적용된 생활 용품을 구매하여 일상을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면서 통합적이고 일관적인

디자인 하는 등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상호작용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한다.

이는

인터랙션

프레임워크

상에서

트랜잭션으로서의 타입페이스가 경험

기능하고 있다. (그림 6)

측면으로까지

확장된

타입페이스가

지닌

정서적/미적

관점이

것으로

해석할

및 참여
수

아이덴티티와
상호작용하는

있다.

수용자의

과정을

통해

단순히 서비스에 적용되는 브랜드 서체가 아니라,
확장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타입페이스가

활용되고 새롭게 경험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 김기조 타이포그래피

그림 5. Typography with Johnstone, Frutiger,
Sweden Sans

그림 6.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체, 현대카드 YOU& I 체
4.2. 사례분석
앞서

살펴본

인터페이스와

그림 8. 김기조 타이포그래피
타입페이스

사례들에서는

트랜잭션의

속성들을

주로

김기조 타이포그래피(그림 8)는 2010 년부터 선보인

중심으로

것으로

한글

레터링을

기반으로,

복고풍의

비판적이면서도

위트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 볼

타입페이스에

때 여전히 수동적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메세지를 담고있다. ‘싫은데요’ ‘오늘의 할 일을

통해서

타입페이스의

확장해

내일로 미루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등 시대를

나가는 특성을 보여주는 국내외 사례 네 가지를

풍자하면서도 특유의 긴장감과 힘이 담겨있는 그의

선별하여

타이포그래피는

이를

분석해

역할이

변화하고

사회

봄으로써

타입페이스의

젊은

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1) 배달의 민족

자발적으로 전파, 확산되었다.
이는

배달의

프레임워크상

민족

한나체와

트랜잭션에서

같이

경험으로의

인터랙션
전이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김기조씨의 의도대로 기획된
타이포그래피가 시대적 / 문화적 코드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공감을 얻게 됨으로써 일상 속에서
또다른 경험을 발생시킨 것이다. 존 듀이는 앞서
경험에

있어서

세계와의

사회적

컨텍스트를

강조한

상호작용, 즉
바

있는데,

문화적,
김기조

타이포그래피는 이러한 측면에 부합하는 사례로 볼

그림 7. 배달의 민족 한나체

수 있다.

배달 앱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 에서 2013 년 자체
개발한 타입페이스 ‘한나체’의 경우 (그림 7),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전용 서체가 일상 속 접점에서
다양한 형태(생활 용품, 포스터, 모바일 이모티콘
등)로 확산되었다. 대중들은 한나체를 직접 사용하여
자신만의

타이포그래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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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고담(Gotham)체가 슬로건을 포함한 메인

(3) Balkan Typeface

타입페이스로

활용되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8)은
고담체의 활용이 대중들에게 미국의 과거에 대한
향수와 책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한 바 있다. 고담체는 당시 뉴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새롭지 않은 타입페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성이 오마마 캠페인 아이덴티티에 적절히
부합하면서

효과적인

인터랙션을

만들어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2010 United States
그림 9. Balkan Typeface

Census’등 연방 정부의 각종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9)는

요소로서 고담체가 확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민족적 분쟁이 지속되는 발칸반도의

인터랙션 프레임워크상 특정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사회적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트랜잭션 속성에서 새로운

발칸

타입페이스(Balkan
통합을

타입페이스로서,

Typeface)(그림

목적으로
라틴

2012

알파벳과

년도에
키릴

기획된

커뮤니케이션

알파벳이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환기시키며,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는

인터페이스로

그

기능이

확장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발칸 타입페이스는 그들의
실천의

채널인

결론

인터랙션

프레임워크상 경험에서 참여로의 속성이 확장된

본 연구는 타입페이스- 사용자간의 다양한 인터랙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례에서 타입페이스는

형태를 고찰해 봄으로써 인터랙션 디자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타입페이스의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상징’(symbol)으로 확장되어 사용자들을 연결하고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수단을

넘어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징’은 문화적

인터랙션

코드를 담고 있는데, 폴 랜드(Paul Ran, 1985, 7)는

고찰하였고, 사례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인터랙션을

“the

통한 타입페이스 역할의 확장성을 확인하였다.

common

spectator”로

language
상징을

between
정의하면서

artist

and

제공자와

문화와

사회적

이슈를

이론적으로

타입페이스는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자, 메세지가

수용자간의 공통의 언어로 이를 표현하기도 했다.
발칸반도의

개념을

전달되는 과정으로서, 또한 일상 속에서 새롭게

함축적으로

내포하면서, 메시지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매개체로서 타입페이스는 강력한 역할을

창출되는

경험이자

매개체로서

앞으로

인터랙션

가진다.

해나갈

타입페이스를

(4) Barack Obama Presidential Campaign 2008

사회적/정치적
계속

다변화되어

것이다.

바라보고,

사용자

효과적인

실천의
사용자와
관점에서
인터랙션을

설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타입페이스

디자인이

갖는

긍정적인

영향력과

활용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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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칭 게임의 사용자 시점과 사운드 청취 위치에 따른 게임 몰입도 차이
Immersive Game Effects according to Sound Listening Position and Gamer
Viewpoint of the Third-Person Games
김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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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3D 게임의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시청각정보는 게임
사용자 시점(카메라: Camera)과 사운드 청취
위치(오디오 리스너: Audio Listener)를 통하여
전달된다. 특히 3 인칭 시점의 게임은 1 인칭 게임과
달리 카메라 시점과 캐릭터의 위치에서 공간적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캐릭터나
카메라에 위치할 수 있는 오디오 리스너와 캐릭터와
카메라 사이의 상대적 거리에 따른 게임 사용자의
몰입도를 측정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카메라와
캐릭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디오 리스너가 캐릭터
위치에 있을 때 게임 몰입도가 높았다.

1.1. 게임의 시점(Viewpoint)
가상의 3D 환경은 '카메라(Camera)'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용자의 모니터에 비춰진다. 이 카메라의
방식은 게임의 장르와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예를 들어 슈팅(shooting)
장르의 게임의 경우 카메라의 이동 방식에 따라 횡적
스크롤 슈팅(horizontal scroll shooting), 종적
스크롤 슈팅(vertical scroll shooting) 등으로 나뉘며,
사용자의 시점(viewpoint)에 따라서는 3 인칭
슈팅(TPS), 1 인칭 슈팅(FPS)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시점은 보통 개발하고자 하는 게임의 플레이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총 화기를 들고
상대 팀과 국지전을 벌이는 'Counter-Strike'와 같은
게임은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1 인칭 시점이 적절하고,
Strarcraft 와 같은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은 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스카이뷰(sky-view) 시점이 적절하다.

ABSTRACT
Audio-visual information generated by the
virtual space of the 3D game is passed through
the gamer viewpoint (Camera) and the sound
listening location (Audio Listener). In particular,
there are the spatial discrepancies in the
position of the game character and the camera
view in the game of the third-person view,
unlike the first-person view.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evaluated measuring the
immersive engagement of a game user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ve distance between
the game character and the camera view and
audio listeners that may be located in the
character or camera. As the results, when the
distance between the camera and game
character is farther and the audio listener is in
the character position, the game engagement
was more immersive.

이러한 게임의 다양한 시점 중에서도 온라인 대규모
다중사용자 롤플레잉 게임(MMORPG) 장르에서 흔히
쓰이는 시점이 3 인칭 시점인데, 3 인칭 시점은
화면상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점으로서, 캐릭터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Side View, Quarter View, Back View,
Top View 등으로 나뉜다. MMORPG 에서 사용자의
캐릭터는 단순한 게임상의 구성요소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아바타(avatar)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캐릭터가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지가
MMORPG 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3 인칭
시점은 매 순간 사용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관찰하기에
적절한 시점이기도 하다.
1.2. 게임의 공간적 사운드(spatial sound in games)

주제어

비디오 게임에 있어 사운드는 중요한 요소이며,
효과음이 단순히 분위기만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Online Game, Viewpoint, Game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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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 있는지를 3 단계(가까움, 중간, 멀리 있음)의
수준으로 나누어 각 독립변수 수준을 조합하여 6 개의
조건들에서 게임 사용자의 몰입도 평가항목들(생동감,
주의집중, 도전감, 숙련도, 상호작용성)을 5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리듬액션 장르의 게임들처럼 게임 진행에 있어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FPS 장르의
게임에서는 소리의 공간적 위치와 방향이 중요시 되어,
사용자가 상대방의 발자국 소리나 총성 등으로 위치를
특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적인 사운드는 게임
캐릭터와 사용자를 일체화하여 몰입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3 인칭 게임에서 오디오 리스너의 위치에 따라
사용자의 게임 몰입도는 차이가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설 2. 카메라와 캐릭터의 상대적 거리에 따른 오디오
리스너 위치의 게임 몰입도 효과는 차이가 있다.

게임에서 사용자의 시선이 되는 개념을 카메라
(Camera)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용자의 귀가 되어
다양한 소리를 입력 받는 마이크와 같은 개념을 오디오
리스너(Audio Listener)라고 한다. 게임내의 공간적인
정보를 가진 사운드는 오디오 리스너의 위치에 따라
게임 밖 사용자의 스피커로 다르게 전달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스카이뷰의 시점을 가진 게임의 경우는
화면의 중앙에, 1 인칭 시점 게임의 경우는 카메라와
오디오 리스너는 함께 위치한다.
이와 같은 스카이뷰나 1 인칭 시점의 게임과 달리,
3 인칭 시점을 가진 게임에서는 오디오 리스너를 어디에
기준으로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사용자의 캐릭터는 자신의 아바타이자 몰입의 대상이고,
게임내의 가상 환경에 직접적으로 위치해있는
객체이므로, 캐릭터를 중심으로 공간적 소리를
재생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자는
카메라를 통해 게임내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자신의
캐릭터 또한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시각(Camera)과
청각(Audio
Listener)이 같은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 일부 MMORPG 게임들은 개발사
임의로 오디오 리스너의 위치를 정하거나, 사용자가
오디오 리스너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제공한다. 하지만, 다양한 게임 내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PC 환경의 게임과 달리 비디오 콘솔 플랫폼의
게임들은 이러한 이슈가 여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게임의 3 인칭 시점에서
카메라(사용자의 시점)와 오디오 리스너(사용자의
청각적 기준)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사용자의 게임
몰입도를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3 인칭
시점의 게임 디자인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평가측정은 사전 설문을 통해 MMORPG 플레이
경험이 있는 14 명(남성 10 명, 여성 4 명; 24-42 세,
평균 28.4 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가측정을 위해 마련된 간단한 게임에 참가하였다.
게임은 3 인칭 시점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캐릭터를
움직여 지정위치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캐릭터가 이동하는 경로에는 다양한 소리를 내는
오브젝트들(Objects)이
위치해
있었다.
목표
도달까지의 거리와 오브젝트의 숫자를 제외하고 매
실험평가마다 이동 동선이나 오브젝트의 위치 등의
게임 환경을 조금씩의 변화를 두어 반복적이고 동일한
내용을 피하도록 연출하였다.

그림 1. 카메라와 오디오 리스너의 상대적 위치를 달리하는
실험환경의 개념도

게임에서 참가자들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 캐릭터를
움직이고 캐릭터가 오브젝트들의 근처로 가면 헤드셋을
통하여 정해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소리 정보는 3D
사운드를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가졌으며, 카메라는
캐릭터와의 거리 조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두 가지 독립변수의 조합에 의한
6 개 조건으로 설정된 게임 환경을 모두 플레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문제에 따라 선정된
독립변수는 오디오 리스너의 위치로 캐릭터와
카메라(시점) 가운데 한 쪽에 위치할 수 있는 두
수준이며, 또 다른 독립변수로는 캐릭터와 카메라
사이의 상대적 거리로서 카메라가 캐릭터로부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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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한 번의 게임 진행이 종료될 때마다 각 게임
플레이에 대한 몰입도 설문평가에 응답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오디오 리스너(Audio Listener)의
위치 변수와 카메라(Camera)와 캐릭터 사이의 상대적
거리 변수에 따라 각각 게임 몰입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AL위치: F(1,13)=2.940, p=.110;
상대적 거리: (F(2,26)=0.725, p＞.05).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 또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2,26)=1.523, p＞.05). 그러나 오디오
리스너가 캐릭터에 있는 경우에는 카메라에 위치해
있을 때보다 상대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몰입감의 저하
현상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몰입감 측정을 위한
5개 항목 가운데, 핵심 요소인 생동감 평가에서는
오디오 리스너의 위치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보이는데((F(1,13)=4.425, p=.055), 이는 본 실험의
게임 특성과 환경에서 몰입감 요소의 다면적 평가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생동감 평가와 같은 핵심
요소에서의 차이 경향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3 인칭 시점을 가진 3D 게임에서
사용자의 귀와 같은 오디오 리스너(Audio Listener)와
눈과 같은 카메라 시점(Camera)의 위치 차이에 따른
사용자 몰입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카메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캐릭터와 오디오 리스너가 같이
위치할 때 몰입도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다양한 3 인칭 게임 디자인 과정에서 게임
사용자의 몰입도 증대를 위해 카메라 시점과 사운드
효과의 공간적 배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카메라와 캐릭터 사이의 상대적 거리에 따른 오디오
리스너 위치의 게임 몰입도(5 개 항목 평균) 점수 및 생동감
점수 차이

2. 박정순. 디지털 게임에서 소리(Sound)가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1), 139-148.
3. McDonald, J. J., Teder-Sälejärvi, W. A. and
Ward, L. M. Multisensory integration and
crossmodal attention effects in the human
brain. Science 292 (2001),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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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과거 범죄 기록 및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범죄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각화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출시되어 있는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들은 방대한
양의 과거 사건 기록 및 분석 결과를 단순히 지도 상에
축적하여 시각화함으로써 지역 별 범죄 위험도 및
발생 가능성을 차별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페이스가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실시간 범죄 사건 모니터링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시간 범죄 모니터링을 위한 시각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 된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요약문
절도, 성폭력 등의 중범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신속한
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범죄
모니터링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과거 범죄 사건기록에
대한 비효율적인 시각화 및 실시간 범죄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시각화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소들을 제안한다.

ABSTRACT

2. 본론

As the level of serious criminal offenses such
as thefts and sexual violence gets worse, the
importance of crime prediction is being
emphasized. To protect and predict such
crimes, well-designed
crime monitoring
interface plays an important role. However,
previous crime monitoring systems are limited
in that they are not only inefficient to
recognize intuitively, but also in that they do
not support any real-time crime monitoring
interfaces. In this paper, we analyze design
factors for the prompt and efficient crime
monitoring system and suggest highly effective
real-time crime monitoring system.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각화 인터페이스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범죄 연관 정보와 지역 감성 분위기 및
범죄 위험도를 시각화하는 ‘범죄 캘린더’이고, 둘째는
실시간 범죄 사건을 관측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두 가지 인터페이스는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을 보이는 위치(지역)를
기반으로 시각화되며, 해당 지역의 범죄 위험도와
관련 있는 요소들의 분석을 거쳐 제시되었다.
2.1. 범죄 캘린더
최근 범죄 사건 분석 연구에 따르면 날씨, 시간 속성이
범죄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3].
또한 SNS 텍스트 데이터의 패턴과 범죄 사건 간에도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선행되었다[4].
이에 따라 범죄 캘린더는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실시간 범죄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범죄 관련 요소에 대한 범죄 캘린더의 각
모들은 표 1 과 같다.

주제어
실시간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시각화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

1. 서론

표 1. 실시간 범죄 위험도 관련 디자인 요소

절도, 성폭력 등의 중범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련 요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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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범죄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위치 기반의 시각화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글 맵과
벡터 지도를 활용하여 실시간 범죄 사건 위치를 스팟
단위 및 구 단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으며, 테스트를 위해 웹 서버와
연동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다. 만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가 자신의 모바일
단말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서 사건 경보를 울리게
되면 해당 사건 알림은 모니터링 시스템 서버에
전송되어 결과적으로 인터페이스(벡터 지도) 상에
표시된다.

날씨

날씨 정보 모듈
지역 통계 정보 시각화 모듈
지역 특색
지역 범죄 유형 통계 시각화 모듈
감성 정보 벡터 지도
지역 분위기 감성 추이 변화도 그래프
감성 정보 백분위 그래프
표 1 의 모듈들은 해당 관련요소들을 범죄 캘린더
상에 시각화 한 구성요소들이다. 달력 모듈은
사용자에게 과거 특정 시점의 범죄 위험도 및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날씨 모듈은
해당 시점의 지역 날씨 정보를 표시한다. 지역 통계
정보는 해당 지역(서울시내 구 단위)과 관련된 환경
만족도 지수를 나타내며, 범죄 유형 통계 정보는 해당
지역의 6 대 범죄(폭력, 절도, 강도, 성폭력, 살인,
기타범죄) 별 빈도 수를 레이더 그래프로 표현한다.
지역 범죄 위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감성(분위기)정보는 벡터 지도, 시계열 그래프 및
게이지 바의 세 가지 형태로 시각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별 감성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으로써 SNS(트위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크롤링하여 해당 텍스트에 대한 감성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1 에서 분석한 범죄 위험도 관련
요소들을 기반으로 설계 및 구축된 범죄 캘린더
인터페이스는 그림 1 과 같다.

또한,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위치 기반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해 범죄 캘린더와 달리 지역 분위기
정보를 맵을 통해 시각화한다.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자는 맵 상의 관심 지역 클릭을 통해 주변 반경의
실시간 트윗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트윗 정보는
감성 분석 작업이 완료된 트윗으로써 부정 트윗은
빨간색, 긍정 트윗은 초록색, 그리고 중립 트윗은
하늘색 마커를 통해 시각화된다. 표 2 를 바탕으로
설계 및 구축된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실시간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범죄 캘린더 및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데모 동영상은
[5], [6] 에서 각각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그림 1. 실시간 범죄 모니터링을 위한 범죄 캘린더
2.2.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3. 결론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범죄 사건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범죄 사건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해당 요소들은 표 2 와 같다.

범죄 사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범죄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범죄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실시간 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설계된 시스템은 범죄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SNS
감성 분석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실시간 범죄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경찰청 및 범죄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제적인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받게 된다면 본 연구에서 설계한 인터페이스의
효과가 더 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2.실시간 범죄 사건 관측을 위한 디자인 요소
관련 요소
위치
지역 뉴스
지역 분위기

지도
구역
범죄
감성

모듈 명
맵
별 벡터 지도
유형이 태깅된 지역 뉴스 기사
정보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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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a set of task analysis in a container
port terminal. An authoring tool including user
input functions is easy to use by providing
clear input processes. In the future, the
authoring tool can be used in port-related
simulation training, also it will be extended to
integrated system internetworking with realtime data system.

요약문
물류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국가간 교육 물량의
증가는 새로운 공간의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 구축을
필요로 한다.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은 처리 속도에
따라 수익 구조가 결정되므로, 신규 구축 이전에
다양한 현장 검증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동시에
활용한다. 특히, 시뮬레이션 기법은 가상으로 최적의
터미널 모습을 미리 분석해 봄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른 복잡한 구조의 시뮬레이션
환경과 달리,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에서의 과업은
장비 및 의사결정에 따라 비교적 정규화 될 수 있어,
시뮬레이션 및 저작 도구 구현이 용이하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과업
분석을 바탕으로 사용자 입력과 기능을 분석하여
구현함으로써, 명확한 저작 절차와 편이를 제공하는
도구로 제작하였다. 구현된 저작 도구는 항만 관련
시뮬레이션 교육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추후, 실시간
데이터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통합된 컨테이너 항만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확장할 것이다.

주제어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container port terminal),
저작도구(authoring tool), 과업분석(task analysis)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 장비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을 위한 저작 시스템은 터미널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비의 3 차원 모델과 행위를
저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표는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에 존재하는 주요 장비와 그에 해당하는 3 차원
모델로 터미널 상에서 일어나는 과업에 적합하도록 실
모형에 기준하여 제작하였다.

ABSTRACT
표 1.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에 쓰이는 장비 모델 예

Logistics volume growth due to the industry
development needs to build a new container
terminal in a port area. Because the container
terminal revenue structure is determined by
the
processing
speed,
various
on-site
verification and simulation techniques are
performed before the new construction. The
virtual simulation techniques have advantage
to reduce time and cost. In contrast of other
complex
simulation
environments,
the
container port terminal related tasks are able
to relatively be qualified. In this paper, we
implement user input functions whic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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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과업

Yard Crane

컨테이너를
목표 지점까지
이동

Single Trolley
Quay Crane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승하차

Yard Truck

보관처,배달처,
선박 등으로
컨테이너 이동

3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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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저작 허용 모드의 전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의 오른쪽과 같은 2 차원 Top View
상에서만 저작이 가능하며, 왼쪽 그림과 같은 3 차원
투영 공간 뷰에서는 저작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저작 시스템 모듈 구성
저작 시스템은 그림 1 과 같이 3D 모델 렌더링을 위한
Unity3D 기반의 View 모듈과 사용자 입력 처리를
위한 C# UI 모듈의 통합 연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림 3. 3 차원 보기 모드와 2 차원 저작 모드 화면 예
이와 같은 저작의 제한성은 3 차원 공간 저작에 대한
입력 부정확성을 극복하며,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이
갖는 과업 특성에 기반한 저작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림 1. 저작 도구 시스템의 모듈 구성
두 개의 모듈을 별도로 구성한 이유는 C# 윈도우 기반
UI 가 갖는 미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의 장점과
3 차원 그래픽 렌더링 기능을 갖는 Unity3D 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기 위함이다.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Uniyt3D 모듈과
C# UI 모듈간의 TCP 통신을 기반으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Unity3D 와 C# UI 를 이용하여 항만
터미널 저작 도구를 구현하였다.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에서 행해지는 과업 분석을 기반으로 장비
입력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성과 편이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등
장비들의 움직임과 컨테이너가 항만에서 움직이는
흐름 등을 보여주어, 확장된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장비 과업 특성에 따른 입력 정의
저작 시스템이 일반적인 3D 객체 기반의 모델링
도구와는 달리, 컨테이너 터미널의 특화된 과업에
맞도록 기능을 디자인하였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장비인 Yard Crane(YC)에 대한 실제 업무에서의
설치 고려 절차와 그에 해당하는 사용자 입력 절차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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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모바일 페이 서비스의 UX 중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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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삼성페이가 국내에서 출시되어 오프라인
모바일 페이 시장의 지평을 새로 열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오프라인 매장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오프라인 모바일 페이는 기존의 모바일
결재나 스마트 뱅킹과는 달리 가맹점 수나 구매 시점
등과 같은 비대면 환경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떤 UX 요소가 이 경험에서
중요한 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삼성페이를 중심으로 페이 서비스의
UX 요소를 분석 함으로써 초기 핀테크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UX 가치 도출을 이 연구의
목표로 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모바일 거래 및 모바일
페이 연구들은 전자 상거래, 모바일 쇼핑, 스마트 뱅킹
등을 주요 주제로 삼아왔다. 이와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대면(face-to-face)상황의 모바일 페이
서비스라는 새로운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요약문
새로운 형식의 오프라인 모바일 페이 대면 서비스가
생겨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UX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삼성 페이를 중심으로 모바일
페이의 여러 UX 요인들을 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관련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the offline face-to-face mobile pay
service has born, the new values were created,
and the new UX factors should be generated.
Still there are not enough deep previous
researches on this pay service, it is the time to
execute exploratory research about the new
pay service. Focusing on the Samsung pa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multiple UX factors of
mobile pay service by having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it is intended to
present a new UX blueprint on mobile pay
market
through
the
correlation
and
importance of factors.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바일 페이와
신용통화이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의미를
정의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문헌연구에서 보고 있는
모바일 페이의 이론적 기본 틀을 통해 페이 서비스를
정의하고, 사용자가 인식하는 페이 서비스의 UX 요인
중요도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모바일
페이 서비스 이용 상황에서의 중요 UX 요인과
요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주제어

2. 이론적 배경

모바일 페이, 스마트 페이, 페이 서비스, 핀테크, 삼성
페이, smart pay, pay service, fin-tech

2.1 모바일 페이
2.1.1 모바일 페이 서비스
Dahlberg, Mallat, Ondrus and Zmijewska 는
모바일 페이를 “무선 및 다른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재화, 서비스, 청구서를

본문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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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는 것.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디지털 콘텐츠(e.g.
벨소리, 로고, 뉴스, 뮤직, 게임 등), 티켓, 주차 요금,
대중교통비, 전자 청구서 대금 결제 등의 다양한 지불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자동화 판매
자판기, 티켓팅 기계 및 대면 POS 결제 시스템 상에서
물리적 재화들에 대한 지불도 가능하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장된 토큰과 함께 결제정보와 가상카드번호값이
합쳐진 1 회용 결제정보가 만들어져 가맹점의
결제단말기를 거쳐 카드사로 전송된다. 카드사에서는
가상결제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한 뒤
결제를 승인한다.
2.2. 모바일 UX 요소
모바일과 관련된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용성을 강조해야 하고, 사용자의 환경 및
개발 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이동성의 특성을
활용해야한다(Mika Hiltunen 외 2, 2007). 또한
효과적인 모바일 디자인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Greg
Nudelman,2013). 첫째, 현실에서 인간과 모바일
기기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해야
한다.
둘째,
프로토타입에서 폼 팩터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 테스트에서는 사용자가 모션의
자연스러운 범위, 음성, 멀티터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모바일 시대에는 모든 것이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터치 인터페이스는 단순함과
정교함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재미 요소는
필수이다. 여섯째, 크로스 채널경험을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모바일 UX 요소들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상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2.1.2. Credit Theory of Money - 신용 통화 이론
통화
순환
이론(theory
of
monetary
circuit)으로도 알려져 있는 신용 통화 이론(credit
theory of money)은 모바일 페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가장 직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신용통화 이론에서 물리적 돈은 필요하지 않다. 전자
화폐가 돈의 모든 역할을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자화폐의 생산가격은 낮고 생산성은 높다.
Google Wallet, Apple Pay 등이 명확하게 이러한
신용카드 인프라와 신용 통화 이론 위에 세워진
서비스들이다. 다른 모바일 페이(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도 기존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지불
생태계상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역할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3. 모바일 결제 시장 - 결제 프레임워크 종류
결제 프레임워크에는 보통 세 가지 종류로 NFC,
클라우드, 폐쇄형 카드가 있다.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구축을 하고 어떤 POS 경험이
가능하기를 원하는지에 달려있다. NFC 는 높은
수준의 보안과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선호하는
발행기관과 모바일 망에 의해서 선택된다.

3. 연구 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페이서비스 중 NFC 기반의
삼성 페이, 애플 페이, 알리 페이 등을 기존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는 다른 양상의 서비스로 본다. 온라인
상의 비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오프라인 대면
서비스라는 차이점이 사용자들에게 다른 인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 통화 이론 (credit
theory of money)에 따르면, 새로운 페이 서비스는
기존의 신용카드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해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러한
서비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2.1.4. 삼성 페이 적용 기술
최근 삼성전자는 LoopPay 사를 인수한 뒤
MST(Magnetic Secure Transmission) 기술을 손에
넣었다. MST 기술은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시켜 결제하는 기술이다. 삼성페이는
MST 뿐 만 아니라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 통신인 NFC
(Near Field Communication)기술도 지원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페이의 핵심기술은
토큰화(Tokenization)이다. 토큰화는 결제 순간마다
새로운 가상카드정보(토큰)을 생성하여 사용한다.
카드사에서는
가상카드번호(토큰)와
인증시드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사용자가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용 구동앱인 녹스(Knox) 플랫폼에
저장되고 토큰과 인증시드값은 트러스트존(Trust
Zone) 내에 저장한다. 트러스트존은 보안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Secure World 에서 안전하게
동작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이제 결제를
하기위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지문인증을 하면

따라서 (1)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의 UX 요인에서
중요하게 인식하여 사용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무엇인지와 (2) 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종합적인 사용 만족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한 후 각
요인들이 최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볼 것이다.

4. 연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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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구 변수와 측정 항목 설계

결론

연구 변수는 기존의 UX 문헌들의 사용성 척도를
기반으로 구성된 설문항목으로 실시한 사전 검증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항목들로만 추출하여, 모바일
페이 서비스의 UX 요인들로 재구성 되었다. D.
Alonso-Ríos, A. Vázquez-García, E. MosqueiraRey, and V. Moret-Bonillo. (2005) Usability: A
Critical Analysis and a Taxonomy 와 Younghwa
Lee, Kenneth A. Kozar(2012) Understanding of
website usability: Specifying and measuring
constructs and their relationship 에서 수집한
사용성 원칙은 개념에 대한 수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 모형에 대한 사용성 원칙들을
독립변수, 종합적인 가치를 종속변수로 두고 측정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사용성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판별할 수 있다. 연구는 초기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모바일 페이서비스에 대한 중요 UX
시사점을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UX
요소들이 해당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고,
사용자가 기대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벌어질
경쟁 상황에서 각 모바일 페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갖게 될 페이서비스의 페인 포인트에 대한 참조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원

개념

Learnability

Understandability, Remember

참고 문헌

Interactivity

Feedback, Interaction, Control

Efficiency

Fast, Easy, Effortless

Credibility

Safety

1. Adobe Acrobat Reader 7, Be sure that the
references sections text is Ragged Right,
Not
Justified.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

Subjectivity

Interest, Visual (Aesthetics) ,
Tactile

Coolness

Coolness, Edge,

2. Anderson,
R.E.
Social
impacts
of
computing:
Codes of professional ethics. Social Science
Computing Review 10, 2 (1992), 453-469.

<표 1> 사용성 개념 분류

3. How to Classify Works Using ACM’s
Computing
Classification
System.
http://www.acm.org/class/how_to_use.html
.

4.2 데이터 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survey 방식을 취하여 UX 중요 요소를
도출한다.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에 의한 방법'으로,
조사 척도는 '리커트 7 점 척도'를 사용했다. 설문의
기본 항목은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로 나누었으며, 기본 설문 항목은 본
연구에서 궁금한 ‘모바일 페이 서비스 중요 요소’를
밝여내기 위해 선행연구의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삼성 페이
사용 경험이 있거나 매체를 통해 충분한 간접 체험을
해 본 경험이 있는 20~40 대로 정하였다. 더 많은
표본 확보를 위해,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사전에 관련 동영상을 통해 삼성페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4. Klemmer, R.S., Thomsen, M., PhelpsGoodman, E., Lee, R. and Landay, J.A.
Where do web sites come from? Capturing
and interacting with design history.
In Proc. CHI 2002, ACM Press (2002), 1-8.
5. Mather, B.D. Making up titles for
conference papers. Ext. Abstracts CHI 2000,
ACM Press (2000), 1-2.
6. Younghwa
Lee,
Kenneth
A.
Kozar.
Understanding
of
website
usability:
Specifying and measuring constructs and
their
relationships.
Decision
Support
Systems 52 (2012) 45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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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effort for pregnancy. This IoT service
concept is for the couple who are planning a
pregnancy, especially striving for a natural
pregnancy, where calculating the ovulation date
and communication are huge hurdl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rvice concept for
transmitting love day information in a natural
way for the user in a manner of controlling the
bedroom lighting color, based on carculating
the day using the data detected through the
ovulation tester. This research will introduce the
service concept and the components of the
service (device and data management) that have
been derived through the theory and preinterviews, and propose service usage scenarios.

요약문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는 일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늘어나 과거
집안에만 있던 여성보다 맞벌이 여성의 가정 내 거주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부부의 바쁜 직장생활과
불임 문제로 인하여 아이 갖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문제 없는 부부도 있겠지만, 임신을 위해 큰
노력을 들이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본 IoT 서비스 컨셉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 중 배란일 계산과 커뮤니케이션 등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자연 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배란 테스트기를
통해 검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길일을 계산하고 침실
조명색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자연스러운
길일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 컨셉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론과 사전 인터뷰 조사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
컨셉 및 서비스 구성요소 (디바이스 및 데이터 관리)를
소개하고 서비스 이용 시나리오를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홈 IoT, 자연 임신, 부부 관계, 배란일, 조명

본문

ABSTRACT
Having a child is not a natural or easy chore in
the modern society. Particularly the proportion
of couples working together has increased, that
the working women nowadays stay less at home
than the housewives in the past. Busy work life
and infertility problems make couples harder to
get pregnant. Some couples may not have any
problem regarding fertility issue, however it is
easy to see currently that many couples put a

•

서론

손만 잡고 자면 아이가 생기던 시대는 지났다. 서로
바쁜 부부 스케줄과 높아진 초산연령 등의 시대상으로
인해 임신은 부부들에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달달(DalDal)'은 임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바쁜
현대사회의 부부를 위해 생리 주기 데이터를 자가로
체크하여 자동으로 길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IoT 서비스다. ‘달달(DalDal)’은 심각한 불임을 겪고
있는 부부보다는 자연 임신을 하고 싶은데, 배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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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와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색한 부부를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배란테스트 결과가
모호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달달(DalDal)'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기기가 배란일을 판단하고 길일을 자연스럽게 가정 내
조명으로 알려준다.

그 중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유록맘(32 세, 아이
2 세)라는 아이디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배란테스트기는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고, 대조선

읽는 것도 어려웠어요. 임신 준비 두 달째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날짜를 받아왔어요. 네 달째에는 난임이
아닐까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 하기 전에 배란일을 알렸는데, 한두 달은
잘 협조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무적으로 하길래
저도 기분이 상하더라구요.”

본 연구의 목적은 불임 부부가 임신을 위한 노력을 할
때에 겪게 되는 배란일 체크의 번거로움, 어려움,
배란일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부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한 IoT
서비스 컨셉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임신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얻어진 속성을 바탕으로 개념들을
도출하여 IoT 서비스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서비스 이용을 통한 임신 경험에 대한 만족도와
임신확률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도 비슷한 대답을 했다.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임신을 준비하면서 불안과 초조함 등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지기도 하며, 배란테스트기를
사용하는 법이 어렵고, 남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지점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심리적으로 느끼는 난임이 의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임(1 년 이상 임신 준비)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수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평균치를 알 수는 없었으나, 인터뷰를
통해 임신을 준비해도 성공하지 못 한 경우 부부들은
대략 4 개월 이후부터 난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난임 이전에 이러한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니즈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론적 배경

통상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상태를 불임•난임이라고
말한다. 생의학적으로 불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을때 1 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대한산부인과학회 2010[2008]: 457)으로
정의된다. 국내 불임 현황을 살펴보면, 2012 년
기준으로 약 19 만명(여성 14 만 8500 명, 남성
4 만 1400 명)이 불임 진단을 받았다. 불임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여성들은 내원 당일 검진 및
각종 검사를 받음으로써 바로 불임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치료는 크게 “자연임신”, “인공수정”, “시험관
수정”으로 나뉜다. 여성의 생리주기를 따라 치료가
진행되므로 약 한 달이 소요되는 것은 세 치료 방법
동일하나 각 치료법에 따라서 난포기에 복용하는
호르몬제와 용량, 배란기의 시술방식 등이 달라진다.

•

홈 IoT 서비스 달달(DalDal)은 앞서 문제로 제기된
여성의 배란일 측정, 기록에 대한 번거로움과, 배란일
정보를 남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디바이스를
통해 배란 체크의 과정을 단순화 시키고, 디바이스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 침실에 설치된 조명의 색깔을
바꿔줌으로써 환경적 요소를 통해 배란일을 알고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IoT
서비스이다.

신체적으로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불임은 여러 단계에 거쳐 치료 가능하다. 자연임신을
목표로 하는 단계에서도 불임여성은 매 번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길일 처방을 받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자연임신이 가능하지만 주기 관리가 어려운
부부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생리주기 데이터라도 잘
관리한다면 자연 임신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병원 방문은 매우 번거로울
수 밖에 없다. 이 단계에서 부부는 매 번 병원을
방문하는 수고를 줄이고 싶어한다.
•

서비스 컨셉

•

구성 요소

대상자 인터뷰

2015 년 11 월 18 일부터 2015 년 11 월 21 일까지
4 일 간 여성 커뮤니티를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데
6 개월 이상의 어려움을 겪은 유부녀 5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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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성요소

(1) 디바이스 : 배란 데이터의 검출과 전송을 하는 배란
테스트용 디바이스이다. '검출 스트립을 끼우는 투입구',
'배란 테스트 요청/결과 알림 LED', '스위치'로
구성된다. 사용자가 소변 검사를 시행한 검출 스트립을
디바이스에 끼우면 LED 를 통해 결과가 표시되고,
데이터는 앱으로 전송되어 저장된다. 기기의 측면에
부착된 스위치는 생리 시작/끝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의 생리는 배란 주기 계산과 병원 진단 시 필수
자료로 이용되는데 디바이스를 통한 Sensing 이
불가능하므로 생리 시작 시 On, 끝나면 Off 로
스위치를 변환하는 간단한 사용자의 입력으로 대체한다.

(2) 데이터
디바이스를 통해 앱 으로 전송되어 저장된 데이터 는
여성의 배란 유/무와 생리 유/무 데이터 이다. 해당
데이터 를 바탕으로 'Love Day'를 계산하여 조명의
색깔을 제어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조명 색깔의 제어를
위해
Geo-Fencing 기술을
이용한다. GeoFencing 이란 Geographic 과 Fencing 의 합성어로
특정 공간/지역에 사용자의 출입을 감지하는 기술이다.
달달(DalDal) 서비스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부부가 집 안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여 조명의 'Love Mode'를 제공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 데이터로 이용한다.

(3) Color LED

조명의 색깔을 통해 부부에게 배란 일을 자연스럽게
알려 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스트레스 없는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임신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임신을 목적에 둔
성관계는 임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 자체를
'일'처럼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라고 영국 불임
학회(British Fertility Society)에서 밝혔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알려주는 것이 과정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내 조명의 색과 조도에 따른
감정상태에 대한 연구(박진희, 2014)에 따르면 빛과
색채는 우리에게 단순히 시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붉은 색은 활기를
불러 일으키고 열정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행동과
자신감을 고무시키므로 주요 조명 색상을 붉은
색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

Phillips 의 Hue, Xiaomi 의 Yee Light 등 다양한
색상을 하나의 조명에서 제공하며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달달(DalDal)서비스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앱에서
계산된 'Love Day'에 자동으로 조명의 색을 따뜻한
붉은 계통의 색깔로 바꿔주는 'Love Mode' 를
제공한다. 이 때 조명의 색은 분위기 전환용으로 역할을
한다. 수면하는 곳으로서의 침실보다는 참신하고
따뜻함과 같이 색상 선택을 가능토록 해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부부에게
배란일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주고 부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무드등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

배란일을 확인하는 스트립을 이용하여 테스트기에
투입을 하면 테스트기에서 한줄/두줄을 인식한다. 이
결과를 서버로 전송하게 되면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별 history 를 아내와 남편 모두 앱을 통해 볼
수 있다. (확인하지 않아도 상관 없음) 앱의
정보(사용자가 앱에 입력한 정보와 사용 log)는 서버로
전송되어 분석된다. 배란일인 경우, 아내와 남편 귀가
후 조명 색이 변경되도록 한다. 이때 색, 시간은 설정
가능하여 배란일임에도 원하지 않으면 끌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배란일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조명을 켤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시나리오

본고에서 제안한 달달(DalDal) 서비스의 사용자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예상 사용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이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앞서
달달(DalDal)의 디바이스를 준비한다. 정확한 배란일을
알기 위한 단계로, 배란 테스트 요청 알림 LED 에 불이
들어온 경우 화장실에서 소변 검사를 통한 배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 데이터는 Bluetooth 통신을
통하여 개인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이 된다. 스마트폰
앱에서는 그 동안의 측정으로 쌓인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만일 측정 결과 오늘이 '배란일'인 경우,
각자의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침실 조명은 자동으로 'Love Mode'에 들어간다.
그러나 측정결과 배란일이 아닌 경우, 조명은
정상모드로 작동된다.

구성요소의 작동 원리 및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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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를 제시하면 진료 시 정확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유통업과의 연계를 통해 여성
용품(생리대 등)이 필요할 때마다 자동 배송되는
서비스를 구축 할 수 있다.

결론
본고에서는 임신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IoT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기존에는
여성이 배란일을 계산하고, 배우자에게 배란일을
알리고, 성관계를 유도하는 등 여성에게 임신을 위한
부담이 지워졌었다. 달달(DalDal)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조명 색 변화를 통해 사랑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서, 배란일을 알려야 하는 아내의
스트레스나, 이런 아내의 말에 남편이 느끼는 부담감이
감쇄되어 방해요소가 최소화 된 환경에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여성에게 부담을
주던 임신 준비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긍정적이다. 본 고에서 제시한 달달 서비스는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지닌다. 첫째로 배란테스트기를 통해
스마트폰 앱에 저장된 데이터는 산부인과 방문 시
유용하다. 병원을 방문하면 최근 생리일과 주기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달달(DalDal)을 통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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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ability of the conditional automation
mode(IFTTT) UI in the home IoT environment
based on the service of LG, IoT@Home.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e UI of IoT@Home,
to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UI
improvement plan that has been changed a
number of factors. Through the comparison
evaluation results of the two UI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items, and to suggest
way to improve the UI.

요약문
IoT 서비스의 큰 의의 중 하나는 자동화에 있다.
하지만 자동화는 정도를 조절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자동화 될 기능을
설정하는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의 필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과정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과정상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이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G U+에서 출시된 IoT＠Home
서비스를 중심으로 홈 IoT 환경에서의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IFTTT) UI 에 대한 사용성 평가 항목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자가 IoT＠Home 서비스의
UI 를 기준으로 몇 가지 요소를 수정한 UI 개선안을
비교 평가 한다. 두 가지 UI 의 비교 평가결과를 통해
평가 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UI 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IOT, IFTTT, Conditional Automation mode,
User Interface, UI, Usability

본문
•

서론

‘홈 IoT’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IoT 서비스 중에서
가장 상용화가 빠른 분야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LG
유플러스가 IoT@Home 이라는 명칭으로 홈 IoT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해외에서도 Apple, Xiaomi 등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홈 IoT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이로서 사용자들은 집 안의 다양한 사물을
원격으로 또는 자동으로 컨트롤 하며 생활의 편리성,
안정성을 추구 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One of the great significance of the IoT
services are automated.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automation is not possible
to adjust the degree, the need for conditional
automation mode to set a function that the
necessity of user can not be overlooked.
However, the process, it is necessary that you
set one by one, If a user has felt the difficulty
of the process, it may be give up or not in use.
Thus, the user can easily simple way, it is
important to be able to use that function. In
this study, we provide an evaluation item of

IoT 서비스의 큰 의의 중 하나는 상황인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사물이
알아서 작동되는 '자동화'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자동화의 정도를 조절 할 수
없어서 자동화된 내역이 사용자의 필요에 정확하게

- 667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명확하게 자동화 기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

선행 연구에서 홈 IoT 환경에서의 trigger-action
programming 의 유용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LG 유플러스의 IoT@Home 의 조건부
자동실행모드와 기능적 측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므로,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사용 용이성의 측면에서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UI 의 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UI 의
수정에 따라 개선되거나 악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 용이성은 UI 의 형태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IFTTT(IF This, Then That) 즉,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 될 것을
정할 수 있는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 개념으로 홈
IoT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탑재될 것이다. 사용자는
Trigger 가 될 기기와 조건을 지정하고, Action 을 할
기기와 기능을 설정함으로서 개인의 명확한 필요에
맞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설정 과정이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게 유도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넘어야 할 허들이 된다. 또한 기술 적응도가 낮은
사용자는 과정상의 어려움으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이 해당 기능의 유용함을 인식해야 하며,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홈 IoT 환경에서의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IFTTT) UI 를 대상으로 사용성 비교 펑가를
시행했다. 실험 참여자는 총 10 명이며, 실험
참여자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Task 를 프로토타입
A 안, B 안 각각을 통해 수행하고 설문에 응답한다.
프로토타입은 Task 의 수행을 위해 제작된 형태이며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연구자는 실험
참여자가 실험 Setting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고정을 거쳤다. 이후 연습 Task 를 부여하며
앱의 구체적인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노트북을 통해 "작은방 1 번의 스위치가 켜지면,
드라이기 플러그 전원을 연결하기", "작은방 1 번
스위치가 꺼지면, 드라이기 플러그 전원을 차단하기"
등의 지시를 내리고, 주어진 스마트폰을 통해 Task 를
수행하도록 한 뒤, 사용성에 대해 묻는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Task 가 끝난 후, 각
단계별로 선호하는 안에 대하여 선택하도록 한 후
전반적인 Task 수행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주제인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 에 대한 연구는 Trigger-action
programming, End user programming, Activity
delegation 등의 용어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홈 IoT 분야에 한정하여 이야기 하자면, 근래에
상용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도 시작
단계에 있다.
De Russis, L., & Corno, F.의 연구[1]에서는 EndUser Programming Interface 와 관련되어 진행된
기존 연구와 상업적으로 출시된 제품의 분석을 통해
스마트 홈 환경 내에서 제공되는 Trigger-action
programming 의 UI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UI Prototype 을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

평가 대상

비교 평가 대상은 2 가지로, A 안은 LG 유플러스
IoT@Home 서비스의 현안을 기준으로 하며,
개선안인 B 안은 연구자가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임의로 변경한 버전으로 한다.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의 페이지의 구성은 자동 실행
규칙을 만드는 Making 단계와 등록해 놓은 규칙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Viewing 페이지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 A 와 B 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Ur, B. 외 3 인의 연구[2]에서는 온라인 사이트인
IFTTT.com
를
통해
Trigger-action
programming 에 대한 실용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용자가 원하는 행동들은 Trigger-action
programming 에 의해서 표현되고 이뤄질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독특한 조합의 인터렉션을 스스로
생성하여 유용하게 이용한다는 것, 또한 usability
test 를 통해 유용성과 용이성을 검증하였다.
Davis 의 기술 수용 모델(TAM)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Ur, B. [2] 등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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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iewing 단계

(1) Making 단계

그림 3 A 안(기존)

그림 4 B 안(개선)

그림 1 A 안(기존)
Woo, J. B., & Lim, Y. K 의 연구[4]에 의하면
사용자가 설정한 자동화 기능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실제 이용을 통해 제거되거나 수정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규칙을
설정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설정한 내역을
보는 페이지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A 안(기존)의
경우, Trigger 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단에, Action 에
해당하는 내용이 하단에 위치하는 '상하 나열형',
별도의 이미지 없이 텍스트로 설명하는 '텍스트
형'이다. 이러한 형태보다 B 안(개선)처럼 좌측,
우측으로 위치시키고 화살표 이미지를 통해 연결 되는
'좌우 연결 형', 또 대상이 되는 기기의 이미지, 조건이
되는 기기의 상태를 텍스트와 함께 이미지로 보여주는
'이미지 형' 으로 제공되는 것이 더욱 직관적이라는
가설이다.

그림 2 B 안(개선)

A 안 (기존) 의 경우, Main 페이지에서 메뉴로
진입하면 ‘자동실행모드’ 라는 별도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모드 페이지로 진입하면 Step 1 설명(Trigger)
>장치 설정(Trigger) > 상태 설정(Trigger) > Step 2
설명(Action) > 장치 설정(Action) > 상태
설정(Action) 의 6 단계로 설정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해당 6 단계는 별도의 순차적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

평가 항목

기존안과 개선안의 비교 평가를 위한 항목은 사용성,
만족도로 구성한다. 모든 항목은 7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 하며, 사용성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용이성,
직관성, 단축성, 편리성, 학습성, 이해가능성 으로
구성하였으며 만족도의 경우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제안하는 B 안 (개선)의 경우, Main
페이지에서
기기
상세
페이지로
진입하면
‘자동실행모드가’ 하위 목록으로 존재한다. 이 과정을
통해 Trigger 가 되는 기기를 먼저 선택하게 됨으로
설정을 위한 단계가 단축되어 사용성이 증가하고,
‘자동실행모드’
메뉴
자체에
대한
노출도가
증가함으로 더 많은 사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설이다.

평가 항목은 최준호 외 2 인의 연구[3]와 Ur, B.외
3 인의 연구[2]와 김형석의 연구[7]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 669 -

구분

평가 항목

설문 문항

사용성

사용

자동 설정을 등록하기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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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용이성

용 방법이 쉽다

직관성

자동 설정을 등록하는 방법이
직관적이다.

단축성

자동 설정을 등록하기 위해 단
축된 경로를 제공한다.

편리성

자동 설정 등록 기능을 사용하
기가 편리하다.

학습성

자동 설정을 하는 방법을 배우
기 쉽다.

이해
가능성

자동 설정 하는 방법을 이해하
기 쉽다.

만족도

자동 설정 등록 수행을 위한 과
정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즉 A 안의 경우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의 규칙을
설정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구별된 페이지로
자세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쉽고, 학습이
용이하다고 느끼지만 B 안에 비해 단축성이 크게
떨어져서 편리하지 않아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안 평균 B안 평균
(sd)
(sd)
5.30
(1.42)

5.00
(1.70)

.429

.673

직관성

4.50
(1.18)

4.60
(1.65)

-.156

.878

단축성

3.50
(1.84)

5.60
(1.78)

-2.596 .018 (*)

편리성

5.60
(1.35)

-1.828

.084

직관성

등록된 자동 설정 내역을 보여
주는 방식이 직관적이다.

4.40
(1.58)

학습성

4.80
(1.75)

.773

.450

학습성

등록된 자동 설정 내역을 보는
방법을 배우기 쉽다.

5.30
(1.06)

이해가능성

5.00
(0.94)

5.30
(1.64)

-.502

.622

이해
가능성

등록된 자동 설정 내역을 보여
주는 방식이 이해하기 쉽다.

만족도

등록된 자동 설정 내역을 보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
다.

평가 항목

사용성

만족도

Sig.

사용용이성

표 1 Making 단계 사용성/만족도 평가 항목

구분

t

설문 문항

표 3 Making 단계 사용성 요인의 평균값 비교

A안 평균
(sd)
만족도

표 2 Viewing 단계 사용성/만족도 평가 항목

4.40
(1.71)

B안 평균
(sd)

t

5.40 (1.65) -1.331

Sig.
.200

표 4 Making 단계 만족도 평균값 비교

연구 결과

•

다음으로 6 개의 사용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제시된 것처럼
편리성의
경우(t=2.586,
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의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편리하다고 느낄수록 전체적인 설정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이다.

Making 단계

Making 단계의 사용성 요인에 대한평균값의 차이를
T-test 로 검증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대로 직관성,
단축성, 편리성, 이해가능성의 항목에서 B 안이 높은
점수를 얻었고, 사용 용이성, 학습성의 항목에서
A 안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중 단축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t=-2.596, p<0.05)
B 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표 4]에 제시된 대로 B 안이
(m=5.40, sd=1.65) A 안 (m= 4.40m sd=1.7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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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β

t

Sig.

사용용이성

.307

1.69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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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성

.045

.336

.742

단축성

.249

1.585

.137

편리성

.473

2.586

.023 (*)

학습성

-.070

-.330

.747

이해가능성

.076

.292

.775

다음으로 3 개의 사용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표 8 에서 제시된 것처럼
직관성(t=2.106,
p<0.001),
학습성(t=3.607,
p<0.001)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의 설정해 놓은 규칙을 보여주는
방식이 직관적이고 학습이 용이하다고 느낄수록
전체적인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이다.

표 5
Making 단계 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요인

β

t

Sig.

직관성

.325

2.106

.051

학습성

.503

3.607

.002

이해가능성

.190

1.823

.087

Viewing 단계

Viewing 단계의 사용성 요인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T-test 로 검증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대로
직관성(t=-8.337,
p<0.001),
편리성(t=-5.669,
p<0.001), 이해가능성(t=--5.960, p<0.001) 모든
항목에서 B 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 7]에 제시된 대로 만족도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B 안(t=-7.946, p<0.001)이 A 안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 6
Viewing 단계 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결론

즉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의 설정해 놓은 규칙을
보여주는 방식은 텍스트 형태, 세로 나열로
구성되어있는 A 안 보다 연구자가 개선한 방식인
이미지 형태, 가로 나열 방식인 B 안의 경우가 높은
차이로 직관적이며, 편리하고,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안 평균
(sd)

B안 평균
(sd)

t

Sig.

직관성

3.20
(1.033)

6.50
(0.707)

-8.337

.000
(***)

편리성

3.20
(1.619)

6.20
(0.422)

-5.669

.000
(***)

이해가능성

3.40
(0.966)

6.40
(1.265)

-5.960

.000
(***)

본 연구는 홈 IoT 환경의 조건부 자동 실행 기능의
구성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Making 단계,
Viewing 단계) 사용 용이성, 직관성, 단축성, 편리성,
학습성, 이해 가능성 여섯 가지의 사용성 요인들을
기준으로 기존안(A 안), 개선안(B 안)에 대한 비교
평가를 시행하였다.
Making 단계의 경우 B 안의 단축성이 A 안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해당 항목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된 항목이었다. 만족도의 경우
B 안이 A 안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통계적인
검증이 되지 않았다. A, B 안 중 선호되는 안을
선택하는 인터뷰 과정에서는 4 명이 A 안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6 명이 B 안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A 안의 경우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의 규칙을 설정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구별된 페이지로 자세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쉽고, 학습이 용이하다고 느껴지지만
B 안에 비해 단축성이 크게 떨어져서 편리하지 않아
만족도가 다소 낮았고, 선호도 측면에서도 다소 낮은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A 안 선호에 따른 의견으로는 자동 실행이
가능한 별도의 메뉴에서 작업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고 흐름상 어울린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B 안 선호에 따른 의견으로는 작업 수행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B 안의 방식인 기기 상세 페이지에서 작업

표 6 Viewing 단계 사용성 요인의 평균값 비교

만족도

A안 평균
(sd)

B안 평균
(sd)

t

Sig.

3.20
(1.135)

6.30
(0.483)

-7.946

.000
(***)

표 7 Viewing 단계 만족도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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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시작되는 것보다는 A 안의 방식인 별도의 메뉴
페이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유지하고 별도의 조치로 자동 실행
규칙 설정을 위한 단계를 줄여주는 추가적인 개선안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pp 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 UI 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 단계의 사용성, 만족도
증진을 위한 UI 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 특히 Viewing 단계의 B 안을
통해 제안한 안은 모든 실험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통계적인 유의미함도 검증
되었음으로 개선안에 대한 처치 요소였던 “이미지
형”, “좌우 연결 형”의 요소는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IFTTT)를 디자인 할 때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Viewing 단계의 경우 B 안의 사용성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직관성, 학습성, 이해가능성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마찬가지로
B 안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10 명 모두가
B 안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B 안 선호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미지를 통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직관적이고 화살표를 통해 순서, 흐름,
관계를 나타냄으로 이해하기 쉬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B 안의 방식인 '이미지
형', '좌우 연결 형'의 디자인 수정 처치가 모두
효과적이었음을 검증하였으며 등록된 조건부 자동
실행 내역을 보여주는 방식의 개선 방안으로 제안한다.

연구의 한계점
본 실험 연구의 한계점은 실험 참여자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함에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총
10 명으로 모두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 대 여성
9 명, 50 대 여성 1 명으로, 전체 패널 수가 부족하고
패널 구성의 다양성 또한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항목의 통계적 유의미함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20 명 이상의
실험 참여자를 확보하고, 패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대 등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성 차원의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회귀분석의 결과 Making
단계에서는 편리성 항목이 검증되었으며, Viewing
단계에서는 직관성, 학습성이 검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 기능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규칙을 등록하는 과정상의 편리성이 중요한
항목이며, 등록된 내역을 보여주는 방식의 직관성,
학습성이 중요한 항목임을 도출하였다.

참고 문헌
1. DE
RUSSIS,
Luigi;
CORNO,
Fulvio.
HomeRules:
A
Tangible
End-User
Programming Interface for Smart Homes.
In: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ACM

Conference Extended Abstracts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ACM, 2015.
p. 2109-2114.
2. UR, Blase, et al. Practical trigger-action
programming in the smart home. In: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그림 5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 UI 사용성 차원의
주요 영향 요인

ACM, 2014. p. 803-812.
3. 최준호;
이진성;
최성현.
모바일
메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품질
영향
요인.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2, 12.3: 211-220.

연구의 기여점

4. WOO, Jong-bum; LIM, Youn-kyung. User
experience in do-it-yourself-style smart
homes. In: Proceedings of the 2015 ACM

본 본 연구는 홈 IoT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
될 조건부 자동 실행 모드 설정에 대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Making, Viewing 단계) 각 부분에
대한 사용성 평가 항목을 도출 하였음으로 이론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LG U+에서 출시된 IoT＠Hom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Pervasive
and Ubiquitous Computing. ACM, 2015. p.
779-790.

- 672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5. 안민서; 최준호. 모바일뱅킹의 비밀번호 입력방식
UI 별 보안성, 사용성, 재미 인식 비교. HCI 2013,
2013, 247-252.
6. JI, Yong Gu, et al. A usability checklist for
the usability evaluation of mobile phone
user interfac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2006, 20.3:
207-231.
7. 김형석. UI 중심의 OS 사용성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5, 15(2), 519526.

- 673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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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서론

최근 인터넷을 통해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물들을 연결하고 사물들 간의 정보 공유, 제어 수행
등의 상호 작용을 목표로 하는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표준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된 플랫폼들이
수직적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사물인터넷 플랫폼 연동을 위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유 (proprietary) IoT 시스템
기반 상업용 사물인터넷 제품인 Jawbone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도록 연동 프록시 구조를 설계하고 실제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특정
회사나 표준에 제한되지 않고 다수의 IoT 제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주변에 존재하는 센서나
액추에이터 등의 수많은 사물들을 연결하고 사물들
간의 정보 공유, 제어 수행 등의 기본적인 상호 작용
뿐만 아니라 서버플랫폼과 연계하여 지능적인 응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제시되고
있다 [1, 2, 3]. 이러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크고 작은 글로벌 기업에서 자사의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4, 5]. 또한
글로벌 기업들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각종 연합체 [6,
7]를 구축하고 산업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표준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8].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표준과 플랫폼들이
수직적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표준과
기업 플랫폼이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연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글로벌
사물인터넷 플랫폼 간 연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ABSTRACT
At present, many researchers are working on
developing the IoT technologies, where things
in the world can be connected and shared
their information for better HCI for users.
However, the IoT ecosystem is anticipated to
be fragmented due to various standards and
proprietary systems used in commercial product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erworking proxy to provide users with a comprehensive user experience among various IoT systems. In particular, we show a better interaction with a commercial IoT product, Jawbone
tracker, where sensed data can be retrieved
but also further analysis and services could be
provided via smartphones.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프록시의
구조를 제안하고, 상용제품인 Jawbone 디바이스를
활용한 구현 예를 보이도록 한다.

본론
1. 연동 프록시 (Interworking Proxy) 구조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위한 연동 프록시는 그림 1 과
같이 연동하고자 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가운데
위치하고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상호 연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플랫폼들의
인터페이스 지원, 둘째, 각 플랫폼이 활용하는 정보에
대한 상호 변환이다. 위의 두 가지 기능을 만족하면
실제 그림 1 Device ‘A’ (IoT Device for A Platform) 가 Platform ‘A’ (IoT Server Platform A)

주제어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 제품 연동, 연동 프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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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플랫폼 Mobius [9] 와 글로벌 기업 플랫폼 Jawbone UP [5] 으로 선정하였다.
연동 프록시를 적용한 시스템은 그림 3 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동 프록시의 PIU 는 Mobius 가 제공하는 oneM2M 표준 기반의 HTTP
REST API 와 Jawbone Cloud 에서 제공하는 HTTP
기반의 Jawbone UP Fitness API 를 지원하도록
구현하였다.

그림 1 연동 프록시를 활용한 플랫폼 간 연동
으로 센싱 정보를 업데이트 했을 때 Interworking
Proxy 가 이를 Platform ‘B’ (IoT Server Platform
B) 으로 전달하고 Application ‘B’ (IoT Application for B Platform) 은 단지 Platform ‘B’ 으로만
접근해도 Device ‘A’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그림과 같이 Interworking Proxy 는 각각의
플랫폼이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며 상호
연동을 하고자 하는 플랫폼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RCU 에서는 변환 매커니즘을 구현을 통해 Jawbone 디바이스를 oneM2M 의 AE (Application
Entity) 리소스로, Jawbone 디바이스에서 센싱된
데이터를 oneM2M 의 container 와 contentInstance 리소스로 매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IH 에서는 최초 구동 시 Jawbone
디바이스를 저장하기 위해 Mobius 플랫폼으로
저장소 생성 요청을 보내도록 PIU 로 명령을 전송하고,
Timer Event 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PIU 로 로드
시그널을 전송하여 Jawbone Cloud 로부터 Jawbone 디바이스의 센싱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명령을
내리도록 구현하였다.

연동 프록시의 내부 구조는 그림 2 와 같이 여러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Platform Interworking Unit (PIU) 과 플랫폼 간
리소스를 변환하기 위한 Resource Conversion
Unit (RCU), PIU 와 RCU 를 핸들링하는 Interworking Handler (IH) 의 세 가지 블록으로
구성된다. 실제 PIU 가 Platform ‘A’ 으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수신했을 때 이를 IH 로 전달하면 해당
데이터를 Platform ‘B’ 형식의 리소스로 변환하기
위해 RCU 로 전달하고 변환된 리소스를 PIU 에
전달하며 Platform ‘B’ 으로 전송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 Platform ‘A’와
Platform ‘B’ 간의 리소스 공유가 진행되며 결국 연동
프록시는 얼마나 많은 수의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리소스 변환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복잡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림 3.연동 프록시 적용 시스템

2.2 검증용 스마트폰 Application 구현
연동 프록시의 동작 검증을 위해 그림 4 와 같이
안드로이드 OS 에서 동작하는 Application 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Application 은 Mobius 플랫폼
API 를 사용하여 Mobius 에 저장된 지정한 날짜에
해당하는 Jawbone 디바이스의 센싱 데이터를
로드해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였다.

그림 2.연동 프록시 상위 구조

본 연동 프록시를 활용한 상업 제품 연동 서비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되어 사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Jawbone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 생활
행동 패턴 (계절별, 월별, 주별 운동량)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상업 제품 서비스는 획득
가능한 데이터 보존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 한달) 연동 플랫폼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다른 표준 및 상업 제품과의

2. 구현 (Implementation)
2.1 연동 프록시 구현
연동 프록시 구현을 위해 Windows 7 기반의
PC 와 Java 7 JDK, Eclipse IDE 를 활용하였으며
상호 연동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대표적인 사물인터넷
국제표준 oneM2M 표준 [8] 을 활용한 오픈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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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uigi Atzori, Antonio lera, Giacomo Morabito, “Ther Internet of Things: A survey,
Computer Networks”, Vol 54, Issue 15, 10
(2010), 2787-2805.

연동 또한 사용자에게 좀더 나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3.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
4. Google Nest: home (Nest Labs).
https://nest.com
5. Jawbone UP Fitness Trackers.
https://jawbone.com
6. AllSeen Alliance (AllJoyn).
https://allseenalliance.org
7. Open Interconnect Consortium (OIC).
http://openinterconnect.org
8. oneM2M standard. http://www.onem2m.org
9. OCEAN (Mobius, &Cube).
http://iotocean.org

그림 4.Mobius 연동 Jawbone Application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기업, 산업표준, 국제표준
등으로 파편화된 사물인터넷 플랫폼들을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연동 프록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제안하였으며 이를 직접 구현하여 oneM2M 국제표준
기반의 플랫폼과 글로벌 기업 Jawbone 플랫폼 간의
연동을 보였다.
또한 본 연동 프록시는 다양한 상업 제품 연동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
제약적인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데이터 관리
및 다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좀더
나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에는 추가적인 연동 프록시 모듈에 대한 연구
진행을 통해 다양한 유저의 필요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종의 플랫폼에 대한 동시 연동 모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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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justing the degree of interface structure. We

요약문

developed an android based, one-touch button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과 센싱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를

research prototype, JKME Food Logger, where users

자동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음에도

can also log additional information by free-text.

식이기록의 자동 측정은 여전히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남아있다[2].

실제로

식이에

있어서는

The 20 participants showed a relatively high data

여전히

accumulation rate of 88.6% throughout the average

상세하게 구조화된 자가기록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56.2 days of user testing. Moreover, we collected

자세한 입력을 받는 것이 자가 기록 데이터의 유용성을

2877 entries of free-text menu input. By analyzing

높힌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할 수 있으나 이는 동시에

the interviews and data logs, we identify the current

피로도가 큰 과업으로 사용자의 지속사용(기록)에

difficulties users are facing, and suggest the degree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화의 정도를

of structuralization according to the data items.

낮추는 것이 지속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1. 서론

한다.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터치 버튼과
선택적 프리텍스트 입력을 통해 식이기록을 로깅할 수

최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웨어러블

있는 JKME Food Logger 를 개발하였다. 사용성

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헬스

평가를 거친 결과 20 명의 참가자는 평균 56.2 일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88.6%라는 높은 수집률을 보였다. 프리텍스트 메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활동 및 수면 데이터는 대부분

입력 또한 총 2877 개의 Entry 가 들어왔다. 데이터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데 반해

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식이기록의 자동 측정은 여전히 기술적 어려움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서술하고 데이터 항목 별

남아있다.

적절한 구조화 정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수많은

식이기록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의 수기 기록 방법의

ABSTRACT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Despite of the recent development and attention in

애플리케이션을

healthcare

and

sensory

data,

the

이용한

기록

방식도

여전히

자가기록(self-logging)에 머물고 있으며, 문제상황의

automatic

핵심은 인터페이스의 사용성과 데이터의 유용성이

recording of food intake still remains a challenge.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로부터

Therefore, self-logging is inevitable and still many

최대한 자세한 입력을 받는 것이 데이터의 유용성

dietary applications rely on self-logging from users.

측면에서는 우수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However, usability and data richness contradicts.

자세한 식사 일기 작성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피로도가

The user may easily feel fatigue and stop logging,

큰 과업으로 지속 사용의 방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whereas food intake data should be described in as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much detail to resemble the true intake in terms of

원터치 버튼(one touch-button) 형식과 선택적

menu and portion.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프리텍스트(free-text)입력을 통해 식이기록을 로깅할

the potential of supporting sustainable food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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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러한

입력[그림 1]이 매우 간단하였기 때문에 기록의 부담을

설계가 지속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사용성 평가를

줄 수 있었으며, 특히나 위젯을[그림 3] 통한 입력이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매우 쉬웠다고 답하였다(P11). 그러나 양과 시각만을
입력받았기 때문에 초반에 자신의 데이터가 축적이

2. 식사 일기 (FOOD JOURNALING)

되지 않았을 때는 동기 부여가 떨어진다고 대답하기도

식이 기록은 식습관을 돌아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였다(P16). 그러나 일주일 정도 데이터가 쌓여

특히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식사 기록은 매우

자신의 식습관 패턴을[그림 4] 그릴 수 있게 되면서

중요하다. 병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식사가

흥미를 느끼고 자신에 대해 더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병증의 호전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인 경우도 있으며

정보를 프리텍스트[그림 2]로 입력하기 시작했다고

이때 식이 기록은 더욱 더 강조된다. 이때 가장 흔히

대답한 참가자도 있었다(P14, P18).

사용되는 형식이 식사 일기를 남기는 것이다. 식사

프리텍스트로 받은 메뉴도 총 2877 개의 Entry 가

일기는 두가지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1)모아진 데이터를 영양학적으로 분석하여 식습관
개선에 대한 조언을 전문가에게 받을 수도 있으며 2)
혹은 일기를 작성하는 것 그 자체로 식습관에 유의하게
하는

셀프

모니터링(self-monitoring)

효과가

그것이다[1][3]. 1)번의 경우는 대부분 의료진이나
영양학자와

같은

전문가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환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먹은 것을 상세히
기술하여 실제로 섭취한 것과 최대한 흡사하도록
기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로 이러한 목적으로
받는 식이기록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여 자동화된 식이 기록 측정방법에 대한 니즈가
높다. 그러나 기록을 하는 수고스러움이 식습관을
의식(aware)하게 하는 즉 2)셀프 모니터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행동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식이 기록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2].

3. 연구방법
참가자 20 명(남 11, 여 9)을 대상으로 총 8 주의 실험
기간 동안 안드로이드 기반의 JKME Food Logger 에
대한 실제 사용 경험을 조사했다. 반구조화 인터뷰가
총 4 번 진행되었다. 사전과 사후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로 평균 1 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전화인터뷰는

그림 1(왼쪽 상단). JKME Food Logger 의 메인 화면으로

3

먹은 양을 원터치 버튼으로 입력 가능

주

간격으로

전화나

메신저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는 관리자 웹페이지에서

그림 2(오른쪽 상단): 메뉴를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였다. 각 참가자에게 개별

프리텍스트 필드

계정이 주어졌으며 공유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를

그림 3(왼쪽 하단): 위젯으로 접근가능하도록 설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림 4(오른쪽 하단): 먹은 양과 시간대를 시각화 페이지

4. 사용경험 분석

들어왔다. 텍스트로 직접 메뉴를 입력해야한다는

4.1 높은 수집률과 지속사용
사용성

평가를

거친

결과

점에서 사용자들이 기록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20

명의

우려해

참가자는

선택적으로

입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평균 88.6%라는 높은 수집률을 보였다. 이는 실험

제시하였음에도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다.

기간이

거의

고무적이라고

8
할

주에
수

점에서

매우

인터뷰 결과 버튼 입력은 자신이 먹은 양과 시각만을

사용자들은

버튼

알 수 있는데 반해 프리텍스트로 간단한 입력이라도

가까웠다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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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면 자신이 먹은 것을 적은 큐(cue)로도 복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느꼈다고 대답하였다(P17, P18).
4.2 Structured 의 가능성: 메뉴 입력의 정규화
참가자들은 자신이 먹은 것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프리텍스트 방식의 입력이 일면
편리함이

있다고

답하였다(P12,

P14).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이 먹은 메뉴가 검색이 되지

그림 5: P18 의 식이 기록 데이터 - 양 입력

않거나 중복 검색되어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기록의
의지가 저하되는 경우는 줄일 수 있었다. 흥미로웠던

그러나 인터뷰 결과 및 입력 데이터 분석 결과

점은 실제로 입력된 식이기록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

식사량은 구조화된 형식으로 입력하는 것이 가장

사용자에 있어 반복적인 메뉴가 입력되는 것을 발견할

어려운 부분으로 밝혀졌다. 고로 프리텍스트와 같이

수 있다. P14 의 경우 아침에 동일한 메뉴가

구조화되지 않은 방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반복적으로 31 번 등장하였다. 점심이나 저녁의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먹은 것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각보다 메뉴가 다양하지

제시하고 있는 양의 모듈들로 환산해야하는 인지적인

않고 몇가지 메뉴의 로테이션이 돌아간다고 대답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처리에

참가자들이

있어 이러한 양의 프리텍스트 입력의 분석 방법에

많았다

(P17,

P19,

P20).

따라서

참가자들은 메뉴 입력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모든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다시 쳐야하는 JKME Food Logger 의 형태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Noom 이나 My

5. 결론

FitnessPal 과 같이 시중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식이

본 연구는 구조화의 정도를 낮추는 것이 지속 사용에

기록 애플리케이션들이 최근 입력된 메뉴를 제시하여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JKME Food Logger 를

반복적인 검색 행위를 줄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개발하여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약 8 주 간의 실험

있다. 그러나 사용자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르면

기간 동안 88.6%에 육박하는 높은 수집률을 보였다는

단순히 최근 입력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 입력을 간단화 하는 것이 지속 사용에 긍정적일

사용자의 시간대에 따른 반복적인 섭취 메뉴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아가서 메뉴는 상대적으로

패턴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구조화된 입력이 더 선호된다는 것이 드러난데 반해

4.3 Unstructured 의 가능성: 양의 입력

양의 입력은 구조화된 입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으며 구조화되지

메뉴는 반복적인 입력특성을 보였던 것에 반해서, 양의

않은 입력 방식의 긍정적 가능성이 드러난 영역이다.

표현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인터뷰

양 입력의 프리텍스트 분석에 대한 향후 연구를 통해

결과 참가자들은 자신이 먹은 양을 가늠하는 것이

식이 기록 데이터의 유용성과 사용성의 균형을 찾을 수

일차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 (P03, P06,
P14). 가공식품의 경우는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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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서론

이 연구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문서저작도구인 구글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N-Screen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환경의 확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크게

UX 개선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온라인 설문과

성장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스마트 워크(Smart

인터뷰를 한 데이터를 통해 컨셉을 도출하였고,

Work),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라는 신조어를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데이트 현황에 대한

만들며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

빠른 인지와 스트리밍으로 효율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PC 에서 이루어졌던 작업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에 따른 프로토타입

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자인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한 후 향후 발전 방향을

작업이 증대하고 효율적인 협업의 중요성이 커졌는데

모색하였다.

그 구심점에는 온라인 문서작성 플랫폼이 주도하고

ABSTRACT

있다. 하지만 기존 오피스 시장과 비교해 클라우드
오피스는 아직 기존 오피스의 ‘보완재’ 역할을 할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UX
implementation

for

cloud

뿐이다[1]. 클라우드 오피스가 차별화되는 역할로써

computing

성장하기 위해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고,

documentation authoring tool of Google Drive. For

때문에 보다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this study, we carried out quantitative data analysis

본 논문에서는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작성 플랫폼을

and prototype simulation in combination to figure

중심으로 서비스의 이용행태와 기능을 이해하고 기존

out UI requirement and to better understand users'
motivations/perceptions.

We

suggest

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nstant

preview and hovering effects of files to improve

2. 본론

work performance. As a result, we got positive

2.1. 구글 드라이브

reviews and expected future value.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문서

주제어

생산 Suite’이라는 콘텐츠가 접목된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문서저작도구, N-Screen,

2007 년 구글 독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2 년 4 월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능과 문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스프레드 시트, 프리젠테이션, 양식을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오피스를 통합하며 구글 드라이브라고

*주저자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인터랙션디자인 전공.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E-mail: junkies2b@gmail.com
**공동저자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인터랙션디자인 전공.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교신저자 :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인터랙션디자인 전공.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E-mail: peterpan@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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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변경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   저장 및 백업 기능: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뚜렷한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과 동시에

포지셔닝이 부족하다.

공유와 협업이 가능하다[2].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   문서 기능: 문서저작도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통해 더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쟁 회사의

•   공유 기능: 접근성이 떨어지는 UI 배치로 기능의

제품보다 월등한 동시 문서작성 기능과 구글이 가진

사용성이 떨어진다.

방대한 서비스와의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연동기능: 문서작성, 문서 뷰 등 모바일에서
활용하기에 활용도가 떨어진다.

2.2. 사용자조사

2.3. UI 컨셉과 주요 개선안

설문은 총 241 부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유무를
묻는 질문에 195 명(80.9%)이 이용한다고 답하여,

상기의 사용자 조사로부터 도출된 UI 문제점들을

이후 질문에 대한 응답자 수를 확보하였다. 가장 높은

기반으로 구글 드라이브 개선안에 적용할 Key

이용율을 보인 N 드라이브와 연구대상인 구글

concept 5 가지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드라이브의

사용

목적을

교차분석한

결과,

1)   접근성을 고려한 명확한 네비게이션 구조 개선.

N 드라이브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는 ‘여러 기기에서

2)   일관된 GUI 를 통한 인지성 개선.

사용하기 편리해서’라고 주로 응답한 반면, 구글
드라이브는

‘문서작업이

용이해서’,

3)   3rd party 추천 등을 통한 한계 개선.

‘공유&협업

작업이 편리해서’ 라는 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파일 미리보기에 대한 빠르고 즉각적인 가시성을

이를 통해 각 서비스별 이용 목적이 상이하며, 구글

향상시켜 인지성 및 이해도를 향상.

드라이브의 차별점이 문서작업 및 공유&협업 중심의

5)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맞춤형 서비스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글
드라이브의 유용한 기능을 묻는 질문에는 ‘문서

이와 같은 5 가지 UI Key concept 으로부터 소개할

작업’이라고 31 명(28.4%)이 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주요 UI 구현 사항은 4 번에 해당하는 개선안으로 구글

‘파일 저장 및 관리’, ‘파일 및 문서 공유’가 각

드라이브의

23 명(21.1%)으로 근소한 차이로 응답되었다. 이와

차별점을 강화시켜 뚜렷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같은 결과를 통해 구글 드라이브가 주로 문서작업에

하였다.

이용되긴 하나, 그 외의 스토리지 서비스도 골고루
이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없으나

클라우드로서의

뚜렷한

플랫폼

기능을

보완하여

- 현재 협업 파일에 접속중인 사용자의 정보와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켜 사용자의

의견으로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 불편한
점이

문서작성

인지성 및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1]

이미지가

부족하다” 라는 의견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구글
드라이브의 전반적인 인식이 ‘기능은 다양하나 경쟁사
서비스에 비해 클라우드 본연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또한 4 명의 인터뷰이를 통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몇 가지 공통된 이슈를 도출하였다. 해당 이슈로는
‘공유 시 권한설정에 대한 이해와 인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언급하였으며, 모두
‘구글 드라이브로 작성한 문서는 공식적인 문서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모바일 사용 시
문서저작 기능에 크게 제한을 느낀다’는 의견 또한

그림 1. 마우스 호버링 시 도움말 창 이미지

공통으로 언급되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이용행태와 인식을 파악할

- 파일 선택 시 사용자가 즉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 있었으며, 주 기능 4 가지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작은 사이즈의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페이지 전환,

기능별 UI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확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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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제공하며,

업데이트

정보도

함께

제공하였다. [그림 2]

그림 2. 파일 선택 시 미리보기 기능 이미지

3. 결론
본 연구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사용자 조사를 통해
도출된 UI 컨셉을 반영하여 프로토타입에 적용하였고,
사용성 평가를 통해 프로토 타입에 대한 평가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개선안으로 제안한 호버링 기능과
미리보기 기능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즉각적인 정보 인지와 구글의 협업 기능에 대한 업무
효율을 더욱 강화시켜 구글 드라이브만의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시키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단순 정량 Data 는 구글
드라이브의 UX 개선점 파악을 위한 타당성에 기반한
신뢰성 높은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에 기반한 Contextual inquiry
등을 활용한 사용자 조사를 통하여 향후 인사이트를
발굴할 예정이며, 모바일 내의 클라우드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향후

구글

드라이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문서저작도구로써 모바일 특성에
맞는 XU 개선을 통해 그 활용도를 더 넓힐 수 있도록
연구를 할 계획이다.

참고 문헌
1.   [스마트클라우드쇼
잡아라”…

2014]

클라우드

오피스

“7억명
전쟁

시장을
시작됐다.

http://bit.ly/1EES0cP.
2.   김현성.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를 활용한
국어과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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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oT based service for Smart Factory
진남, 안일엽, 최성찬, 윤재석, 김재호, 묘정
Nan Chen, Il-Yeup Ahn, Sung-Chan Choi, Jaeseok Yun, Jaeho Kim, Ting Miao
전자부품연구원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xuehu0000, iyahn, csc, jaeseok, jhkim, novamartin) @keti.re.kr

사물인터넷은 지능화된 사물들이 연결된 네트워크
를 통해 사람과 사물 (물리 또는 가상), 사물과 사물간에
상호 소통하는 기술이다 [1]. 또한 인더스트리 4.0 이라
는 명칭은 2011 독일공학협회 (VDI)에서 처음 언급되
었고, 2012 년 독일 공지능 연구소 (DFKI) 등에서 사이
버 물리시스템 기반의 새로운 미래 제조업 패러다임으
로 제시되고 있다 [2].

요약문
사물인터넷 기술 (Internet of Things: IoT) 이 발
달과 함께 세계 각국의 기업과 연구소에서 많은 연구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산업표준으로는
AllSeen Alliance, Open Interconnect Consortium
(OIC) 등 기업 연합체가 주도하는 산업 표준과 글로벌
표준화 기구 연합체인 oneM2M 표준 등이 있다. 본 논
문은 사물인터넷 국제표준 oneM2M 을 이용하여, 다양
한 센서 디바이스를 결합한 공장 생산 라인의 동작 상태
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공장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공장에 IoT 기
술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공장 설비 및 디바이스
들에 IoT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야 하며 이
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기 위한 IoT 서버플랫폼 또한 필
수적인 요소이다.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 국제표준 oneM2M 을 적
용하여 [3, 4], 실제 공장 설비 라인을 모델링 하고, 모니
터링을 위한 구조를 설계하였다.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
생산/물류 과정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공장 내 관리자의 실시간 공장 관리를 더 빠
르게,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With advances of the Internet of Things,
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 and
tech giants are working on developing IoT
standards and enabling technologies. In particular, company alliances such as AllSeen Alliance
and OIC are developing de factor IoT standards,
while the oneM2M global initiative,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projects of SDOs to develop
globally applicable IoT standards. In this paper,
we propose a smart factory service based on
oneM2M-based IoT systems where various sensors are connected and their sensing data can
be monitored in an efficient way.

본문
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공장 서비스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주제어
Internet of Things, Smart factory, oneM2M
standard
그림 1 스마트 공장 서비스 시스템 구조

서론

스마트 공장 서비스 시스템은 oneM2M 기반의 사
물인터넷 서버 (IoT Server) 를 중심으로 oneM2M
API 를 활용하여 서버와 통신하는 Monitoring Client
와 Gateway, 다양한 센서 모듈로 구성된 디바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IoT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IoT 기술과 공업 생산
기술이 융합되는 추세이며 현재 유럽에서는 인더스트리
4.0 개념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자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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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Client 는 공장 관리자가 활용하는 애
플리케이션으로 공장 설비 및 디바이스의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다. IoT
Server 는 공장 설비 및 디바이스의 현재 상태정보를 저
장하고 원격에서 조회나 제어, 알림이 가능하도록 API
를 제공한다. Gateway 는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상태
정보를 IoT Server 로 전송하고 IoT Server 로부터 수
신한 제어 명령을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다.
공장 설비 및 디바이스는 Sensor 와 Controller 를 탑
재하여 공장 내부의 환경 또는 디바이스의 상태정보를
수집하고, 수신한 제어 명령에 따라서 동작한다.

oneM2M 표준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를 구
축하기 위한 IoT Server 의 리소스 구조는 그림 2 와 같
다.
CSEBase 는 리소스 트리 상에서 루트 리소스이며
AE 는 디바이스를 리소스로 표현하고 있다. AE 하부의
Container 리소스는 각종 센서에 해당하는 리소스이며
수신된 센싱 데이터를 저장하는 content-Instance 리
소스를 하부에 가지고 있으며 Subscription 리소스를
통해 Monitoring Client 가 해당 센서의 정보를 구독
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MgmtCmd 는 제어를
위한 리소스이며 실제 디바이스가 제어 메시지를 수신
하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공장에서 화물 운송 로봇이 동
작하고 있을 때 로봇의 위치가 항상 변경되기 때문에 예
외 상황 발생 시 위치를 추적하기 어렵다. 그런데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로봇에 자기 위치
와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해서 Gateway
를 통해 IoT Server 로 전송하고 관리자가 Monitoring
Client 를 이용하여 해당 로봇을 원격에서 중지시키고
현장의 인력에게 로봇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

3. 구현
표 1. 개발환경
항목

운영체제

데이타베이스

2. 리소스 구조

개발언어

개발도구

내용

비고

Windows 7 (Mobius)

Server

Linux (&Cube)

Gateway

Contiki (Device)

Sensor, Controller

MySQL

Server

Javascript

Server

Java

Gateway

C

Sensor, Controller

C#

Monitoring Client

VS2013, Eclipse

이를 구현하기 위해 IoT Server 는 Mobius [5] 라
는 oneM2M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오픈 소스를 활용
하였다. 그리고 하부의 디바이스는 &Cube [5] 라는 디
바이스용 SW 플랫폼을 탑재하였다. 또한 &Cube SW
플랫폼을 활용해 센서와 컨트롤러를 연결하기 위해
TAS (Thing Adaptation Software) [5] 를 개발하였

그림 2 oneM2M 리소스 구조

그림 3 디바이스 모니터링 및 제어 시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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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환경은 표 1 과 같다.
그림 3 은 공장에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과정 시퀀스이다. 개발한 TAS 는 센서와 컨트롤
러를 &Cube 로 등록하고 센싱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
집하여 전송한다. &Cube 는 수신한 센싱 데이터를
Mobius 로 전송하고 이후 Monitoring Client 가 Mobius 로 해당 디바이스의 container 리소스 하부의
subscription 리소스를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센싱 데
이터를 수신하여 화면에 출력한다. 그리고 해당 디바이
스를 제어하기 위한 MgmtCmd 리소스를 통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동작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스마
트 공장의 물류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 4 는 로봇 센서 시뮬레이션의 동작환명 이다. 주기
적으로 상태정보를 생성하여 서버에 올린다. Rest API
테스트 도구를 통해 올린 데이타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림 6 모니터링 클라이언트
그림 6 는 모니터링 클라이언트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관리자는 공장내의 물류 로봇의 배터리 상태,
동작 상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공장이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 공장의 확산과 통
합 연동을 위해서는 기반 플랫폼의 표준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향후 관련 기술 확장이 가능하며,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IoT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국제 표준인
oneM2M 또한 스마트 공장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
망이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아키텍처 구현을
통해 스마트 공장을 위한 IoT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4 로봇 센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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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주제어

뇌파는 비가시적인 정보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브레인 센서 인터페이스 (Brain Sensor Interface)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하며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 피지컬 컴퓨팅의 요소를 통해 공간에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BSI 는 기존의 미디어아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션
인식 센서 인터페이스와는 다르게 움직임 없이 신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BSI 는 비물질성을
가지는 정보를 가시적인 표현을 통해 물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뇌파의
특징에서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미디어아트
작품 <겁에 질린 표정>을 바탕으로 뇌파데이터와
표현에 관한 작품 제작의 과정 기술한다. 작품에서
관람객은 뇌파를 통해 인터랙션되는 오브제를 통해
기술환경에서 신체의 문제와 관련해 유토피아적인
미래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동시에 체험하게 된다.

브레인 센서 인터페이스, 뇌파데이터, 바이오아트

1.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표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뇌파라고 하며
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닌 비가시적인
정보로서 인간의 현재 정신과 몸의 상태를 반영하게
된다. 브레인 센서 인터페이스 (Brain Sensor
Interface 또는 BSI)는 컴퓨터와 뇌파의 정보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로서 실시간 피드백을 가능하게
한다. BSI의 사용을 통해 기존의 미디어아트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모션센서와 제스처인식 방식에서
벗어나 움직임 없이 비가시적인 신체 데이터를 통한
가시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뇌파데이터를 이용한 바이오아트 작품 제작을 목표로
하며 타 데이터와 차별화 된 뇌파데이터만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에 제작된 작업들을 바탕으로
추후 작품 제작에 적용 및 발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ABSTRACT
Brain wave is invisible by nature, but can be
used to create visual and tangible expression
with using physical computing elements such
as microcontrollers after being retrieved by the
BSI(Brain Sensor Interface) in real time. This is
different from the typical way of media art
which often uses motion-recognition sensors.
With using BSI, invisible bodily data can be
used in re-structuring space or various visible
expression. This research conveys the inquiry
into BSI and the production of media art work
<Petrified Expression> with using BSI. Users of
the work are expected to experience the
utopian and dystopian future of the body in
relation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뇌파데이터를 통한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에
주목한다. 기본적인 뇌파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사용되는 BSI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예술 작
품에서의 인터페이스의 사용 사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목표인 뇌파데이터를 사용한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을 진행한다. 주체적인 신체의
데이터가 공간에 반영되는 과정을 EEG헤드셋과
릴레이 모듈을 이용하여 구현되는 과정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뇌파와 브레인 센서 인터페이스(BSI)
뇌파는 일종의 전기 흐름으로서 신경계와 뇌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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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신호가 전달 될 때 생긴다. 뇌전도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주로 측두엽과 전두엽에서 측정된다.
단채널 또는 다채널을 통해 원시데이터(raw data) 의
형식으로 수집되어진 정보들은 주파수의 Hz에 따라
기준파인
Alpha파(안정파)를
중심으로
Delta파(수면상태) 부터 Gamma파(각성과 흥분)의
대표적인 5개의 파로 나뉜다. 주로 의료목적으로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 지던 브레인 센서
인터페이스는 최근 들어 간편한 헤드셋 형태로
보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로스카이(Neurosky)사의
마인드웨이브(Mindwave)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3. 뇌파 데이터를 이용한 미디어아트 작품 <겁에
질린 표정> 제작 연구
3.1 기획의도
본 작품은 센서, 로봇, 과학, 진보, 자동화에 대한
관심과 진화에 따른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말하고자 했으며 기술에 발전에 따른 자유로움과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름 하에 신체는 감금되고
이성은 마비되어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경계의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 뇌파는 신체의 가시적
움직임을 배제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비가시적인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가시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본 작품을 통해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유토피아적 이상과 디스토피아의
역설을 공간 속의 물질성을 가진 레디메이드 오브제의
조형적
배치와
비물질성을
가진
관람자의
뇌파데이터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2.2 관련 작품
BSI를 사용하여 제작된 2개의 작품 분석을 통해 작품
동향과 더불어 인터페이스와 데이터의 접근 방법을
분석하도록 한다. 첫 번째로 Lisa Park의
<Eunoia>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생각이라는 뜻이며
작가 자신이 뇌파측정 헤드셋을 착용 하여 감정
상태나 몸의 변화를 시각화 하는 작업이다.
뇌파데이터가 음파로 변형 되어 퍼포먼스의 형태로
공연 된다. EEG센서를 통해 감지된 뇌주파수에
따라서 소리의 음량 ,음의 높낮이, 속도가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물방울이 진동하게 된다.

3.2. 구성 시스템 및 특징
주요한 구성 요소는 크게 뇌파센서와 공간 속
오브제로 나뉠 수 있다. 뇌파센서는 관람자의 뇌파를
받아들여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6단계의
명상(Meditation)값에 따라 각각의 대응하는 공간 속
오브제와 연결된다. 단계에 따른 사물들의 동작과
멈춤의 제어는 아두이노와 릴레이로 만든 모듈이
담당한다. <겁에 질린 표정>이 상징하는 기이한
공간의 표현을 위해 서로 연관성 없는 레디메이이드
오브제를 사용해 익숙하지만 낯선 존재로서 공간에
배치 한다. 단계별 오브제는 다음과 같다. 선풍기와
열풍기가 1 단계로 켜지고, 좀 더 마음이 평안 했을 때
천장에 설치된 강풍기와 선풍기가 2단계로 공간에서
움직임의 시작을 알린다. 또한 3단계의 뇌파값 상승에
따라 분수의 고저낙하 물 마찰 소리가 선풍기의
작동과 함께 변화하며, 4단계에서는 싸이키 조명이
켜지면서 선풍기가 돌아간다. 5단계에서는 마지막
4대의 열풍기가 돌아가며 붉은 색으로 공간을 채우고
마지막 6단계에서는 ‘밝은 기계, 어두운 신체’라는
문구의 네온이 켜지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한다.
뒤의 단계로 갈수록 관람자가 공간에서 느끼는 물리적
변화는 다양해진다. 이러한 변화의 체험은 능동적인
관람자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높은 마음의 평안은
역설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복잡한 공간의
변화를 가져온다. 고정된 신체의 위치에서 체험의
몰입을 통해 관람자는 본인의 신체의 데이터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뇌파

그림 1. Lisa Park, Eunoia, Performance, 2013
다음은 작가그룹 LoVid의 <Telephone Rewired>로
이는 뉴로피드백(Neuro feedback) 기술을 통한 과학
실험과 설치 미술을 접목한 작업이다. 뇌파측정
장치인 EEG를 사용하여 뇌파의 실시간 파형 데이터와
동일한 사운드와 빠르게 변화하는 조명을 통해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했으며 결국에 공간과 자신이
동일화되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작업은 기술을 통해
지각과 인지작용을 반복하고 전환하는 ‘인지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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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의 착용은 기술적 미디엄에 의한 ’신체의
확장’을 가져와 정신과 신체로서의 정보를 넘어서
공간에서 변화하는 오브제의 풍경으로 확장된다.
풍경 속에 포함된 관람자는 기술 환경에서 신체가
가지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체험하게 된다.

4. 결론
필자는
BSI
기술과
작품사례를
분석하고,
마인드웨이브를 이용하여 미디어아트 작품을 제작해
보았다. BSI 는 기존에 미디어아트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제스처를 기반으로하는 센서들과는
다르게 움직임 없이 신체의 비가시적 정보를 취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인지를 담당하는
기관인 뇌의 정보로서 인간의 마음과 더불어 신체의
움직임 또한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들은 감정과 인지의 역할을 하는
뇌의 역할 안에서의 표현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관람자의 상태를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 <겁에 질린 표정>의 제작에서는 마음과
인지의 범위를 벗어나 오늘날의 기술환경 속에서
신체가 가지는 유토피아적이고 디스토피아 적인
미래를 공간 속에서 체험하게 했다. 이러한 의미를
극대화 하기 위해 개방된 공간에서의 체험이 아닌
복도형의 공간에서의 설치를 통해 단계적이고 압축된
체험을 제공했다. 관람객은 고정된 시점에서 자신의
편안함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공간의
단계적 체험을 하게된다. 이는 고정된 신체에서
제공되는 비가시적인 정보를 통해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공간에서의 반영이 가지는 확장된 신체의
표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뇌파는 비가시적인
정보를 통해 가시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
데이터들과는
차별점을
가지며
신체의
데이터들과도 움직임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표현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 할 수
있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또한 관람자의
신체상태와 동일하게 대응되는 표현을 통해 몰입감을
높여 작품의 체험과 메세지 전달에 유리한 지점에
있음을 통해 미디어아트에서 신체의 데이터의 사용이
기존의 많은 인터렉션 미디어아트 작품에서
문제의식으로서 파악되는 작동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관람자를 넘어 체험의 주체로서의 작품속에 존재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역할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2. 김은솔안성석양종석, 겁에 질린 표정, 2015

그림 3. 겁에 질린 표정, 시스템 구성 2015

사사의 글
이 연구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X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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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usability test between previous vs. our
alternative print UI showed that our alternative
UI is better than the previous one indicating
that the new UI can greatly reduce
inconveniences in using print UI of PPT.

요약문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는 가장 대중적인 프레젠테
이션 소프트웨어이다. 이는 프레젠테이션을 돕는 것이
목적이지만 많은 경우 정보획득 혹은 필기의 목적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출력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독립된 프로그램 내 인쇄 설정과 프린터의
설정의 차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출력물을 인쇄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여백조절이 불가하여 원하는 크기
의 모아 찍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는 사용자들의 출력기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
해 파악한 후 개선안을 도출하여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였다. 사전조사 결과 약 60%의 사용자들이 의도와 다른
출력 결과물을 인쇄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90%이상의 사용자들이 인쇄UI에 프린터 속성값이 반영
되고 여백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개선안을 도출하여 원안과 비교평가 한 결과
사용자들이 개선안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이
는 새로운 UI가 많은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을 줄
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Print UI, MS-PowerPoint, Presentation, Software
UI

서론
프레젠테이션의 대중화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Beamer,
Keynote, Prezi 등)가 등장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것이 PowerPoint(파워포인트)이다.
파워포인트의 목적은 프레젠테이션을 돕는 것이지만,
이를 출력하여 정보획득 혹은 노트필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출력하여 활용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많은 사용자들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출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
페이지에 여러 슬라이드를 인쇄하는 모아 찍기와
여백을 조절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빈번한
오류를 경험한다. 이 때문에 일부 사용자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파워포인트 인쇄를 하고 있다.
이는 파워포인트 내의 인쇄 기능과 프린터 드라이버의
프린터속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파워포인트 설정
내에서 여백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BSTRACT
MS-PPT is the most popular presentation
software. Although it is designed to help
presentation, many people use it to print PPT
files for information acquisition or note-taking.
However,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print
settings between PPT and printer itself, many
people experience difficulties in printing in the
way they intended or adjusting margins. This
research examined users’ skills and knowledge
about print function of PPT and proposed an
alternative UI for PPT print layout. Our pilot
survey revealed that 60% of the users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printing PPT files. In
particular, over 90% of the users reported that
the print UI of PPT needs to show property
values and margin adjustment setting. The

파워포인트의 미리 보기 창의 경우 파워포인트에서
설정한 내용들만 보여 주며, 프린터 속성에서 설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용 프린터나 다른
사용자가 프린터 속성을 기본값 외에 조작해 놓은 경우
미리 보기 창과 결과물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페이지에 여백 없이 슬라이드를 인쇄하는 경우,
파워포인트 내에서는 설정이 불가능 하여 프린터
속성값을 변경해야하지만 이 또한 완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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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간단한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워포인트의 인쇄UI에 대한
실용적인 제안이 없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워포인트 출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나
오류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문
파워포인트의 인쇄기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 및 평가하기 위해 (1)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
점 파악, (2) 개선안 도출 (3) 원안과 개선안 비교 평가
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1 은 사전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보여준다. 사전조사에서는 52명의 사용자
(남성 40명, 여성 12명)이 응답하였다.

그림 1. 프로그램 내 설정을 통한 출력 결과물

표 1. 사전설문조사의 내용 중 일부
문항번호

내용 (일부)

1.

사용빈도와 사용버전

2.

인쇄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3.

주로 사용하는 인쇄 기능

4.

인쇄할 때 겪은 오류 경험여부 및 종류

5.

인쇄 결과물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림 2. 프린터 설정을 통한 출력 결과물

사전조사 결과 25명(48.1%)이 파워포인트 인쇄설정과
프린터 속성의 독립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파워포인
트에서는 페이지의 여백을 조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31명(59.6%)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31명 (59.6%)
의 사용자들의 인쇄 의도와 다른 결과물을 인쇄한 경험
이 있었으며 모아 찍기 23명(44.2%), 여백조정 6명
(11.5%), 양면인쇄 6명(11.5%) 순으로 오류를 경험하였
다고(중복응답) 보고하였다. 인쇄오류에 대한 개방형 설
문에서는 모아 찍기에서 설정한 슬라이드 개수의 제곱
된 개수의 슬라이드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했
다. 인쇄UI에 프린터 속성값이 반영되고 여백조절이 가
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7명
(90.4%)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림 3. 두 설정이 중복된 결과물
그림 4는 개선한 UI이며 (1) 사용자들이 출력 결과물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창을 프린터 속성과
프로그램 내 설정이 따로 적용된 것들을 각각 볼 수 있
는 기능과 모두 합쳐서 볼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라디
오 버튼을 통해 선택가능 하도록 하였다. (2) 사전조사
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버튼 혹은
메뉴가 시각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첫 화면으로 옮기
고 (3) 동일한 하위기능에 속하지만 설정이 파워포인트
인쇄 UI와 프린터의 설정UI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통
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1과 2는 파워포인트 인쇄 설정과 프린터 속성 설
정을 통한 출력의 결과물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3은
두 설정 값이 중복되는 경우 나타나는 출력 결과물을 보
여준다. 이는 프린터 설정은 미리 보기 화면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설문 조사에서 28명(53.8%)
이 미리 보기 창과 출력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 보여진다. 50명(96.2%)이 2010버전 이상을 사
용하고 있었으며 이후 인쇄UI에서는 큰 변화가 없기 때
문에 2010버전을 대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개선
안은 오류빈도가 높은 모아찍기와 여백조정을 중심으로
UI를 구성하였다.

기존 파워포인트 인쇄 UI와 개선안의 비교평가를 위해
27명의 사용자들에게 개선안에 대해 설명한 후 4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 690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그림 4. 개선된 UI 제시
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때문에 인쇄보조프로그램
을 따로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사용방법을 학습해야 하
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때문에 파워포인트 출
력과정에서의 실패나 오류가 어떤 것들인지를 조사하
여 (1)사용자들이 출력 결과물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
도록 미리 보기 창을 프린터 속성과 프로그램 내 설정
을 각각 보거나 합쳐서 보는 것은 선택가능 하였다.
(2) 사전조사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지만 버튼
혹은 메뉴가 시각적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첫 화면으
로 옮기고 (3) 동일한 하위기능에 속하지만 설정이 파
워포인트 인쇄 UI와 프린터의 설정UI에 분리되어 있
는 경우를 통합하였다.

그림 5. 기존 UI 와 개선 UI 비교
그림 5는 비교평가결과를 보여준다. 기존 UI에 대한
직관성, UI 조작의 편리성, 미리 보기에 대한 직관성
에 대해 사용자들은 보통(3점)이라고 평가했으며 개선
안에 대해 더 나은 평가를 했다. 원안의 여백조정의 편
리성에 대해 사용자들은 다른 평가항목보다 낮게 2.5
점으로 평가하였는데 개선안은 4점으로 평가했다. 통
계적 검증을 위한 대응표본 t 검증결과 UI직관성
(t(26)=4.7, p<0.01), UI편리성 (t(26)=6.7, p<0.01),
미리 보기 직관성 (t(26)=4.0, p<0.01), 여백조정 편
리성 (t(26)=5.6, p<0.01)으로 모두 개선안이 원안보
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제안된 UI는 원안과 비교하여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평가를 받았으며, 사전조사에서 발견한 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개선된 UI
가 채택되어 사용된다면, 잘 못 인쇄되어 낭비되는 종
이를 절약하고 ‘파인프린트’와 같은 인쇄보조 프로그
램을 사용하거나 PDF형식으로 변환하여 출력하거나
프린터 드라이버 속성을 따로 확인하여 보는 인쇄 시
과제의 복잡성을 낮추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 시
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 문헌
1. Mayhew, D. J. (1991). Principles and
guidelines in software user interface design.
Prentice-Hall, Inc.

결론
파워포인트는 가장 대중적인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
어이고, 본래 목적은 프레젠테이션을 돕는 것이지만
출력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필기를 하는 등 인쇄하
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출력과정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출력하지 못하고 오류를 경험하

2. 이하용, 양해술. UI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
가방법. 디지털정책연구 11, 5 (2013),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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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형 증강현실 기반 원격 협업 소조 시스템
HMD-Based Augmented Reality System for Collaborative Sculpting
김형일
Hyung-il Kim

우운택
Woontack Woo

한국과학기술원 UVR 연구실
KAIST UVR Lab.
hyungil@kaist.ac.kr

한국과학기술원 UVR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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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정확도와 속도 측면에서 한계점이 많았지만, 최근
저가격의 상용 RGB-D 카메라를 사용해 사용자의 맨손
자세를 높은 정확도로 실시간 추적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4, 5].

요약문
본 논문은 HMD(Head Mounted Display) 기반
안경형 증강현실 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맨손을
이용하여 공동의 소조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원격
협업 소조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HMD 와 HMD 에 부착된 근거리 깊이 센서를 이용한
사용자 시점 손 자세 추적 모듈, 3 차원 소조 모델 관리
모듈, 그리고 네트워크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ABSTRACT
We propose HMD (Head Mounted Display) based
augmented reality system for collaborative
sculpting, which enables two or more remote
users to create their own virtual sculpture
together using their bare hands. Proposed
system consists of hand tracking module, 3D
sculpt model management module, and network
module.

그림 1. 안경형 증강현실 기반 원격 협업 소조

서론

또한 손 추적 기술의 발전과 함께, HMD 착용
사용자들간의 자연스러운 원격 협업을 위해, HMD 에
장착된 사용자 시점의 RGB-D 카메라로 사용자의 손
동작을 추적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 사용자를 서로
소환하여 공통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1, 3]

오큘러스 리프트 (Oculus Rift) [7], 구글 카드보드
(Google Cardboard) 등의 저가격대 HMD 의
보급으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및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HMD 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입력 장치, 그리고 HMD 를 통한 다수 사용자간의
자연스러운 원격 협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최근에는 [2] 와 같이 HMD 기반 안경형 증강현실
환경에서 RGB-D 카메라로 사용자의 손동작을
추적하여 현실 공간에서 간단한 3 차원 소조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제품 및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미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데, 3 차원 소조 모델 제작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와, 학생은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HMD 기반 증강현실에서 3 차원의 가상 객체와
상호작용 하기 위한 가장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사용자의 맨손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의 손은
높은 자유도 (DoF, Degree of Freedom)을 가지고
있으며 표현의 범위가 넓어 기존 손 자세 추적 기술은

[1, 3] 과 같은 HMD 기반 원격 협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2] 와 같은 소조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그림 1 과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의 공간에 원격 사용자를
소환하여 공동의 소조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제어
증강현실, 원격 협업, 손 기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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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구성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경형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손을 이용한 3 차원 가상 소조 시스템을 제안하고, 원격
협업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델을 제작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제안하는 시스템 모델의 실험적 검증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고,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활한 원격 협업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확장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시스템 구성

사사의 글

제안하는 시스템은 HMD 를 착용한 사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2 와 같이 i) 사용자의 손 자세 추적 모듈,
ii) 3 차원 소조 모델 관리 모듈, 그리고 iii) 원격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모듈간의 관계가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션> 글로벌프론티어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NRF-2015M3A6A3073746)

참고 문헌
1. Seung-Tak Noh, Hui-Shyong Yeo and
Woontack Woo, “An HMD-based Mixed
Reality System for Avatar-Mediated Remote
Collaboration with Bare-hand Interaction”,
In Proc. of ICAT-EGVE 2015

사용자 손 자세 추적 모듈은 HMD 에 장착된 근거리
깊이 (Depth) 카메라로부터 깊이 영상을 처리하여
사용자 손의 실시간 움직임 정보를 추적한다.
3 차원 소조 모델 관리 모듈은 사용자의 손 자세 정보에
맞추어 사용자의 손 위에 3 차원 소조 도구를
증강시킨다. 그리고 손 동작 (Gesture) 감지 결과를
토대로 소조에 필요한 도구 (깎기, 더하기, 색칠) 를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양 손 동작을 토대로 모델의
확대/축소/회전을 지원한다.

2. Sung-A Jang, Hyung-il Kim, Woontack Woo,
Graham Wakefield, “AiRSculpt: A Wearable
Augmented Reality 3D Sculpting System,”
HCII 2014, Vol.8530, pp.130-141, Jun. 2014
3. Jeongmin Yu, Seungtak Noh, Youngkyoon
Jang, Gabyong Park, Woontack Woo, “A
Hand-based Collaboration Framework in
Egocentric Coexistence Reality”, URAI 2015

원격 협업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모듈이 핵심적인데,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지연 (Latency) 이 매우 짧은
환경을 가정한다. 네트워크 모듈은 공유 공간 내의
3 차원 소조 모델 정보를 원격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원격 사용자가 서로의 동작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몸 동작 추적 센서 (Body
Tracker)로 추적한 몸 정보와 손 움직임 정보를
융합하여, 서로의 모습을 아바타의 형태로 볼 수 있게
한다.

4. Sharp, T., et al., “Accurate, Robust, and
Flexible Real-time Hand Tracking”, in
Proceedings of the 33rd Annual 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015, p. 3633-3642
5. S. Melax, L. Keselman, and S. Orsten.
“Dynamics based 3D skeletal hand tracking”,
ACM SIGGRAPH – I3D, 2013.

결론 및 향후 연구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해 안경형 증강현실 환경에
알맞은 소조 시스템을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원격 사용자를 사용자의
공간으로 소환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의 3 차원 소조

6. Unity 3D, http://unity3d.com/.
7. Oculus, https://www.ocu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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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ss to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 smart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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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하지만 각국에서 운영중인 긴급 구조 서비스

요약문

모델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로 인하여 실시간

스마트워치는

착용이

쉽고

개인의

및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당사자

신체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2]. 이러한

사물인터넷(IOT)기반

문제로 인해 EU 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주변환경

제공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긴급 구조 서비스 구축을 위해

일환으로

스마트워치에서 수집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에어백 작동 등을 감지하고 이와 동시에 자동으로

위한 프로세스를 제언하였다.

구조를 요청하는 서비스(E-Call)를 2018 년 시행예고

기록장치(EDR)를

통하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개인정보

Smartwatch is very effective to provide the internet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사용자와 구조 서비스 제공자

of things(IOT) based services in that they can be
easily

사고

하고 있다[3]. E-Call 은 이상감지 및 자동 신고

ABSTRACT

worn

자동차

and

individual

collection

of

사이의 매개체가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the

따라서 본 연구는 긴급 구조 서비스인 E-Call 을

environmental and physical changes in the real time.

기반으로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긴급 구조 서비스

To build an emergency service, This study suggested

구축시 긴급상황 발생자의 개인정보(생체·위치정보)에

a process to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rom smart watch.

구조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주제어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해결하고 구조 서비스 제공자가

제언하였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스마트워치 사용자의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사물인터넷, 개인정보활용

긴급상황

발생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서론

제언하는데 논의점을 두었다.

세계 각국은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긴급 구조

본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 구조 서비스는 심장, 뇌

현재

등과 관련된 질환자의 급환 및 재난상황, 우발적 사고
점에서

각광

받고

있다.

이에

긴급

구조

있는

프로세스를

서비스는

위치정보에

관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긴급상황

등의 상황에서 긴급구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운영중인

확인하여

발생자의

발맞춰

신고가

필수적이다

1 )

.

또한,

긴급상황

우리나라에서는 Wi-Fi 위치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긴급 구조 서비스를 2015 년 9 월 25 일부로 시행 중에

1)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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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자의 상황에 따라 신고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모니터링이 부재로 인해 긴급상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자동으로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이보다 발전된 형태인

없었다.[7][8].

E-Call 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자와 구조 서비스 제공자

-   선행연구 시사점

사이의 매개체가 자동차로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여러

신고가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와 매개체가 자동차로

선행연구들은

인지하고

한정되는 문제의 대안인 스마트워치는 개인정보가

있었으나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개인정보

보안문제로

인해

개인정보 자체를 범용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사용자의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주변정보를

관련하여 긴급 구조 서비스(E-Call), 생체정보 활용 및

이용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다루는 환자의 경우에도 실시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모니터링이 아닌 환자가 서버에 전송한 정보에 대해

•   선행연구

접근하는 방식의 활용이었으며 긴급 구조 서비스 등

-   긴급 구조 서비스(E-Call) 관련 연구

긴급상황 발생자에 대응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을

긴급 구조 서비스(e-Call)는 차량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안전과

2차

2018년까지

사고

예방을

교통사고

위한

사망자

수

최선의

기술로

감소를

목표로

개진하는

연구는

미진하였다.

그

이유는

긴급상황발생과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U에서 개발되고 있는 교통안전 시스템이다. E-Call

•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선동의모델 프로세스

서비스는 사고차량에 부착된 디바이스(EDR)를 통해

-   개인정보 활용 문제

차량의 위치, 시간, 장소, 방향, 등의 정보를 응급센터

긴급 구조 서비스는 긴급상황 발생자의 이상상태

및 교통관리 시스템에 전송하여 최선의 대응을 할 수

탐지와 동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긴급상황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3].

발생자들에게

-   생체정보 활용과 관련된 연구

상황에

알맞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구축을

생체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위해서는 구조 서비스 제공자가 긴급상황 발생자의

수집된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보건의료분야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이용하는

된다.

연구와

생체정보를

관련하여

활용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타의료기관과
목적으로

보안과
경우

공유하여

생체정보를

본인

연구들이
사용자의
신속하고

이용하는

인식에
있었다.

의료정보를
정확한

연구가

치료를
있었으나

긴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는 연구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에 그쳤으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긴급상황
발생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4][5][6].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연구

그림 1 선동의모델 프로세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연구는 ICT 발전과 더불어

-   선동의모델 프로세스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특히 개인의 위치정보와

[그림 1]은 선동의모델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나타낸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크게 개인정보

그림이다. 긴급 구조 서비스의 구축은 구조 서비스

보안에 대하여 OTP 등 보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제공자가 긴급상황 발생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스마트폰에 국환되어 있거나

있도록

OTP,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키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긴급상황

선결되어야한다.

서버로 전송하는 시스템에 관한 논의들로 실시간

발생자의
따라서

개인정보
스마트워치

제공동의가
사용자가

스마트워치를 처음 착용시에 일련의 설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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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위험상황이 감지되면 긴급 구조 서비스에

통하여 ICT 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범용적인 개인정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선동의를 구해야한다.

활용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홈 화면, 개인정보, 사용자조사, 결과안내 부분은

기대해본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정보이다.

선동의모델 프로세스는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세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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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근 차량 내 장착되는 디스플레이는 운전자를 위한
계기판(C)와 HUD(CLUSTER) 외에도 그 밖의
동승자를 위한 CID(CENTER INFORMATION
DISPLAY), RSE(REAR SEAT ENTERTAINMENT)와
같이 다양한 위치에 장착되고 있다. 이처럼 차량 내
공간에서 다중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서 각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는 정보의 전환 및
디스플레이 간의 정보 교환 등의 동작을 위한 사용자
인터랙션은 다양한 형태로 접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 내 다중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각각의
디스플레이 혹은 다중 디스플레이 간의 정보 표시
제어를 위하여 제스처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한 인터랙션 방식을 연구하였다. UX 플랫폼
환경에서 초급, 중급, 고급 경력의 운전자 7 명을
대상으로 총 2 번에 걸친 실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중 디스플레이 환경에서의 제스처
인터랙션 방식과
제스처 인터렉션 인식 위치를
정의하였다.

ABSTRACT
The area of in-vehicle display is increasing, not
only the cluster and HUD (Head-up Display) for
the driver, but also the CID (Center Information
Display) and RSE (Rear Seat Entertainment). As
the area of display expands in the vehicle, the
interaction method between user and display,
and display to display will become more diverse.
In this paper we define the different user centric
interaction methods and the command location
in the future vehicle environment. For the study,
the interview that consists of two stages were
conducted among seven people with different
levels of driving experience via using the UX

platfor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ser
interview, we defined different types of gesture
and which place should the interaction occur in
the in-vehicle multi-display environment.

주제어
미래 자동차, 디스플레이, 인터렉션 ,제스처

본문
차량 내 다중 디스플레이 영역이 확장되면서 음성,
제스처, 터치 등의 많은 인터렉션 방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와 달리 다중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는 실제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주행의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효율적인 정의된 제스처 인터렉션의 동작 방식과 실행
위치는 명확하게 제시 되지는 않고 있다. 운전자 앞
클러스터 와 중앙에 있는 센터페시아가 디스플레이로
확장 되었을 때 사용자들이 각 화면에 인터렉션 방법 과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 인터뷰가 시행 되었다.
사용자 조사는 크게 운전 경력 1 년 이내의 초급 사용자
1 명, 경력 3 년 이내 중급 사용자 2 명, 그리고 5 년
이상의 고급 사용자 4 명으로 총 7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5 년 10 월 12 일부터
14 일까지 총 3 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를 위한 실험과
인터뷰는 약 30 분이 소요되었다.
표 1. 사용자 인터뷰 분류
내용

운전 경력
1 년 이내

운전 경력
3 년 이내

1

2

운전경력
5 년 이상

총 참여
인원

4

7

인터뷰는 실제 운전 환경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여기에
다중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진 미래 차량 환경
UX 플랫폼에서 진행되었다. UX 플랫폼에서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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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운전 경력에 따른 선호 인터렉션 방식

디스플레이 중에서 계기판에 해당하는 1 번 모니터와
CID 에 해당하는 2 번 모니터만을 사용하여 사용자
조사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진 3. 모니터 위치에 따른 제스처 인식 위치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 내 다중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각각의 디스플레이 화면 전환과 디스플레이 간의
정보 전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제스처 인터랙션의
방식 조사에 목적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운전경력에 상관없이 생각을 적게
하고,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스처 동작을
선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류의 제스처 보다는 비숫한 동작 두 가지를
디스플레이 장착 위치에 따라 동작의 영역을
다르게 하여 사용하는 정도이고, 초급 및 중급
사용자의 경우 안정적인 주행을 위하여 두 손 모두
핸들을 제어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다른 인터랙션 방법인 물리적 입력 버튼과
함께 사용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일반적으로 공개된 컨셉카들의 제스처 인식
센서가 하나만 있는 반면에 실험 결과 사용자들은
자신이 제어하고 싶은 디스플레이 앞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동작을 원하기 때문에 모니터의 수의 따라
센서의 개수 와 위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구체적인 테스크를 주고 시행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 인터랙션
방식이 변화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실제 도로에서
주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고 싶은
인터랙션 방식은 실제 주행 환경과 상황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향후 연구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1 차 2 차 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1 차 실험에서는
플랫폼에서 사용자에게 자세한 테스크를 제공해
기능에 따라 인터랙션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고,
2 차 실험에서는 실제 주행 상황에서 해당
인터랙션 방식을 수행하여 실제로 적용 할 수 있는
인터랙션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사진 1. UX 플랫폼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인터뷰 결과, 디스플레이 전이 상황과 동작 기능에 따라
제스처의 인터랙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운전을 하는 상태에서는 1 년에서 3 년의 초급, 중급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은 안정적인 주행을
위하여 제스처가 아닌 핸들에 있는 버튼을 통한 입력과
두 손 모두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인터렉션을 선호하였다. 5 년 이상의 고급
경력의 운전자들은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는 좌우로 움직이는 제스처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명령을 내리기 위한
디스플레이에 따라 제스처를 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제스처를 명령을 내리는
해당 디스플레이 앞에서 바로 제스처 동작을 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이는 해당 모니터에 대한 명령 동작이 가장
직관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동작을 위한 별도의 고민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디스플레이
상에서의 정보 전환을 위한 화면 전환은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의 제스처이며, 디스플레이 간의 정보
이동을 위한 제스처는 이보다 넓은 범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698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사사의글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T 명품인재양성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5-R0346-15-1008)

참고 문헌
1. Zobl, M., Geiger, M., Lang, M. and Rigoll, G.
A Realtime System for Hand Gesture
Controlled Operation of In-Car Devices. In
Proc. IEEE (2003)
2. Zobl, M., Geiger, M., Bengler, K. and Lang,
M. A Usability Study on Hand Gesture
Controlled Operation of In-Car Devices. In
Proc. HCI 2001
3. Rahman, M., Saboune, J. and Saddik, A.E.
Motion-path Based in Car Gesture Control of
the Multimedia Devices, DIVANet 2011, ACM
Press (2011), 69-75.
4. Jeong, C., Kim, B., Yu, S., Suh, D., Kim, M.
and Suh, M. In-Vehicle Display HMI Safety
Evaluation Using a Driving Simulator,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14, 6 (2013), 987-992.

- 699 -

© 2016 HCI Korea

Extended Abstracts of HCI Korea 2016

무게 센서를 이용한 IoT 기반 수유 도우미
IoT-based Bottle feeding system
정지영
Ji Young Jung

이상용
Sang Yong Lee

최준호
Jun ho Choi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Dept. of UX,
Yonsei Univ.
jyjung224@yonsei.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Dept. of e-Learning,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Dept. of UX,
Yonsei Univ.
junhochoi@yonsei.ac.k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forearth@hanmail.net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 출산율도 증가 하였다
(박상화, 김종석과 임달오, 2012). 통계청이 발표한
‘2014 년 맞벌이 가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 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유배우 가구)는
1,182 만 5 천 가구로,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18 만 6 천
가구로 43.9%에 달했다. 2013 년(10 월)과 비교하면
30 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맞벌이 가구 비율이 모두
상승한 것이다. 현재 육아 환경에 있어 맞벌이 가구
증가와 다태아 분만은 사회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육아 활동은 함께 육아활동에 참여하는 공동
육아의 개념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맞벌이와 공동육아 환경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아, IT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 하고자 한다. 최근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반 기술도 발전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공공이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IoT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IoT 서비스를 중점으로, 육아의 과정 중 수유 단계에 서
발생 하는 어려움을 찾아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수유
관리 방법을 구체화 하도록 하겠다.

요약문
본 연구는 수유 무게측정이 가능한 젖병 보온기와 이를
활용한 수유관리 방법에 관한 제품과 서비스 연구이다.
수유와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 되었다. IoT 를 기반으로 젖병의
무게를 측정하여 아기의 수유 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수유시작 시간과 수유종료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수유기록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제품이다.
수유 IoT 의 경우, 사용 대상이 신생아와 영아 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성과 안전에 관련한 UX (user
experience) 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IoT 기반 수유도우미가 제작
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the baby bottle warmer
which is able to measure the bottle weight,
focusing on the way of utilizing the device and
the service. The service is devised in order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user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y in breast-feeding and
child-rearing.

문헌 연구
수유 관련 정보를 기록 하는 것은 수유일지를
작성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된다. 2015 년
Google play store 기준 수유기록 어플리케이션은 약
100 여 개가 출시되어 있다. 육아에 있어 수유와 배변
기록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육아일지와 발달일지를 작성 하여 부모는
아이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주로 아이의 패턴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수유를 시작할 때나 수유가 끝날
때 시간을 체크한다(김보빈, 2014).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울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언제 수유를 했는지, 언제 배변활동을 했는지
기록 하여 아이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수유관련
정보를 기록 하는 것은 아이에게 규칙적인 식습관

주제어
수유도우미, IoT, 육아 IoT, 사물인터넷, UX

서론
결혼 연령의 고령화, 배란유도제의 사용과 시험관
아기나 인공 수정 등 보조생식 의료 기술의 발달로
다태아 분만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규락 등,
2003; Salihu, Aliyu, Rouse, Kirby, & Alexander,
2003). 가임기 산모의 다태아 출산율은 1998 년
1.5%에서 2010 년 2.7%로 증가하였으며 산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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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참여 관찰 이미지

생활을 만들어 주고 정량을 바르게 섭취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수유하기 전 주의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에게 먹이기 전에 반드시 아기가 먹기 적당한 온도
인지 확인 하고, 분유는 되도록 아기가 먹기 직전에
타서 바로 먹이도록 하며 부득이 하게 미리 분유를 타
놓아야 하는 경우 에는 냉장 온도에서 사멸하지 않고
미약하게 증식하는 E.sakazakii 균 의 특성을 고려한다.
아이가 먹고 남긴 분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 될 수 있으므로 조제분유의 냉장 보관은
24 시간 내로 제한 하여 섭취하고 되도록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식약청, 2007a). 식약청의 자료에 따르면
먹이다 남은 분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 되므로 수유 시작 후 1 시간 이내에 섭취 해야 하며
남겨진 우유는 다시 먹이지 말라고 권고 하고 있다.
산모의 분유 수유에 관한 위생인식 실태연구 결과,
분유를 타서 먹이고 남은 것을 다시 먹이는 지에 대한
응답은 21.9%, 먹이지 않는다 가 78.1% 로 응답했고
다시 먹이는 이유로 ‘정량을 먹이기 위해서’가 26.8%,
‘다시 먹여도 탈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가 29.5%,
‘아까워서’ 가 26.8%로 응답하였다 (홍혜정, 2010).

그림 2. 참여 관찰 이미지

연구 방법
수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수유하기 적정
온도인지, 아이가 당일 적정 수유 량을 섭취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기록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유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1. 수유 온도 2. 수유
횟수 3. 수유 데이터 관리, 3 가지로 도출 하였다. 실제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참여
관찰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 점을 파악 하였으며
문화 인류학에서 개발된 에스노그라피 (ethnography)
의 일종인 홈 비지트 (home visit) 관찰 방법을 사용
하였다. 관찰 대상의 집으로 관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 환경과 사용 제품의 인터랙션을 참여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연구 대상은 생후 100 일이 되지 않은 신생아가 있는
쌍둥이 가정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는 7 일간 진행
되었으며 육아생활 전반에서 수유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수유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찰 하였다. 참여관찰 이후에는, 수유와
관련된 특별히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표정의
미묘한 변화, 몸동작 등을 포착하고 심층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연구 결과
쌍둥이의 부모는 항상 아기를 안고 있거나
아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3 개월인 아기들은 1 일 5~6 회 가량 수유를 해야 했다.
이를 기록 하기 위하여 수유일지를 작성 하였다. 수유
일지에는 수유 시간 및 수유 횟수 와 먹은 양을 함께
기록 하였으며 두 아이의 기록을 각각 작성 하였다.
표 1. 월령 별 수유 횟수 및 분량
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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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월 이전

6~10 회

60~120 ㎖

1~3 개월

5~6 회

120~180 ㎖

3~7 개월

4~5 회

150~210 ㎖

7~9 개월

3~4 회

180~210 ㎖

9~12 개월

3 회 정도

210~240 ㎖

그림 3. 초기 제품 디자인 및 프로토타입

두 부모에게서 여유로운 행동과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로 아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 폰
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선반 위에 놓여있었고 시선은
아이를 향해 있었다. 수유일지를 작성 할 때에도 아이를
안고 있어, 양손이 자유롭지 못했다. 수유온도를 확인
할 때에는 주로 손등에 우유를 떨어뜨려 온도를 가늠한
뒤 수유 하였으며, 한번에 아이가 먹지 않는 경우
아이를 달랜 뒤, 10~15 분 이내로 재 수유 하고 남은
우유는 처리 하였다. 실제 수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양손을 사용 하는 것이 힘든 점과, 수유 직
후 수유 일지를 작성 하지 못해, 시간과 수유 량을
정확하게 작성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수유
시간에 따라 우유가 쉽게 부패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실제 울거나 보채어 우유를 중간 중간, 끊어 먹이는
행동이 잦은 것을 발견 하였다. 문헌연구 내용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 되어 수유 시작
후 1 시간 이내에 수유를 완료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따라서 수유 과정에 있어 시간 관리가 필수
적이라는 점을 찾아 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도출 하였다.

제품의 주요기능은 무게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횟수와
수유 량을 기록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스마트 폰,
메모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도 아기의 수유시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수유기록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시각적으로 App 을 제공하여 통계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추가적으로 수유 온도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기능을 결합하여
수유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 하려고 한다.
그림 4. 제품 디자인 시안

서비스 개요
실제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는 위의 참여관찰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자 간 think aloud 기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기획을 진행 하였다. 최종으로 디바이스 내에
스크린을 넣지 않고 스마트 폰을 활용 하기로 하였으며
제품 디자인에서 스마트 폰을 거치하는 형태로
프로토타입을 구성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인 김보빈,
(2015)의 연구 내용과 일치 하는 것으로 실제 수유 시
양손이 자유롭지 못함을 고려한 것이다.

하드웨어 및 시스템 구성
프로토타입은 무게센서를 사용하여 수유 무게를
측정하고, 해당정보를 송신하여 외부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Bluetooth 통신을 탑재하였다. 제품 내 스크린
없이 스마트 폰을 거치할 수 있도록 제품디자인을
만들어 스마트 폰을 스크린으로 활용 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무게 측정이 가능한 젖병 보온기는 젖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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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대부, 휴대기기 거치대부, 통신부, 제어 부, 전원 부,
센서 부 및 출력 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수유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아기에게 수유하는 동안,
수유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성
하였다.
그림 5. 시스템 구성

구현 결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연구의 무게측정이
가능한 젖병 보온기 및 이를 이용한 수유관리 방법에
따르면, 수유 시 젖병을 보온기에 거치함으로써,
무게측정이 가능한 센서와 제어 부를 통해 수유 량과
수유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별도의
수유일지 작성이 필요 없고, 아기에게 적절한
수유온도인 섭씨 37 도의 온도를 감지함으로써, 적절한
순간에 아이에게 수유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그림 7. 실제 프로토타입 구현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구성은 IoT 를 기반으로 하여
온도, 무게 센서 등이 사용 되었다. 사용자에게 수유의
시작점을 알려 주기 위하여 아두이노에 LED 를 부착
하여 평상 시 녹색 불을 켜고 무게 감지시 붉은 색 불을
켜서 수유가 시작됨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유의 특성상 밖에서도 사용 해야 하므로
휴대가 가능 하도록 소형 아두이노를 사용 하여 크기를
줄여 사용성을 높였다.
표 2. 하드웨어 구성
마이크로

콘트롤러

블루노나노
(블루투스내장형 나노)

온도센서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센서 보드

무게센서

로드셀

증폭기

HX711

LED

RGB Addressable

그림 8. 프로토타입 무게 센서 작동 화면

그림 6. Circuit

프로토타입 구현 결과, 한 번에 무게 추를 올려
놓았을 때 인식 가능 하도록 반복 실험을 통해서
평균치를 찾았는데, 실제 무게가 최소 50g 이상 인 경우,
수유의 시작점으로 감지 되도록 구상 하였다. 추후에는
디바이스 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 하여 실제 오차가
존재 하는 지 여부와 정확도와 정밀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유의 밀도 차에 따라
정교 하게 달라지는 무게 차가 있는지, 이에 따라
총량에 어떤 차이를 주는 지 실험 을 통하여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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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증가하여 육아 관련 IoT 서비스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아이의 정보를 데이터화
한다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정보와
수유 데이터가 노출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을 통한 보안을 강화 하고 특히,
민감 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한 정보와 개인 데이터는
가족과 본인만 볼 수 있도록 암호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육아 IoT 는 기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연계 되어있는 다른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상태에 따라 아이에 대한 케어를 진행 하기 때문에
이에따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 된다.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에 없던 수유 의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한 수유 IoT 라는 점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기술을 도입하였다는 학술적인 의의가
있고 실무적으로는 본 기술을 통하여 현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맞벌이, 다태아 가정의 공동육아 어려움을
해결하고 육아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 공익을 가져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기술변화는 육아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부모의 생활을 유연하게 해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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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할 수 록 혁신성이 높 은 것으 로 정의되고 있다 [1,2,3]. 끊임없이
새로 운 제품 과 서비 스 를 내놓 아 매출 증 대를 통 한 성장을 추 구 하고 자 하는
기 업에게 있어 소 비 자의 혁신성은 기 업이 내놓 은 신제품 /신서비 스 의
채택여부 , 그 리 고 채택속 도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 요 한 소 비 자의 심리 적
특 성이다 [3,4,5]. 소 비 자 혁신성에 관한 연구 들 중 Venkatraman and
Price(1991)는 이 개념이 2 개의 하부 차원인 인지적 혁신성과 감각적
혁신성 등 으 로 구 성되어있다고 제안하였다 [6]. 본 연구 는 기 존 의 문 헌에
기 초 하여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요 약문
본 연구 에서는 소 비 자의 혁신성향이 뉴 미 디 어 (본 연구 에서는 모 바일
미 디 어)의 사용 행태와 신제품 의 구 매와 어떻게 관련되어있는 가를
조 사하였다. 설문 (N=191)을 통 해 수 집한 소 비 자의 혁신성향과 기 업/제품
정보 의 취득 을 위한 정보 원으 로 서의 미 디 어 사용 행태 등 이 조 사되었다.
인지적 혁신성향과 감각적 혁신성향 등 2 개의 하부 차원으 로 구 성된 개인
혁신성향 자료 는 두 개의 하부 차원 모 두 가 식음 료 (F&B) 산업의 신제품 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을 보 여주 었다. 반면, 기 업 미 디 어
채널의 활용 에서는 인지적 혁신성향만이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 여주 고
있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모 바일 미 디 어 등 새로 운 IT/매체 기 술 활용 한
표 적 마케팅 전략의 수 립에 있어 소 비 자의 혁신성향이 유 의미 한 고 려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1. 소 비 자 혁신성 (인지적 혁신성과 감각적 혁신성)은 신제품 구 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소 비 자 혁신성과 신제품 구 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는 다양하게
이루 어졌으 나, 소 비 자 혁신성이 마케팅 채널로 서 뉴 미 디 어의 사용 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에 관한 연구 는 아직 부 족 한 상태이다. 소 비 자
개인의 혁신성이 높 으 면 전통 적인 미 디 어 (traditional media, 신문 과
라디 오 , TV 등 을 지칭) 이상으 로 뉴 미 디 어에 대한 선호 도 및 이용 율 이
높 을 가능 성이 높 으 며 , 그 렇다면 해당 소 비 자군 (群)에게는 신제품 의
마케팅 채널로 서 뉴 미 디 어를 적극 적으 로 활용 하는 마케팅 전략의 수 립을
고 려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underlying individual's use of new media (i.e., mobile media) and
how it is related to interest to & purchase of new products.
Data collected from a survey (N=191) with questionnaire indexing
consumer's innovativeness and their media usage has revealed that
consumers who are high in cognitive innovativeness and/or
sensory innovativeness tend to positively correlate with new
products from food and beverage (F&B) industry. However, it is
the individuals who tend to use media channels with new
information technology more often were the ones who rated
higher in cognitive innovativeness.

가설 2. 소 비 자 혁신성 (인지적 혁신성과 감각적 혁신성)은 최신성이 높 은
것으 로 인지된 미 디 어의 사용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 로 소 비 자 혁신성은 새로 운 상품 이나 서비 스 의 사용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는 하나, 현업에서는 이 구 성개념을 이루 고 있는 2 개의
차원들 중 최신 미 디 어의 사용 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어느 것인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이 연구 질문 을 제시한다:
연구 질문 : 인지적 혁신성과 감각적 혁신성은 각각 최신 미 디 어 채널의
사용 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 가?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s innovativeness may be used as
part of consumer-targeting strategy using information/media
technology, especially for marketing new products.

연구 방법
설문 의 시행은 전문 업체를 통 해 온 라인 설문 을 배포 , 총 368 부 중
유 효 표 본 191 건을 자료 분 석에 사용 하였다. 자료 의 통 계분 석에는 SPSS 21.0
소 프 트 웨어가 사용 되었다. 참가자의 50.3%가 여성으 로 남녀 비 율 은 거 의
똑같았다. 패트 트 푸 드 와 간식-음 료 F&B 시장의 주 이용 고 객층 인 20 대와
30 대를 설문 대상으 로 하였는 데, 설문 참가자의 연령대는 20 대 전반이
21%, 20 대 후 반이 27%, 30 대 전반이 28%, 30 대 후 반이 20%로 비 교 적
고 르 게 분 포 되어 있었다

주 제어
혁신성향, 신제품 구 매, 뉴 미 디 어 사용

소 비 자 혁신성과 뉴 미 디 어
소 비 자 심리 의 연구 에서 1960 년대부 터 관련 문 헌들 이 등 장하는 소 비 자
혁신성 (Consumer Innovativeness)은 , 개인이 같은 집단/사회에 소 속 된
다른 구 성원들 보 다 혁신을 먼저 수 용 하는 정도 , 혹 은 한 시점에서
혁신적으 로 분 류 되는 제품 이나 서비 스 들 중 채택/사용 하는 것의 범주 가

본 연구 에서는 소 비 자 혁신성향을 인지혁신성향과 감각혁신성향 등 2 개의
하부 차원으 로 나누 어 측 정하는 Venkatraman and Price(1991)의 설문 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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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 여주 고 있다. 이 결과는 , 모 바일 홈 페이지는 스 마트 폰 에 이미
마련되어있는 소 프 트 웨어(웹 브 라우 저)를 사용 해 이용 할 수 있는 반면,
모 바일 앱이 별도 의 설치(installation) 과정을 거 쳐야 한다는 사실에
기 인하고 있는 것으 로 보 인다. 개인의 인지능 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인지적 혁신성의 경우 , 모 바일 홈 페이지와의 상관관계계수 (r=.19)보 다
모 바일 앱 (r=.21)이 근 소 하게 더 높 았다.

(총 16 문 항)을 한국 어로 번역하여 사용 하였다 [6]. 설문 에서 사용 된
심리 척도 의 신뢰성을 크 론 바흐 알파(Cronbach’s α)로 검정한 결과,
인지혁신성향 (α=.837)과 감각혁신성향(α=.902) 모 두 신뢰성이 높 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미 디 어 채널에 대한 사용 여부 및 인지된 최신성에 대해서는 , 한국 의
F&B 업체 4 곳 의 마케팅 채널(PC 홈 페이지, 모 바일 홈 페이지, 페이스 북 ,
모 바일 앱)에 대해 각각 묻 는 방식을 취했다. 인지된 미 디 어의
최신성(9 점 척도 )은 , PC 홈 페이지 (M=5.8, SD=1.77), 페이스 북 (M=5.9,
SD=1.87), 모 바일 홈 페이지 (M=6.2, SD=1.73), 모 바일 앱 (M=6.6,
SD=1.67)의 순 서로 나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모 바일 앱과 모 바일
홈 페이지 2 개를 ‘인지된 최신성이 높 은 미 디 어 채널’로 분 류 하여
가설 2 의 검증 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 는 젊은 소 비 자 층 을 대상으 로 하는 비 즈 니 스 에서
이용 하는 미 디 어 채널을 마케팅에 활용 할 때 소 비 자 혁신성에
접근 이 유 효 한 전략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서
미 디 어 기 술 의 사용 이 소 비 자 혁신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보 여줌 으 로 써 끊임없이 새로 운 기 술 과 서비 스 를 제공 하고 있는
산업에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신제품 의 구 매 여부 는 조 사대상인 4 개의 F&B 업체들 이 설문
시점으 로 부 터 3 개월 이내에 출 시한 신제품 들 (업체 별로 3 개씩, 총
12 개)의 구 매 여부 를 묻 는 방식으 로 측 정하였다.

아울 러 연구 질문 에서 탐사한 인지적 혁신성과 감각적 혁신성의 차이는 ,
앞으 로 다른 종 류 의 소 비 자 연구 에서 꾸준 히 탐구 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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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은 신제품 구 매경험과 소 비 자 혁신성 (인지적 혁신성과 감각적
혁신성)의 관계에 대한 것으 로 ,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 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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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는 소 비 자 혁신성과 최신성이 높 다고 인지된 모 바일 앱과 모 바일
홈 페이지 2 개의 이용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 로 예측 하고 있다.
아래의 표 1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지적 혁신성과 감각적
혁신성 모 두 최신 미 디 어 채널들 의 이용 과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여주 고 있다. 따라서 가설 2 는 지지되었다.
표 1. 인지적-감각적 혁신성과 최신 미 디 어 채널의 이용 수 준 에 대한
상관관계 분 석 결과
미 디 어 채널별 이용 수 준
모 바일 홈 페이지

모 바일 앱

인지적
혁신성

Pearson’s r

.19

.21

p-value

<.001

<.001

감각적
혁신성

Pearson’s r

.40

.28

이들 이
기초 한
새로 운
있음 을
미디어

p-value

<.001
<.001
연구 질문 은 표 1 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리 적 특 성과 미 디 어 사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물 었다. 인지적 혁신성의 Pearson’s r
값이 .19 에서 .21 사이로 최신 미 디 어 채널의 이용 의 분 산에 대한
설명력이 4% 전후 인 반면, 감각적 혁신성은 r 의 값이 .28 에서 .40 으 로
미 디 어 이용 의 분 산에 대해 8%에서 16% 사이의 설명력을 보 여주 고 있다.
따라서 소 비 자 혁신성 중 에서도 감각적 혁신성이 더 설명력이 큰 것으 로
해석된다.

결론
본 연구 는 소 비 자 심리 학의 구 성개념 중 하나인 소 비 자 혁신성과 미 디 어
채널의 이용 , 그 리 고 신제품 의 구 매 사이의 상관관계를 각각 분 석하였다.
연구 질문 에 따른 분 석에서 감각적 혁신성이 모 바일 홈 페이지에 대해서는
그 상관관계 계수 가 .40 이었던 반면 모 바일 앱에 대해서는 .28 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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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분 석해서 푸 는 것을 즐 긴다. 일반적으 로 TV 방송 시청장치로 는
모 바일 장치보 다는 TV 가 기 능 적으 로 사용 이 편리 하다는 점을 미 루 어
아래와 같은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요 약문
본 연구 는 시청자들 의 개인혁신성향이 모 바일 기 기 선호 도 를 예측 하는
데에 사용 될 수 있는 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개인혁신성향을
기 술 수 용 모 형에 적용 시켜 분 석한 결과, 감각혁신성향은 스 마트 기 기 에
대한 선호 와 태블 릿 사용 의도 에도 영향을 미 치며 , 인지혁신성향은
텔레비 전에 대한 선호 도 에 긍 정적 영향을 , 태블 릿을 사용 한 방송 시청에
부 (不)적 영향을 미 친다. 본 연구 는 어떤 시청자들 에게 어떻게 접근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통 찰을 제공 한다.

H1a. 인지적 혁신성향이 높 으 면 TV 방송 시청장치로 (모 바일 장치보 다)
TV 를 선호 할 것이다.
감각적인 혁신성향은 내부 자극 을 통 한 판타지 혹 은 환상을 추 구 하고
외부 자극 스 카이다이빙과 같은 스 릴과 모 험적인 활동 을 즐 기 는 성향이다.
기 존 연구 에 의하면 감각적 혁신성향이 높 을 수 록 신기 술 수 용 적극 적이며
상대적으 로 감각적 혁신성향이 높 은 사람이 인지적 혁신 성향이 높 은
사람 보 다 신기 술 수 용 에 적극 적이다 [6].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V viewership using
mobile devices and personal innovativeness. Us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 results show that, sensory innovativeness is
positively related to preference for smart devices and intent to
use tablet computers. Cognitive innovative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eference for viewing with television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viewing with tablet computers. By
taking individual differences into account,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for improving television services and devices.

H1b. 감각적 혁신성향이 높 으 면 TV 방송 시청장치로 (TV 보 다) 모 바일
장치인 태블 릿을 선호 할 것이다.
(2) 태블 릿 방송 시청에 대한 기 술 수 용 모 델
ICT 분 야 신기 술 수 용 관련해서 대표 적이고 기 본 적인 이론 적 모 형인
기 술 수 용 모 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인지된
유 용 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 용 이성(Perceived Ease of
Use), 이용 태도 (Attitude toward Usage), 이용 의도 (Intention to Use),
이용 행위(Actual Usage)를 포 함한다. 기 술 수 용 모 델에 따르 면 새로 운
기 술 의 사용 여부 에서 이용 자는 자신에게 유 용 하다고 인식할수 록 , 그 리 고
쉽게 그 기 술 을 이용 할 수 있다고 인식할수 록 실제 이용 에 대한 적극 적인
태도 와 긍 정적 의도 를 보 일 것이며 , 결국 기 술 이용 의 증 가로 연결된다
[7]. 선행연구 조 사에 의하면 방송 시청시 태블 릿 사용 에 대한
기 술 수 용 모 델 이용 한 분 석도 가능 하리 라 판단된다. 추 가로 , 이 연구 는
방송 시청시 태블 릿 사용 에 있어서 개인적 혁신성향에 따른 이용 의도
결정요 인을 비 교 분 석하기 위해 기 술 수 용 모 델 변인뿐만 아니 라 개인
혁신성을 감각적 혁신성과 인지적 혁신성으 로 구 분 해서 아래의 <그 림
1>와 같이 분 석 모 형을 만들 었다.

주 제어
개인혁신성향, 기 술 수 용 모 형, 스 마트 기 기 선호 도 , 스 마트 기 기 사용 의도

소 비 자 혁신성과 방송 시청장치
(1) 개인혁신 성향: 인지적 혁신성, 감각적 혁신성
개인적 혁신성은 신기 술 이나 서비 스 를 적극 적으 로 선택하려 는 의도 를
의미 한다 [1]. 따라서 혁신성은 새로 운 기 술 수 용 이나 서비 스 수 용 을
설명하는 핵심요 인 중 하나다 [2]. 기 존 의 새로 운 기 술 수 용 연구 모 델
분 석에서 개인적 혁신성 개념을 추 가하여 영향분 석을 시도 한 다양한
연구 들 이 있었다. 소 비 자 혁신성이 높 은 소 비 자가 낮은 소 비 자 보 다 체험
편익 및 상징성 편익, 다양성 편익, 실용 성 편익 등 의 추 구 성향이
혁신성향이 높 다고 하였다 [3]. 다른 연구 에서는 소 비 자 혁신성이
높 을 수 록 스 마트 폰 채택 행위의도 에서 혁신성은 인지된 유 용 성과
용 이성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 며 , 적극 적인 스 마트 폰 사용
행동 을 보 인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4]. 개인혁신성은 인지적
혁신성향과 감각적 혁신성향으 로 구 분 되며 인지욕 구 가 높 은 개인은 어떤
이득 이 없더 라도 지적 노 력을 필요 로 하는 활동 에 대해 높 은 내적 욕 구 를
지닌다 [5]. 그 결과, 복 잡한 사고 를 즐 기 며 또 어렵거 나 새로 운 문 제를

그 림 1. 연구 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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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향이 높 을 수 록 모 바일 기 기 (스 마트 폰 , 태블 릿)에 대한 장치선호 도
및 기 술 수 용 모 델에서도 이용 의도 에 적극 적이었다. 이에 반해 인지적
혁신성향이 높 을 수 록 아직까지 방송 시청장치로 기 능 적으 로 우 월한
TV 에대한 선호 도 높 았고 , 기 술 수 용 분 석에서도 태블 릿 방송 시청에 대해서
부 정적이었다.

연구 방법
개인적 혁신성향인 인지적 혁신성향과 감각적 혁신성향에 따른 태블 릿의
방송 시청의 사용 의도 를 확인하기 위해, 2015 년 3 월 23 일부 터 4 월
16 일까지 전국 지역 20~30 대를 대상으 로 온 라인 리 서치 전문 회사를
통 해서 설문 조 사를 실시 한 뒤 분 석도 구 를 사용 해서 분 석하였다. 총
671 부 의 온 라인 설문 을 배포 했으 며 이 중 불 성실한 응 답 335 부 를 제외한
총 336 부 의 설문 응 답지가 분 석에 활용 되었다. 응 답자의 연령은 20 세에서
39 세까지 분 포 되어 있었으 며 , 평균 연령은 26.0 세 (표 준 편차=5.26)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168 명 (50%), 여성은 168 명(50%)이었다. 본
연구 에서는 소 비 자 혁신성향을 선행연구 를 토 대로 인지적, 감각적
혁신성의 측 정문 항을 번역하여 사용 하였으 며 , 총 16 개 문 항을 9 점 척도 로
측 정했다 [5]. 설문 에서 사용 된 심리 척도 의 신뢰성을 크 론 바흐
알파(Cronbach’s α)로 검정한 결과, 인지혁신성향 (α=. 781)과
감각혁신성향(α=. 85) 모 두 신뢰성이 높 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시청행태
변수 인 방송 프 로 그 램 시청장치 선호 도 는 주 말과 주 중 TV 시청시 각각의
장치(TV, 스 마트 폰 , 태블 릿, 노 트 북 PC 등 총 4 종 )에 대한 시청시간을
9 점 척도 로 물 었다. 태블 릿 방송 시청 기 술 수 용 모 델 변수 인 인지된 유 용 성,
인지된 용 이성, 사용 태도 , 사용 의도 는 선행연구 에서 활용 된 측 정 항목 을
이 연구 의 목 적에 맞도 록 재구 성하여 측 정했다 [7]. 이 연구 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 한 분 석을 진행하였는 데, 상관분 석을 통 해 감각적 혁신성향
및 인지적 혁신성향에 따른 시청장치 선호 도 를 분 석하였으 며 , 잠재적
수 용 자인 인지적 혁신성향과 감각적 혁신성향이 높 은 집단의 태블 릿
TV 방송 시청의 이용 의도 를 확인하기 위해 TAM 모 델기 반의 구 조 방정식
모 델을 이용 하였다.

본 연구 를 통 해 최근 제로 TV 현상과 20~30 대 TV 시청감소 , 모 바일 장치를
이용 한 방송 시청증 가 등 시청환경 변화에 대한 초 기 수 용 자들 은 ,
개인혁신성향의 관점에서 보 았을 때 인지적 혁신성향 보 다는 감각적
혁신성향이 높 은 경향이 있으 며 , 실제로 이와 같은 시청행태 변화 및
이유 에 대해서는 모 바일 기 기 가 TV 보 다 방송 장치로 편리 하거 나
기 능 적으 로 우 수 한 것이 아니 라, 사회적 이미 지와 같은 다른 요 인으 로
인한 것으 로 해석이 가능 하다. 정보 기 술 의 발달로 방송 시청장치로 서의 TV,
스 마트 폰 , 태블 릿, 노 트 북 /PC 다양한 장치의 공 존 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 연구 는 기 존 연구 들 다르 게 전통 기 기 TV 와 신규 스 마트 기 기
(스 마트 폰 , 태블 릿) 간의 보 완이 아닌 경쟁장치 관점에서의 실증 적
분 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모 바일 방송 장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방송 서비 스 플 랫폼 및
방송 장치 분 야에서의 기 술 적 기 능 발전 및 사용 성 개선으 로 , 현재
초 기 단계인 모 바일기 기 를 이용 한 방송 시청행태가 초 기 사용 자에서 그 치지
않고 계속 적으 로 확장되어나갈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그 러 기 위해서는 본
연구 를 포 함한, 사용 자에 대한 연구 들 을 업계에서 적극 적으 로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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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 에서는 소 비 자 개인적 성향을 구 체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혁신성을 인지적 혁신성향과 감각적 혁신성향으 로 구 분 하여 조 사에
활용 하였다. 또한 전통 적인 TV 매체와 신규 매체인 모 바일 장치 (스 마트 폰 ,
태블 릿)들 이 서로 경쟁 및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 고 , 인지적 혁신성향 과
감각적 혁신성향에 따른 장치 선호 도 를 비 교 분 석하였다. 태블 릿의
방송 시청 이용 에 대한 기 술 수 용 모 델에 대한 결과를 함께 보 면, 감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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